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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국 법인장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중국 내 대우 굴착기 신화를 만
들었으며 이후 Terex China 대표이사 사장, 샤궁공정기계유한공사 대표
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중국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옌타이 한
인상공회 회장(2002~2007), 옌타이한인학교 재단 이사장(2014~현재)
을 맡아 한국기업의 사업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 교민의 권익신장
을 위해 헌신해 왔다.

 (주)웰씨앤와이즈의 자문위원인 채규전 
옌타이한국학교 재단 이사장이 지난 10
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
을, 중국 산동성 정부로부터 제로우의상
(齐鲁友谊奖)을 수상하였다. 국민훈장목
련장은 2016년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을 맞아 옌타이 교민의 권익신장과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였으
며 제로우의상은 산동성 정부가 매년 산
동성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외국 전문가
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이수
존 주중국 청도영사관의 추천으로 수상하
게 되었다.
 채규전 이사장은 2000년대 초 대우중공

 애독자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

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중소·중견 기업 및 각종 재단의 CEO 분

들을 위해 ‘지혜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창간한 W&W 

Newsletter가 그동안 CEO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

이 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변

화와 소통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또한 저희 (주)웰씨앤와이즈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및 각종 재

단의 리더 분들을 위해 고품격 클럽 멤버십 서비스인 W&W 

Club (2016년 9월 론칭)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로 이어지는 가

문형 자선관리 서비스인 W&W Family Office도 곧 론칭할 예

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동안 W&W Newsletter를 사랑해 주신 독

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독자 여러

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웰씨앤와이즈 대표이사 이 태 영

대한민국 주중국 청도영사관에서. (왼
쪽부터 채규전 이사장, 이수존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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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마켓: 홀리데이 기프트 쇼케이스
W&W 관계사 美 인베스트에드, 연말 이벤트 개최

연말을 앞두고 열린 ‘더 마켓: 홀리데이 기프트 쇼케이스’

이벤트 주관한 인베스트에드 직원들 (왼쪽부터 Patrick Volk, Allison Pescatore, Genti Cici)

 (주)웰씨앤와이즈의 관계사

인  투자자문회사 인베스트에

드(InvestEd.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소재)는 지난 2016

년 11월 15일, 언더아머 퍼

포먼스 센터에서 첫 ‘더 마켓: 홀리데이 기프트 쇼케이스(The 

Market: Holiday Gift Showcase)’를 열었다. 선물을 주고받

는 일이 많은 연말을 맞아 특별하고 유니크한 선물을 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음료와 음식을 함께 

나누며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이

벤트의 취지였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20만 원 상당의 가방 및 언더아머 퍼포먼스 

센터 회원권 등이 포함된 경품행사, 최고급 FX 피트니스 트레이

너의 종합 트레이닝 강습, 그리고 B.Willow, Baltimore Chef 

Shop, FX Studios, Gundalow Juice 등 9개 참가 기업들의 제

품으로 직접 선물을 만들어보는 DIY 체험이 포함되었다.

 획일화된 선물 시장에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가족 및 지

인들과 서로 애정을 확인하며 재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기

회의 장을 마련한 ‘더 마켓: 홀리데이 기프트 쇼케이스’ 행사는 

연말 기간을 맞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이벤트로 지

역 최고 일간지 ‘볼티모어 선(Baltimore Sun)’에 소개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로 얻은 수익은 노숙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 ‘백 온 마이 피트(Back on My Feet)’에 전액 기부되었다. 

 2016년 한해 동안 인베스트에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

이는 이벤트로 수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투

자자문회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하

여 지역 내 사업체들과 연합 이벤트를 마련, 상생의 의미를 되살

렸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는 신선한 방식으로 상품을 어필

하여 전문성과 접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

가를 받았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열린 ‘마인드, 바디, 

소울(Mind, Body, Soul)’ 이벤트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미국

내 사회 분위기에서 착안, 상대적일 수 있는 건강이라는 개념과 

재정적인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융합시켜 단순한 자산 관리

가 아닌 고객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컨셉으로 기업 이미지를 높

히는데 성공했다고 관계자들은 자평했다.

 인베스트에드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형성한 

건강하고 창의적인 기업 이미지의 여세를 몰아 다가오는 2017

년에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이벤트로 투자자문의 문턱을 낮추

고 지역 경제 발전을 살리는 데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다짐

했다.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공로상 수상
채규전 W&W 자문위원 겸 옌타이한국학교 이사장

Best Way to Apply Asset Allocation to Our Portfo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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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 관계사 美 인베스트에드, 연말 이벤트 개최

연말을 앞두고 열린 ‘더 마켓: 홀리데이 기프트 쇼케이스’

 What is the best way to apply asset allocation to our investment 
portfoilios in the face of uncertainty? By spreading assets among 
varying categories, with differing performances and correlations, 
overall risk can be reduced and long term return expectations 
can be reached.  Since I’ve been managing portfolios, for the past 
25 years, this Modern Portfolio theory has been used to con-
struct investment allocations.  Even when the wheels came off 
of almost all properly allocated portfolios after the 2008 market 
meltdownthe core concept remains.  By adding previously unused 
asset categories we made the necessary changes.
 As we have more information available to us, changes to our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models will be 
made. One of the primary reasons asset allocation is used is 
psychological. Most of us feel safer by spreading out our assets.  
If rate of return were our only concern, we’d all buy the S&P 500 
index and hang on for the next 30 years or so, but that’s not hu-
man nature.  We are emotional investors and very few have the 
constitution to buy and hold without making periodic changes.  
Concentrating on how our clients react to market volatility should 
be incorporated into an asset allocation and retirement analysis.  
This is observed over time, not simply determined by a basic risk 
tolerance quiz.
 From an empirical observation, many of my clients have tended 
to react to current market conditions as well as other influential 
factors, such as politics, sentiment and personal goals.  We ex-
pect investors to be emotional and have used asset allocation to 
abate passionate decision making. Understanding this sensitivity 
need to be included in setting return and volatility expectations.  

InvestEd. Advisor
patrick@mdinvested.com

Patrick Volk

Best Way to Apply Asset Allocation to Our Portfolios

We know most clients will not complain when their investments 
outperform the expectations. However, on the downside, clients 
are sensitive when the portfolio underperforms expectations, and 
they are tempted to make changes far more quickly to the port-
folio, leading to selling off in a down market.  
 Unfortunately, many advisors concentrate on the rate of return 
and don’t truly discuss volatility, especially the negative vola-
tility. This oversight could lead to the advisor and client run-
ning retirement scenarios and reviewing cash flow analysis with 
unrealistically high rates of return for the risk tolerance of the 
client.  By having the difficult discussion, of negative market 
returns and observing actual behavior, along with understanding 
how an individual client responds to downturns, a better alloca-
tion and return expectation can be set.  To plan accurately for 
retirement savings, timing and cash flows, it is important to use 
more reasonable expectations and realistic portfolios. 

불투명성에 대비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해설요약

 불투명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
축하고 배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이와 같은 질문에 많은 이들이 퍼포먼스를 다각화하고 다양한 카테고
리에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전반적인 위험 감소 효과와 장기적인 수익
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2008년 금융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은 후 잘 관리되어 왔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무너졌을 때
도 이같은 이론의 핵심 컨셉은 건재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현 시점에
서는 투자 모델의 설계에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자산 배분의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발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을 
어느 정도 다른 범주에 나누어 놓았을 때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며 소수
의 사람만이 투자 상품을 구입한 후 오랜 기간 묵혀두는 참을성을 발휘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 자산 배분과 은퇴 분석의 첫 번째 과제이자 가장 중요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심리적인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하락세에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산 분배와 수익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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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란트로피는 人類愛 바탕한 기부활동

 W&W ‘기부 문화’, ‘모금 전문가’, ‘필란트로피’ 등의 단어는 일반
적으로는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서 약 35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일해 오시면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한
양대학교 경영대학에 교양 과목으로 필란트로피를 개설하셨는데, 
기부와 필란트로피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BK Ahn 연말이 되거나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개인이
나 단체들이 불우 이웃돕기와 같은 캠페인을 벌여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가 하면 간혹 매스컴을 통해 생선가게 주인이나 경비원이 자신
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학교 등의 단
체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선행은 세
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부는 자선적 기부와 박애적 기부로 나뉘는데 전자는 현재 요구
되고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춘 개인적이면서 감성적인 전통적 방식
의 자선(Charity) 행위라고 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항시적인 기부를 말하며 이를 
필란트로피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합니다. 나눔과 성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죠. 박애주의라고도 번역되지만 우리말로 정확하게 대체
할 수 있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필란트로피’라고 부
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선적 기부활동이 불우한 개개인을 일시
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필란트로피는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
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재물을 비롯한 노동과 재능을 활용하
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하죠. 적절한 비유인
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의 생선을 잡아 주면 한 끼밖에 해결하지 못
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

‘필란트로피 실천은 글로벌 시민키워 선진국 가는길’

  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 부유해진다고 해서 그토록 염
원해 온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남들로
부터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참다운 선진국의 조건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성장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
다. 2011년 한국 기부문화 연구소를 세우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 
필란트로피(philanthropy) 과목을 만들어 모금 전문가 양성 및 리더십
을 가르치는 비케이 안(BK Ahn) 소장을 11월 24일(목) 오후 그의 강
의실에서 만나 보았다. 

<W&W 편집실>

Ice Bucket Challenge  얼음 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주고(giving), 참
여하고(joining), 봉사하고(serving), 요청하는(asking) 필란트로피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모금 이벤트이다. 자신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기부에 동참하는 동시에 다른 세 사람을 초대
함으로써 모금액을 점차 증가시킨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비케이 안 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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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필란트로피는 자선을 포괄하는 보다 
깊은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련 컨설팅하다 진로 바꾸어

 W&W 환경공학을 전공하셨다면서 어떤 계기로 필란트로피 활동
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BK Ahn 80년대 후반 주립 텍사스 대학교 공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근무하다
가 환경관련 컨설팅 회사를 차려 제법 돈도 벌고 성공했었죠. 그런
데 어느 날 모교 대학의 직원이 방문하겠다길래 학교 기부금 때문
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만났는데 기부금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겁
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줄 것이 있냐고 묻는 것이었어
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들을 보내고 명함을 보니 이름 밑에 ‘De-
partment of Philanthropy’라고 적혀 있었죠. ‘왜 Philanthropy
라고 하지?’ 하는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하고 참여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더군요. ‘왜 동양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운가?’ 하는 막연한 의문에 대한 해답도 찾게 되었
고 언어 문제만이 아니고 기부 문화라든가 필란트로피의 개념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주류사회로 진입은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필란트로피라면 인류애(人類愛)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이민자들
이 만든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이자 정신적 바탕인 줄 그때는 알
지 못 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
가 되기 위해서는 필란트로피 활동 경력은 필수사항입니다. 저의 
인생 항로도 이때부터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동·서양의 기부문화

 W&W 동양의 유교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행을 권
장하죠. 또 불교에서도 보시(布施)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
리나라도 부뚜막에 쌀 한 숟가락씩 모아 두었다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과 서양의 
필란트로피는 어떻게 다른가요?

 BK Ahn 유대교에서는 구약시대부터 체데카(tzedakah)라고 해서 
자선을 의무라고 생각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받을 뿐 아니라 약자
를 돕는 행위가 몸에 배어 있어요. 또 기독교는 자기희생을 강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 부 의 형 태

이와 같이 서양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자선적 기부 행위는 20
세기에 이르러서는 개인을 넘어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필란트로
피로 진화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물질의 번영에 초점을 둔 기업의 
영역 및 법질서에 초점을 둔 정부의 영역과는 대조를 이루면서도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는 비영리단체의 근본정신이자 실천을 필란
트로피라고 할 수 있는거죠. 
 따라서 기부자(또는 모금 조성가), 운영자 그리고 수혜자 등으로 
이뤄진 생태계를 만들어 목표 설정과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게 됩
니다. 필란트로피는 단순히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자선적 기부
가 아닌 산업의 형태로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익



필란트로피
(Philanthroy)

‘필란트로피 실천은 글로벌 시민키워 선진국 가는길’

 비케이 안 소장  텍사스 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아시아인 최초이자 한국 유일
의 국제공인 모금 전문가(CFRE 자격증 소지). 현재 달라스 소재 국제비영리단체협회
(ICNPM)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2011년 한국기부문화연구소를 세우고 모금 전문가 양
성 및 비영리 기관을 위해 모금조성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초빙 교수이며 서울대 병원, 고대병원, 아산병원, 구세군, 아름다운 재단 등에서 모금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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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필란트로피는 자선을 포괄하는 보다 
깊은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련 컨설팅하다 진로 바꾸어

 W&W 환경공학을 전공하셨다면서 어떤 계기로 필란트로피 활동
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BK Ahn 80년대 후반 주립 텍사스 대학교 공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근무하다
가 환경관련 컨설팅 회사를 차려 제법 돈도 벌고 성공했었죠. 그런
데 어느 날 모교 대학의 직원이 방문하겠다길래 학교 기부금 때문
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만났는데 기부금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겁
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줄 것이 있냐고 묻는 것이었어
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들을 보내고 명함을 보니 이름 밑에 ‘De-
partment of Philanthropy’라고 적혀 있었죠. ‘왜 Philanthropy
라고 하지?’ 하는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하고 참여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더군요. ‘왜 동양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운가?’ 하는 막연한 의문에 대한 해답도 찾게 되었
고 언어 문제만이 아니고 기부 문화라든가 필란트로피의 개념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주류사회로 진입은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필란트로피라면 인류애(人類愛)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이민자들
이 만든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이자 정신적 바탕인 줄 그때는 알
지 못 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
가 되기 위해서는 필란트로피 활동 경력은 필수사항입니다. 저의 
인생 항로도 이때부터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동·서양의 기부문화

 W&W 동양의 유교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행을 권
장하죠. 또 불교에서도 보시(布施)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
리나라도 부뚜막에 쌀 한 숟가락씩 모아 두었다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과 서양의 
필란트로피는 어떻게 다른가요?

 BK Ahn 유대교에서는 구약시대부터 체데카(tzedakah)라고 해서 
자선을 의무라고 생각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받을 뿐 아니라 약자
를 돕는 행위가 몸에 배어 있어요. 또 기독교는 자기희생을 강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 부 의 형 태

이와 같이 서양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자선적 기부 행위는 20
세기에 이르러서는 개인을 넘어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필란트로
피로 진화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물질의 번영에 초점을 둔 기업의 
영역 및 법질서에 초점을 둔 정부의 영역과는 대조를 이루면서도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는 비영리단체의 근본정신이자 실천을 필란
트로피라고 할 수 있는거죠. 
 따라서 기부자(또는 모금 조성가), 운영자 그리고 수혜자 등으로 
이뤄진 생태계를 만들어 목표 설정과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게 됩
니다. 필란트로피는 단순히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자선적 기부
가 아닌 산업의 형태로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익

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갖춘 운영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고용 및 이익 창출을 발
생시키고, 나아가 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복지문제까지도 해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부산업 규모는 국방비 절반

 W&W 우리의 한류(韓流)문화가 해외로 수출되어 외화를 벌어 오
듯이 기부문화도 산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BK Ahn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컨텐츠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보
호로 시작했던 캠페인이 관광산업으로 진화하듯이 패러다임의 전
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기부산업 규모는 국방 예산의 절반을 넘
고 2백만 개가 넘는 비영리 단체에 일하는 종사자의 수도 어마어마
합니다. 기부문화야 말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
부산업으로 발전, 고용을 창출하고 인류의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
장을 비롯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명함에 ‘CEO/Philanthropy’ 라
고 쓰고 있으며 워렌 버핏, 안젤리나 졸리,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이
름만 대면 알만한 거액 기부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필란트로피스트
(Philanthropist)로 불리길 좋아한다고 합니다.

 W&W 아시아 최초로 CFRE(국제모금전문가) 자격증을 따셨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BK Ahn 5~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6~70년대 고도의 압
축성장 정책에 힘입어 남들이 100년 넘게 걸렸다면 우리는 30년
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중진국으로 도약했고 선진국 문턱까지 이
르렀습니다만 10여 년 넘게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패러다
임의 전환없이는 선진국으로 들어서기 어렵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
오는 겁니다.
 격세지감이지만 한국도 아프리카, 동남아 등 가난한 지역에서 봉
사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선교 목적이라 하더
라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필란트로피에 대해 
이해하고 또 활동하고 있는지 전문가로서 걱정되는 점이 많습니다. 
경제성장 위주의 우리 사회 패러다임은 대학교육을 취업을 위한 스
펙 정도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인성 교육
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가 산업을 이끌어 가
는 세상입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필란트로피가 
교양과목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W 저희 W&W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이나 재
단의 CEO를 대상으로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문해주는 Family Office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사
님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BK Ahn 감사합니다.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용어설명>

CFRE : ‘Certified Fund Raising Executive’의 약자로서 ‘국제 공인모금전문가 
자격증’으로 번역된다. 일정 기간 필란트로피 활동을 하고 모금조성 전문가
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현재 전 세계에 CFRE를 보유한 사람은 약 
5000명으로 추산된다.

기부/나눔
(giving)

봉사
(Serving)

요청/모금
(Acting)

참여
(Joining)



사례를 통해본 Family Office 이야기

FAMILY OFFICE

집안 자산을 지속 성장 시키려면

4. 집안자산관리의 성공 사례

록펠러 집안의 자산관리(2)

 록펠러 집안의 7세대에 걸친 집안자산관리와 

승계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

긴다. 첫 번째로는 ‘부자 삼대 못 간다’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한 현상인데 250여 명이 

넘는 록펠러 집안의 자손들은 7대를 거치며 어

떻게 하나같이 자산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

었을까, 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문점은 어떻

게 선대가 설립한 회사 경영에 후손들이 관여 

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업체를 통해 일구어 놓

은 자산을 후대에서도 꾸준히 보존할 수 있는

가, 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랜 세월을 거치

는 동안 모든 후손들이 집안의 공동가치와 목

표를 위해 어떻게 한결같은 노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의문점은 존 D. 록펠

러는 어떻게 기부활동을 시작했으며 어떤 방

식으로 자손들에게 승계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객관적

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존 D. 록펠러의 사업과 

집안자산관리, 그리고 기부활동에 대한 몇 가

지 사실을 시대적으로 열거해보도록 하겠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 설립. (당시 31세)

1879년 미국 정유산업생산품 전체의 90%를 

생산하는 회사로 발전.

1890년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으

로 알려진 반 독점법이 연방법으로 발의되고, 

그 법을 근거로 대법원으로부터 1911년 스탠

다드 오일의 분할명령이 내려짐.

1890년 시카고 대학교에 백만 달러 정도의 금

액 기부. 이후 20년에 걸쳐 약 8천만 달러를 

기부하여 오늘날의 시카고 대학교로 성장.

1896년 57세의 나이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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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 1839~1937)의 후손이 7대 째 이어가고 있다. 180여 년 동안 250여 명
의 후손이 번성했고 모두 하나같이 백만장자로서 이름을 날렸다. 몇 년 전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록펠러 집안 자손들이 가진 자산의 추정가치가 각자 평균 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록이 
의미를 갖는 것은 록펠러 이후 나타난 수많은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후세에 가서는 몇 세대도 이어가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존 D. 록펠러의 위대한 업적을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기
업인으로서 혹은 자선가로서 그가 보여준 노력과 능력보다는 당시 미국 경제 상황 등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록펠러 개인의 근면한 태도, 전략적인 사고방식, 동업자를 물색하는 능력, 
철저히 계산된 기업 경영,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집안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과 행복에 초점
을 맞춘 집안자산관리제도에 중점을 두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태 영
W&W 대표

tailee@ptcintl.com

<칼럼 연재 순서>

1. 집안자산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

2. 집안자산의 의미와 관리

3. Family Office의 실패 사례

4. 집안자산관리의 성공 사례

 위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존 D. 록펠러

의 사업상 성공은 40대 초반(1880년대 중반)

까지 대부분 이루어지며, 그 이후로는 기업경

영과 소유의 개념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의 설

립과 체계적인 기부 및 집안의 자산관리, 그리

고 효율적인 승계를 위한 제도 설립에 노력을 

기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록펠러 집안의 1세대와 2세대가 만들어 

놓은 트러스트에는 기탁된 후손들에게 주어지

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원금은 훼손할 수 없으

며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은 실제로 배분되도록 

설정되어있다. 또한 자산은 집안 자산으로서 

공동관리 되지만 세대별, 개인별로 나누어지

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3세대부터 새로운 트

러스트로 자산이 모두 이전되면서 원금 훼손이 

가능한 조치가 만들어지게 된다.)

 록펠러 집안의 자산과 기본적인 자산관리제

도는 존 D. 록펠러가 세워놓은 트러스트와 

Family Office 를 통해 180년 가까이 지속하

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도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산관리, 사회기부

활동, 후세대를 위한 자산 승계 등을 조직적으

로 관리하고, 후세대들이 집안의 가치와 전통

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

해놓은 것이다.

 트러스트와 록펠러 재단에 기탁된 자산들은 

약 200여 명의 전문관리인들의 도움을 받아 

록펠러 패밀리오피스 또는 록펠러 센터 사무실 

56층에 위치한 Family Office 사무실(Room 

5600)에서 관리되고 있다.

록펠러 1세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Trust)는 ‘신탁’으로 번역되지만  우

리나라에 사실상 없는 제도이다. Family Office 

역시 최근 한국의 몇 개 기업에서 광고하는 금

융상품의 개념과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원어 

그대로 통일하였다. 트러스트와 Family Office

의 자세한 개념에 관해서는 추후에 설명하도

록 하겠다. 

며 스탠다드 오일의 경영을 직업경영인들에게 

이양. (사장직은 1911년까지 보유)

1897년 록펠러 Family Office 설립. (당시 

60세)

1901년 건강과 관계된 자연과학발전을 위한 

록펠러 의학연구소 설립. (1965년 록펠러 대

학교로 변경)

1903년 미국 내 모든 학교들을 위한 기부단

체인 제너럴에듀케이션 보드 설립. 60여 년

에 걸쳐 수많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3억 달

러 이상 보조.

1913년 체계적인 자선사업을 위하여 2억 5천

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록펠러 재단 설립. 유일

한 아들인 존 D. 록펠러 주니어를 최초의 대

표자로 세움. 이후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전

신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북경에 중국 

최초 서양의학을 다루는 북경협화의대 설립.

1933년 뉴욕록펠러 센터 완공.

1934년 사망. 모든 개인자산은 아들 록펠러 

주니어와 그의 여섯 자녀(5남1녀)를 수혜자로 

하는 트러스트에 귀속. (위 트러스트는 1952

년 새로운 트러스트로 모두 전이)

1960년 뉴욕 링컨센터 완공.

2014년 록펠러 집안 보유 석유관계 주식 모

두 처분. 

*최근 한국을 방문한 록펠러 집안의 5세손 저

스틴 록펠러(Justin Rockefeller)는 국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안이 가지고 있

던 석유 관계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유가 집안

의 자산을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분야에 투자(Impact Investment로 표

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다.

 Interestingly, the research points to half of the 15,000 mutual funds 
available in US that have managers that don’t invest AT ALL in their 
fund, according to Morningstar Research. This is the equivalent of half 
the doctors never taking any of their own prescription recommenda-
tions or advice. Wouldn’t that concern you? What about the chef that 
never eats what he cooks? This raises concerns on alignment of in-
terests of the fund manager with the shareholders in the fund. Does 
the fund manager not believe in his/her strategy? If so, why does s/he 
pursue it for the shareholders? 
 Research has also found out a correlation of manager’s personal own-
ership in the fund with lower costs for the fund and even better per-
formance. ‘Personal ownership aligns a manager with the interests of 



사례를 통해본 Family Office 이야기

집안 자산을 지속 성장 시키려면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 할까?

해설요약

INSIGHT

 For most of you whoknow us, you may very well know that we do 
not believe in active management investing. Active management is the 
picking of single stocks or mutual funds with the premise that it would 
do better than the market itself.We are convinced via long -term re-
search (some dating more than 30 years) that active fund management 
cannot consistently beat the market, and these researches repeatedly 
show that 80-90% of funds cannot beat their index or the unman-
aged market over time. But some want to believe that their ‘smart 
manager’knows something more and still want to give active investing 

InvestEd. Lead Investment Coach
genti@mdinvested.com

Genti C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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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nvestment Managers ‘Eat Their Own Cooking’?

 적극적 운용(Active Management)은 시장보다 나은 수
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별 주식 또는 뮤추

얼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의 80~90%는 해
당 인덱스나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수십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볼 때 본
인은 적극적 펀드 운용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리한 매니저가 (시
장보다) 더 많을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구한다. 
이러한 도박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을 알려주고
자 한다.
 2005년 이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 Exchange Commis-
sion, SEC)는 펀드매니저들이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에 그들이 투자하는 금
액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의사에게 같은 처방전을 본인에게 사
용할 것을, 요리사에게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비
슷하다.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닝스타 리서치(Morningstar Research)에 따르면 미국 내 만 오천개의 
뮤추얼펀드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의 반정도는 본인의 펀드에 전혀 투자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들의 반이상이 본인이 처방한 약이나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요리사들이 본인이 만든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 것

a try. For those who want to take that gamble, we 
offer something to consider. 
 Since 2005, SEC (Securities & Exchange Com-
mission) has mademutual funds disclose the 
amounts (in dollar terms) that fund managers 
invest in the funds they manage. This is similar 
to asking if doctors take the same prescription, or 
if the chef eats his own cooking. It shows belief in 
the ‘thing that you’re making, cooking, promoting 
or advising’.

 Interestingly, the research points to half of the 15,000 mutual funds 
available in US that have managers that don’t invest AT ALL in their 
fund, according to Morningstar Research. This is the equivalent of half 
the doctors never taking any of their own prescription recommenda-
tions or advice. Wouldn’t that concern you? What about the chef that 
never eats what he cooks? This raises concerns on alignment of in-
terests of the fund manager with the shareholders in the fund. Does 
the fund manager not believe in his/her strategy? If so, why does s/he 
pursue it for the shareholders? 
 Research has also found out a correlation of manager’s personal own-
ership in the fund with lower costs for the fund and even better per-
formance. ‘Personal ownership aligns a manager with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says Allison Evans, an assistant professor of account-
ing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who did an earlier 
study and found that managers of U.S.-stock funds who had less than 
$100,000 invested underperformed the average return of managers 
who had more than $100,000 invested by 2.6 percentage points. She 
also found that managers with smaller stakes had more incentive to 
change fund holdings; turnover in their portfolios was 61 percentage 
points higher.’
 The data also showed that asset managers running funds with lower 

fees were more likely to invest in their own prod-
ucts, suggesting manager investment could lead 
to lower costs and better performance, according 
to Russel Kinnel, head of research at Morning-
star. He said: “Fund managers are savvy inves-
tors, so they are less likely to invest in gimmicky, 
high-cost funds. I remember one firm telling us 
that they didn’t invest much [in their own funds] 
because they would rather invest in something 
cheaper.”

 As always, InvestEd promotes alignment of interests of the people who 
are helping you achieve your goals. A fund manager who doesn’t have 
any of his money invested in the fund, has no stake in it… he’s just 
using it to collect fees – and that is a place where you don’t want to be.
 At InvestEd. we eat our own cooking, and it’s delicious in our opinion… 
Being a fiduciary we always put client’s interests first and invest in 
exactly the same investment products as our clients. The industry has 
to move into the era of professionalism and morality – doing what’s 
right even when no one’s watching. We have some work on that front…
until then ask lots of questions and always aim for alignment of your 
interests with the people helping you.

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펀드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간 이해의 
일치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펀드매니저는 자신의 전략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왜 투자자에게는 이를 강요하는 것일까?
 또한 모닝스타 리서치는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개인
적 지분 소유와 낮은 수수료, 심지어 높은 수익률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
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회계학과의 앨리슨 에반스(Allison Evans) 조
교수는 ‘(펀드에 대한)개인적 지분 소유는 펀드투자자와 매니저간의 이해관
계를 일치시킨다.’ 라고 말한다. 펀드매니저는 해당 펀드에 본인 지분이 적
을수록 매매를 통한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매회전
율은 61%나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낮은 수수료의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일수록 자신의 
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모닝스타의 리
서치 이사인 러셀 키넬(RusselKinnel)은 펀드매니저의 투자는 보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면서 “펀드매니
저들은 상식있는 투자자들이기에 교묘하게 속이거나 비용이 높은 펀드에
는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보다 싼 펀드에 투자할지
언정 본인들이 운용하는 펀드에는 잘 투자하지 않는다는 한 투자회사의 말
이 떠오른다.



다. 우아함과 코믹함, 그
리고 아이러니로 가득찬 
대사와 정열적인 곡들의 
집합체인 이 오페라는 겉
으로는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는 이들의 삶 속 수
수께끼를 여실히 보여줌
으로써 그 어떤 작품보다 
흥미롭고도 잔인한 면모
를 뽐낸다.

CULTURE

여자는 다 그래(Cosi fan Tutte)

(주)웰씨앤와이즈 
발행 및 편집인. 이태영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아이에스 비즈타워 1101호 
전화 (02)785-2774 ｜팩스 (02)785-2775 ｜ info@wnwinc.co.kr
www.wnwinc.co.kr

원고모집 및 기사문의

담당 : 김세진 계장
skim@wnwi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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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에서 보는 韓•中•日의 여인상

<W&W 편집실>

 ‘나비부인(Madama Butterfly)’은 이탈리아의 

걸출한 작곡가 푸치니(Puccini, 1858~1924)

 모차르트와 로렌쪼 다 폰떼(Lorenzo da Pon-
te)의 코미디 삼부작에서 세 번째인 오페라로, 
계몽주의 사상이 녹아있는 세련된 소극으로 평
가 받는다. 
 오페라는 결혼에 대해 냉소적인 돈 알폰소
(Don Alfonso)가 두 명의 병사에게 그들의 약
혼녀의 정절에 대한 내기를 부추기면서 시작된

<음악회 순례>

김 덕 초
Musical Engineer

前 신원종합개발(주) 사장

가 19세기 일본의 개항

도시 나가사끼를 배경

으로 퇴락한 명문가 출

신의 게이샤 초초산(蝶

蝶樣)과 미국 해군대위 

핑커턴(Pinkerton)의 

비극적인 결혼과 사랑

을 그린 오페라다. 성실

하지 못하고 바람끼 많

은 남편 때문에 마음 고
생을 하면서도 아내로서의 긍지와 정절을 지키

다가 결국 자결이라는 마지막 길을 택하는 슬픈 

여인, 초초산. 그녀의 이름은 ‘나비’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지금도 일본 나가사끼에 위치한 글

러버 공원의 바다가 보이는 언덕위에는 그녀의 

집이라고 알려진 맨션이 자리하고 있다. 그 곳

에 서면 아리아 ‘어떤 개인 날’ 을 부르는 그녀의 

고독하고 아름다운 삶이 느껴진다.

 두 번째 오페라는 푸치

니의 ‘투란도트 (Turan-

dot)’ 이다. 남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꽁꽁 얼어붙

은 데다가 원채 차갑고 

엄격한 성격을 지닌 투

란도트 공주는 청혼하는 

모든 남자에게 세 개의 

수수께끼를 내고 이를 

풀면 결혼을 승낙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목을 잘라 버린다는 포고문을 내

었는데 그 희생자는 수십 명에 이르렀다. 어느 날 

이웃 작은 나라 타르타르(Tartar) 왕국의 폐위

된 왕자 칼라프(Calaf)가 우여곡절 끝에 세문제

를 모두 풀어 냈고, 이후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

음을 깨달아 그의 청혼을 허락하게 된다는 허구

적인 얘기지만 서구인들에겐 동양의 신비감을 

느끼게 해주는 오페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실 이곡은 토스카니니(Toscanini)에 의해 

1926년 연주되었지만 오랫동안 매트로폴리탄

(Metropolitan) 극장의 선반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전야제 콘서트

에서 파바로티(Pavarotti)가 ‘공주는 잠 못 이루

고(NessunDorma)’ 를 부르며 명연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88올림픽 때 기념공연이 있은 후 자

주 무대에 오르고 있다. (수 년 전 중국의 장예

모 감독이 연출한 ‘투란도트’가 상암 경기장에서 

있었지만 대형 경기장을 무대로 삼아서인지 그

리 호평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의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여인의 모습은 서양 음악계에 어떻게 비춰졌을

까? 가련하지만 정절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일

본 여인, 대국의 공주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

으면서도 결국은 사랑 앞에 굴복하는 중국 여인

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여인을 그들은 어떤 모습

으로 표현했을까?

 푸치니 이후 최고의 오페라 작곡자로 알려졌

던 이탈리아 출생의 미국인 메노티(Menotti, 

1911~2007)는 ‘시집 가는 날’ 대본을 의뢰받

아 작곡, 88올림픽 때 연주했지만 큰 호응을 받

지 못했다. 오페라를 통해 성공적으로 존재감을 

성립한 일본과 중국에서도 오페라에 나온 여인

들이 자기 나라의 여인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

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을 세상에 크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 만

은 사실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일본과 중국을 

문화적으로 깊숙하게 공감하고 있으며 오래 전

부터 지적 탐구를 목적으로 연구하고 무대 위에 

올려놓기도 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예술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푸치니가 생전에 우리나라의 존재를 알고 한

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를 작곡했더라면 나

비부인, 투란도트와 함께 동양 3국을 대표하고 

세계인의 마음을 저리게 하는 음악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그 주인공은 시집가는  날

의 갑분이였을까? 춘

향이였을까? 황진이

였을까? 일본과 중국

에게는 자기나라를 알

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였지만 우리에게는 마

냥 아쉬웠다고 할까?

 1800년대 말은 주세

페 베르디(Giuseppe 

Verdi)의 오페라나 리

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의 악극에서 

잘 나타나듯이 엄숙하고 장엄한 주제의 음악이 

청중을 장악하던 시대였으며 상대적으로 가볍

고 아름다운 선율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특징으

로 하는 푸치니의 오페라가 저속하다는 이유로 

폄하되던 시절이었다. 

 우리나라는 조선 정조에서 고종의 시대였고 푸

치니가 세상을 떠날 때는 순종의 시대도 이미 

지나고 있었다.

 1904년에 나비부인이 밀라노 스칼라극장에서 

초연되었고 1926년 4월 25일 투란도트도 같은 

곳에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초

연되었으나 작곡자가 운명함과 동시에 중지 되

었다고 한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작곡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가 오는 4월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위치한 롯데콘서트홀에

서 르네 야콥스(Rene Jacobs)의 지휘와 프라이
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Freiburg Baroque 
Orchestra)의 연주 아래 또 한번 선보인다. 더
불어 이번 무대에는 소프라노 임선혜가 하녀 데
스피나(Despina) 역을 맡아 무대의 화려함을 더
하게 된다.
 공연은 2017년 4월 28일, 오후 8시. R석 13
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4만원. 티
켓 예매는 롯데콘서트홀 사이트(http://www.
lotteconcerthall.com)에서 공연 두 시간 전까
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