
시비타스 
캐피탈 

그룹



창의적인 
구조화

조세담보금융(TIF),
신규시장 세금 신용 및
기회 영역 등 창의적인

자본 구조에 관례를
깬 획기적인 툴을

활용하는 전문성 보유

다양한 부동산 유형, 
시장 및 경기를 

총망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과 경험 

보유, 자본 스택 전체에 
걸쳐 포괄적으로 자본 

투자를 이행하고 모금할 
전문성 확보

검증된 
이력

기관급 고품질 
오퍼링

기관급 플랫폼을 통해 
강력한 금융 관리, 
보고 및 규정 준수 

감독을 포함한 통합형 
투자, 자산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제공

비매물 거래에 
대한 높은 접근성

일류 개발업체, 대출 
기관 및 투자 기관 

등과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일관된 비매물 거래 
흐름 제공

부동산

 멀티패밀리, 고령자 생활시설, 오피스를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유형 경험 보유 

 사내에 노련한 전담 자산 관리팀을 보유하여 딜 소싱과 심사뿐 
아니라 개발 완료 시점까지 모니터링 및 업무 주도

 자본 스택(자기 자본, 메자닌 대출 및 선순위 대출 등) 전체에 
걸친 금융 제공

 소셜 임팩트 투자

호텔

 수직형으로 통합된 호텔 관련 업무 능력

 호텔 투자를 소싱하고 관리하는 엄격하고 일관적인 절차

 호텔 개발과 인수 모두에 경험

 미국 호텔 산업 내 폭넓고 깊은 관계

 선택적 제한 서비스 호텔 부문에 집합투자 펀드(Comingled 
fund) 및 개별 자산 투자

리스크 관리 및 규정 
준수

 각 자산의 리스크 
평가와 상태 

모니터링에 선행적인 
접근법 적용

시비타스의 경쟁력



시비타스 투데이
시비타스 캐피탈 그룹(CIVITAS CAPITAL GROUP)은 미국 부동산과 호텔의 
유망한 틈새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대체 투자 매니저입니다. 시비타스는 
포기를 모르는 창의력을 원동력 삼아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타사에서 
간과하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당사는 Daniel J. Healy와 Rafael Anchia가 2009년 공동 설립한 이래, 

본거지였던 텍사스주 댈러스의 경계를 벗어나 미국 서부 및 동부 해안은 

물론 그 사이의 다양한 지역 시장마저 골고루 아우를 정도로 투자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왔습니다. 현재 시비타스는 십억 달러 상당의 대체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소셜 임팩트 투자 포함) 세계 전역의 기관 및 유자격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비타스는 계속해서 깊이를 더하는 문화적 역량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투자자와 직원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ivitascapital.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비타스의 60여 가지 투자 상품은 40여 개국 기관 및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사 고객 중에는 보험사, 연금 재단, 사모 

펀드, 가족 기업 및 개인 투자자 등이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1. 2019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AUM에는 관리형 펀드, 자문 계약 (advisory 
engagement) 및 약정 납입자본과 자본이득의 차액 등이 포함됩니다.

호텔 고령자 생활시설오피스멀티패밀리 기타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bit.ly/CivitasStory에 접속하여 시비타스 창업 스토리" 

커피숍에서 원아츠 플라자까지 (From a Coffee Shop to One Arts Plaza)”를 

읽어보세요. 시비타스는 전문 지식, 창의적인 구조화 및 부동산 거래 흐름 등의 

정보를 심층적인 업계 관계 인맥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틈새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 투자  
641

관리 자산(AUM) 
총계 17억 달러

(US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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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방식

단일 자산 프라이빗 펀드 별도 계좌

개요

시비타스의 주된 전략은 상업 

부동산의 개발과 인수를 위한 

조인트 벤처 구조입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성장하는 시장의 

호텔, 멀티패밀리, 고령자 

생활시설 및 오피스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해진 전략 범위 내에서 좀 

더 다각화된 투자 프로필을 

모색하는 투자자를 위해, 

시비타스는 부동산 유형과 

전략의 배합에 따른 집합투자 

펀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비타스는 투자자와 직접 

긴밀하게 협력하여 특정 투자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인수 건은 주로 장기 

보유를 위한 최고급 입지에 

자리잡은 오피스 건물이나 고급 

상가 자산 등이었습니다. 

상품

부동산

호텔

대체 크레딧

투자자

기관

유자격 개인



DANIEL J. HEALY
공동 창업주 겸 CEO 

(최고 경영자)

2009년에 시비타스를 
창립한 이래로 부동산, 
호텔 및 대체 크레딧 등 

여러 부문에서 17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투자를 

개시, 구조화 및 관리하는 
것을 감독해 왔습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전략적 
성장을 모든 면에서 책임 
지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약 20년에 달하는 투자 
경험을 보유한 업계의 

베테랑입니다.

RAFAEL ANCHIA
공동 창업주 겸 상무이사 

(Managing Director)

공동 창업주로서 신규 
시장 개발, 공공 정책 

및 공-사 파트너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 여 년간 일류 미국 
국제법률회사에서 기업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 의회의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며 
국제 관계 및 경제 개발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영진 소개

JONATHAN KERN
프레지던트 겸 CIO 
(최고 투자 책임자)

시비타스의 상업 부동산과 
호텔 투자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회사 
투자 기능의 모든 면이 

자사의 핵심 가치와 목적에 
일치하도록 지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부동산과 사모 펀드, 그로스 
캐피탈(Growth capital)을 
포함한 여러 자산 클래스에 

걸쳐 다수의 투자팀을 
만들고 관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투자자 관계자산 관리 회계 및 재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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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tas - [siv-i-tas; Latin kee-wi-tahs]

시비타스(Civitas)란 라틴어로 “도시”와“시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우리의 성장은 투자자, 직원 및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하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기위한 스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