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MILY OFFICE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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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도 경영이 필요한 시대
한국 최초 프라이빗 패밀리오피스, 
웰씨앤와이즈 패밀리오피스 출범

1928년 세계대공황시기에 존 D. 록펠러 2세가 완성한 뉴욕의 록펠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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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y & Wise, 세계 최대 Family Office 협회 

‘Family Office Exchange’ 아시아 유일 회원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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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전문가 Stacey Park,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실무 총책임자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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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승계와 상속을 위한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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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머니가 주목하는 금융계 신흥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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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운전하다, 
랄프 로렌의 자동차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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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를 꿈꾸는 억만장자,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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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M I LY  O F F I C E  
E X C H A N G E

세계적 수준의 가문 경영 서비스 제공 위한 

마지막 단추 채운 Wealthy & Wise

세계 최대 규모의 Family Office 협회 

‘Family Office Exchange’ 아시아 유일 회원사 가입

진 가문자산관리 시스템인 Family Office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Wealthy & Wise (이하 W&W)는 지난 3월, 350여 개의 

고액자산가 가문과 150여 개의 자문기관으로 구성된 세계 최

대 규모의 Family Office 협회인 Family Office Exchange (이

하 FOX)에 아시아 유일 회원사로 가입을 마무리했다. 이를 통

해 W&W는 타 자산관리사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FOX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액자산가가문 네트워크로서 가문

의 부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

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되었다. FOX의 설립자

이자 CEO인 사라 해밀턴(Sara Hamilton)은 교육과 통찰력, 그

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문이 자산을 대대손손 이어가는데 필

수적인 객관적인 자료와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그들이 부

를 보존하고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FOX의 설립 목표라고 밝힌다.

설립 후 28년의 노하우와 시카고, 뉴욕, 런던, 시드니 등에 기

반을 둔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가문의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설립, 집안 사업 승계 및 상속 계획 수립, 가족 교육, Family 

Office 운영, 가문 위험 관리, 그리고 필란트로피 분야에서 

리더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FOX 서비스에 접근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FOX 멤버십 자

격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서비스 이용 측면에 있어서 각

종 서류 작업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수반된다. W&W는 

Family Office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자산가 가문들을 위

해 FOX 회원사 자격증을 취득, FOX가 제공하는 저문 리서

치 자료 및 이벤트, 세계적 자산가가문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국내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음

은 물론 W&W Family Office의 자체적인 서비스 질을 높

일 수 있게 되었다.

FOX는 20여 개국 출신의 선별된 가문 전문가 및 자문역을 

보유, 가문 자산 관리에 있어서 신뢰도 높은 통찰력과 전문

적인 운영 방식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가문이 유산 상속

이나 자산 관리에 있어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하도록 지원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등록된 가문들이 프라이버

시가 철저하게 보장된 환경에서 서로 정보 교환 및 네트워

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및 포럼을 개최

한다.

뿐만 아니라 선진 자산가가문 벤치 마케팅 및 최신 트

렌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격월 웨비나 및 방대한 규모

의 관련 논문 및 보고서, 온라인 포럼,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roundtable), 다양한 워크숍 및 포럼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제

공하여 자산가들이 자신의 가문이 처한 상황과 지역적인 조건

에 맞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FOX에 가입한 가문들은 보통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

나 사업을 매각한 뒤 운용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개별 자산규모가 5억 달러(약 5천 600억 원) 정도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여 국의 가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

적인 선진 자산가가문들의 집합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FOX를 찾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산가가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다. 가문들은 FOX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비슷한 

고민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타 가문들과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지속

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자문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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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네트워크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가문의 부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FOX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이다. 

W&W와 FOX의 만남은 한국 자산가가문에게 

앞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보다 예리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상속, 가족교육, 투자계획, 필란트로피 등의 

분야에 있어서 그 전문성과 성과에 보다 높은 기준을

만들어 나갈 첫 걸음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 자산가 가문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

FOX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은 세계적 고액 자

산가가문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다. FOX의 다양한 이벤

트, 자문위원회 미팅, 온라인 포럼 등을 통해 타 가문 및 Family 

Office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FOX에 등

록된 가문 및 자문기관의 수가 보여주듯 커뮤니티 자체가 대규

모로, 동시에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솔루션을 공유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

추고 있다. 또한 전담 매니저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타 가문 및 관련 사항에 경험을 갖춘 자문인력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가문 맞춤 교육 프로그램

FOX는 매달 두 번의 웨비나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축

적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요청받은 내

용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FOX Guide to Family Education’에 접속하여 각종 교

육 프로그램 커리큘럼과 자료 리스트 정보를 얻고 각 가문의 

상황이나 고민 및 관심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교육 프

로그램은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매년 두 차례 이루어

지는 가족자산경영 코스이다. 이를 통해 가문들은 미국과 유럽

의 고액 자산가 가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경험할 수 있으며 

가문 및 자산 관리 노하우 공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깊이 있는 정보

FOX는 자산관리와 가족 거버넌스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과 정보를 모으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데 막대

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회원 설문조사

와 가문 회원 및 자문인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심

도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원 가문들의 우수 운영사례와 이들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자

산가가문들이 마주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

고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가문들의 Family 

Office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 한눈

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FOX 본사가 위치한 시카고 Wacker Drive 스트리트
주소: 100 South Wacker #800, Chicago, IL 60606, USA

W&W 회원 및 고객이 FOX를 통해 얻을 수 있는 3가지 핵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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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가 문 자 산 관 리  시 스 템 인 

Family Office를 국내 최초로 도

입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Family Office 

서비스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Wealthy & Wise는 올해 초 한국

과 홍콩의 증권 투자 업계에서 성공적인 

스토리를 써온 Stacey Park을 Family 

Office 실무 총책임자로 영입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의 이민과 졸업 후 

한국과 홍콩 증권가에서의 활약. 위와 

같은 배경 때문인지 한눈에도 이국적인 

느낌과 프로페셔널한 향기가 동시에 느

껴진다. 그녀가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한 

Family Office의 문을 두드리기까지의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지 직접 만나 인

터뷰해보았다.

Q1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들었다.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지.

SP 아버지께서는 70년대 당시 매출 100

억이 넘는 규모의 수출업체를 운영하셨

다. 하지만 70년대 후반, 내부적으로는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의 부정, 그

리고 외부적으로는 오일쇼크 등의 이유

로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 처리 되어 

공장을 비롯한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버지와 돈독한 신용

관계를 갖고 거래하던 한 일본 회사의 

사장이 아버지께 LA 지사장 직을 제의

했고 이후 아버지를 따라 가족이 미국으

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당시 어렸던 나

로서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돌

아보면 오히려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투

자의 필요성을 깨달은 귀중한 경험이었

던 거 같다. 아버지는 이후에도 끊임없

이 나에게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체

계적인 삶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과 성공

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 자리 잡았고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에 대한 꿈을 키웠

던 것 같다. 부모님은 안정적이고 전문

적인 분야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대학에

서 회계학을 전공했지만 이후 금융계에 

자리를 잡은 거 보면 비즈니스 여성으로

서의 운명을 타고난 것 같다.(웃음)

한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내 위로 

있는 언니와 오빠는 각각 USC, UCLA

라는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대학에

서 학위를 마칠 수 있었지만 막내였던 

나는 학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USC

에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라는 주립대학에 그야말

로 울며 겨자 먹기로 편입해야 했던 아

픈 경험이 있다. 당시를 생각하면 그때 

Family Office가 있었다면 그런 실수나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Q2 첫 직장을 한국에서 갖게 된 

계기는?

SP 1993년 대학을 졸업할 무렵 미국은 

불경기가 몇 년째 지속되던 시기여서 직

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마침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들이 영어

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

기를 듣고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과감

히 혼자 서울에 오게 되었다. 여담이지

만 내 꿈은 제일 높은 빌딩에서 세련된 

슈트를 입고 일하는 것이었다. 1995년 

광화문 교보빌딩 JP Morgan(전 Jardine 

Fleming)으로 첫 출근을 한 날은 그 꿈

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생각에 구름 위

를 걷는 기분이었다. 이후 홍콩에 위치

한 88층 건물인 IFC2 (UBS 증권)와 118

층 건물인 ICC Tower(CIMB)에서 일하

기도 했으니 제일 높은 빌딩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은 이룬 거 같다.(웃음)

Q3 한국에서 일할 당시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무엇인지.

SP 당시 여직원들은 행정업무를 주로 

맡았지만 나는 남직원들만 우글우글하

던 리서치팀에서 닥치는 대로 온갖 일

을 처리해가며 끝내 소비자 애널리스트

로 인정받았다. 당시 맡았던 기업으로는 

담배인삼공사, 제일제당, 아모레 퍼시픽, 

롯데제과, 신세계, 농심 등이 있다. 당시 

외국 투자자들과 함께 가보지 않은 기업

체가 없을 정도로 전국 곳곳을 방문하면

서 많은 공부를 했고 이때 고객과 쌓은 

신뢰관계는 후일에 큰 자산이 되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숨은 진주임을 직

감하고 당시 목표가를 27,000원으로 세

운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20년

이 지난 지금 100배가 넘게 올랐다. 회

사와 고객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20년 

동안의 기업 경영분석을 통해 올바른 경

영과 뚜렷한 목표설립이 기업의 성장에 

얼만큼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피

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이후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위기관

리와 효율적인 경영이 기업에게 없어서

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사실 Family Office에 

매료된 것도 위기관리와 효율적인 경영

이 기업뿐 아니라 가문에도 똑같이 필요

하다는 것을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누

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

절의 경험, 그리고 금융계에서 보고 겪

은 모든 것들이 모두 나를 여기로 이끌

어준 소중한 자산이 된 것 같다.

Q4 홍콩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리고 한국과 홍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SP 소비자 애널리스트로서 7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나를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실무 총책임자로 글로벌 금융 전문가 Stacey Park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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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ey Park
80년대 초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 후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에서 회계학 전공. 93년 졸업 후 서울로 돌아와 Credit Suisse, 
Ssangyong Templeton Investment Trust, JP Morgan, UBS증권에서 근무. 2002년 홍콩으로 건너가 UBS AG, Daewoo Securities에서 영업 상무, 
CIMB Securities에서 영업 전무직을 마치고 2017년 Wealthy & Wise Family Office에 최고 실무 책임자로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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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로 스카우트하려는 시도도 한참 

많은 시기였다. 모든 업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영업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마침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해 배우고 싶

다는 생각이 더해져 고심 끝에 홍콩 UBS 

증권의 영업이사 자리로 이직을 결심했

다. 처음에는 2~3년 정도를 전제했으나 

이후 11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되었다.

홍콩에서 느낀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

은 전문성과 일에 대한 성과보수이다. 홍

콩에서는 일을 잘하면 남자든 여자든, 나

이가 많든 적든, 인종이 무엇이든 상관없

이 승진의 기회와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다. 물론 

성과가 없으면 가차 없이 물러나야 한다. 

고객의 정보를 철저하게 지키고 맞춤 서

비스도 잘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

하자면 홍콩은 보다 경영체계가 효율적

으로 발달해 있지만 인간미가 떨어진다

는 느낌이다. 우리나라도 많이 개선이 되

고 있는 추세이지만 나이나 성별에 대한 

제약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하지

만 인정과 가족 같은 따듯함은 한국 기업

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Q5 Wealthy & Wise에서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SP 무언가 도전하고자 할 때 주변으로부

터 ‘어려울 텐데…’라는 말을 듣는 것을 

즐긴다.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은 나의 역

량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

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취업할 때 부모님

은 여자 혼자 타지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

고, JP Morgan에 근무할 당시에도 상사

가 애널리스트는 어려우니 다른 것을 해

보라고 회유했다. 대우증권으로 옮길 당

시 주변에서는 해외영업이 이미 포화상

태니 다시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고, 홍콩

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한국이 저

성장 상태로 진입해 앞으로 힘들어질 전

망이니 홍콩에 남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주변의 걱정과 조언 속에서

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의 비전과 직

감을 믿고 추진한 결과 항상 좋은 결실을 

맺었다. 

Family Office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

성을 지니고 있다. 주변에서는 Family 

Office가 한국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 하

곤 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현명한 

기업가분들이 Family Office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문의 효율적인 경영과 위기

관리를 위해 이를 도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특히 노동 지양적인 

제조업으로부터 빅 데이터(Big Data) 시

대로 가고있는 지금은 대대로 가문의 가

치를 끌어올려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망에 더욱 자신감

과 확신을 갖고 있다.

W&W 편집실



00여 년 동안 7대를 거쳐 그 명성을 이어오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집안으로 손꼽히는 록펠러 집안의 자산관

리 제도와 현황을 한국의 일반적인 집안 자산관리 방법과 비교

해보면 다음 두 가지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록펠러 집안

을 비롯한 저명한 가문들의 경우, 상속 시 자산을 다음 세대에

게 개별적으로 분배하여 자의로 처분하도록 두지 않고, Trust

나 Family Office와 같은 제도적이고 전문적인 장치를 통해 ‘집

안의 공동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경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집안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안 자산 외에 ‘사회적 자산’

을 형성, 록펠러 재단과 같은 집안의 기관을 통해 집안 자산관

리와 함께 병행하여 성장시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와 관

련하여 록펠러 집안의 사회적 자산의 내용과 이를 관리하는 제

도, 즉 여러 세대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사회

적 자산의 관리 및 경영 비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록펠러 집안은 1세대(John D. Rockefeller)부터 사회적인 자산

을 집안의 기본 가치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

인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경영인들로 하여금 이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날 록펠

러 집안이 세계적인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단순히 금

융자산의 규모 때문이 아닌 전 세계를 거쳐 직·간접적으로 많

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이 가문의 사회적 자산 때문이

라고 하겠다.

록펠러 집안의 사회적 자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세가 

어린 시절부터 행한 기부활동이 그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닌 침례교회의 영향으로 16세

부터 회사에서 받은 주급의 6%는 교회에 자선금으로 내놓았으

며 2년 뒤에는 스스로 그 액수를 올리는 등 남을 돕는 습관을 

일찍부터 습득하고 이를 꾸준히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록펠러 1세의 자선과 기부활동은 처음에는 침례교회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50대 초반에는 시카고에 있는 침례

교파와 관련된 무명의 조그마한 대학에 - 당시 액수로는 어마

어마한 금액인 – 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했으며 그 후 20년에 걸쳐 8천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다. 

이와 같은 지원으로 인해 발전한 학교가 바로 지금의 시카고 

대학교이다. 여담이지만 노벨상 수상자 중 시카고 대학교와 연

관 있는 인물이 하버드 대학교 관련 인물보다 많다고 하니 록

펠러 1세가 일으킨 사회적 자산이 세계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록펠러 1세는 그의 유일한 아들(John D. Rockefeller Jr.)

이 자신이 일구어 놓은 석유 사업을 계승하고 경영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업 대신 집안의 자산관리와 자선

사업 및 기부활동을 담당하는 Family Office를 위해 일하도록 

장려했다. 자신이 일구어 놓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안 사업을 

계승하는 것 대신 집안이 참여하는 사회적 자산 형성에 참여하

도록 할 만큼 자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했으며 또한 

집안의 사회적 자산의 비중을 그만큼 크게 두었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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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펠러 집안의 사회적 자산 형성과 

경영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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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펠러 집안의 사회적 자산 형성의 범위는 이후 멀리 떨어진 

외국까지 진출하게 된다. 약 100년 전 서양의학을 전파하고 의

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을 배출하기 위해 베이징에 의과대

학을 설립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문화혁명 등 역사

적으로 수많은 난관을 거치긴 했지만 오늘날에는 의과대학뿐 

아니라 경영 대학원도 갖춘 베이징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교

로 발전하였다.

교육기관 및 병원, 과학 연구기관의 설립이 주를 이루었던 록

펠러 집안의 초기 기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는 문화적인 사회 자산 설립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록펠

러 2세가 지은 뉴욕시에 링컨센터나 미술관, 이후 그의 아들

인 데이비드 록펠러가 설립한 데이비드 록펠러 펀드(David 

Rockefeller Fund) 등이 그 대표적이 예라고 볼 수 있다.

데이비드 록펠러의 손주인 마이클 콰트론(Michael Quattrone)

은 현재 데이비드 록펠러 펀드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생태환

경보호과 사회 시스템 개혁, 그리고 예술 문화적 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집안의 사회적 자

산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사명감과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이

는 집안의 전통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가치관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록펠러의 사회적 자산 형성 과정은 후손들에

게 집안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통을 심어주어 이들이 가문의 긍

정적인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넘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한 과

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반되는 예로 얼마 전 한국의 한 집안이 지방 대학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한 뒤 해당 집안과 대학 간에 큰 의견 차이가 생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기부한 집안이나 기부 받

은 대학 모두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

다. 집안으로서는 많은 자산을 동원하여 훌륭한 기부를 했음에

도 기쁨과 보람보다는 오히려 불쾌함과 실망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기부 행위를 포함한 집안의 사회적 자산관리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집안 자산을 보존·증식하는 데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적합한 관리 제도를 일찍부터 세워 모든 집안 

구성원들이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만족하게끔 만드는 일

이 중요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단 금융자산을 관

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산을 관리하는 데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록펠러 집안의 여러 가지 사례와 지난 200년간의 행

보는 우리에게 위와 같은 교훈을 준다는 데서 더 큰 의의를 지

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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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상속의 70퍼센트가 
다음 세대에서 실패로 마무리

위와 같은 우려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경

우는 불행히도 ‘그렇다’라는 대답이 따

른다. 자산가 가문의 70퍼센트는 2세에

서 부의 대가 끊긴다는 수많은 연구결과

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위 연구들에 

따르면 실패의 원인 중 60퍼센트가 ‘가

족 간의 소통 부족’으로 1위를 차지하며, 

25퍼센트가 ‘상속에 대한 준비 부실’로 

그 뒤를 잇는다.

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더욱 중

요한 사실은 상속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집안이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미래 세대에서도 끊

임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현재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본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활용

하는 가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진 부모들은 그렇지 못

한 부모들에 비해 이를 실현해줄 수 있

는 능력과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가 참담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자녀에게 무한한 기회와 물

50여 개의 고액 자산가 가문과 150여 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Family Office 협회인 Family 

Office Exchange(FOX, 미국 시카고 소재)는 Family Office의 

수많은 역할 중에서도 Family Education을 가장 중요하게 여

긴다. FOX의 설립자이자 CEO인 사라 해밀턴(Sara Hamilton)

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시카고 대

학교 경영대학원(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에서 가족자산경영에 대한 강

의를 1년에 두 차례 열고있다. 이 밖의 

수많은 워크샵,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산경영에 있어서의 Family 

Education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

는다.

요즘 잊을만 하면 매스컴을 타고 들려오

는 재벌 2, 3 세들의 소위 ‘갑질논란’과 

이와 대비되는 외국 저명한 가문의 훌륭

한 후손들의 사례는 Family Education

이 비단 서양의 몇몇 사회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올바른 

자산경영 – 여기서의 자산은 물질적 자산 뿐만 아니라 지적자

산, 인적자산, 사회적자산을 두루 의미한다 - 에 있어서의 자녀

교육이 현 시점의 한국사회에 얼마나 시급한지를 강하게 어필

하고 있다.

부의 이전과 미래세대 교육에 있어서도 사춘기를 겪고있는 대

한민국. 과연 Family Education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

야할까?

은퇴를 결심한 뒤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피와 땀으로 일궈 놓은 회사의 제품이

나 목표, 가치, 미션 등에 대한 자녀의 이해도가 당신을 만족시

킬 만한 수준인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업무

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고사하고 그 분야 자체에 경험이 전

무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대로 상황을 진행시킬 경우 회사가 

경영난에 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한 상황은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설립자들이 안고있는 고

민이다. 여기서 자녀에게 상속에 대한 올

바른 자세와 책임감을 일찌감치 심어 주

어야할 분명한 이유가 발생한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

들은 자녀에게 상속받게 될 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

우가 많다.

우선, 자녀에게 수식어처럼 붙게 될 막

대한 자산규모가 사회의 ‘특별한’ 대우로 

이어져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자녀에게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주요 이유이다. 자녀 자체

가 돈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부여가 부재하게 될 가능이 있으며, 부를 당연시 여겨 이

를 흥청망청 쓰거나 섣부른 투자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그들의 고질적인 고민 중 하나이다.

F A M I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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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승계와 상속을 위한 

자녀교육

부의 이전과 미래세대 

교육에 있어서도 

사춘기를 겪고있는 대한민국. 

과연 Family Education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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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우 아이들

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

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돈의 가

치에 대한 감각을 익힐 기회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 정도의 자녀를 둔 부

모가 자녀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 인턴

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년간 여행

을 하도록 장려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아이들이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는 좋은 의도이지만 이

후 부모의 능력과 의지를 빌리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막상 실제 직업을 갖

게 되었을 때 그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

하거나 일한 후에 얻는 휴가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

다.

반대로 집안 자산을 지키고자 혹은 아이

들을 보호하고자 집안 자산에 대한 이야

기는 일체 배재하고 아이들에게 최소한

의 지원만 하거나 검소한 사고방식을 갖

도록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의도는 훌륭하다. 하지만 두가지 경

우 모두 자녀들이 추후에 상속받을 자산

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가업이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를 전수하지는 못한다. 또한 본인의 능

력을 십분 발휘하여 자신만의 사업을 시

작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연봉이나 사회적인 영향력 등을 떠나 스

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물색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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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의 
적당한 경계선을 찾는 것이 중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가지 경우 사

이 어딘 가에 있을 최적점을 찾는 것이

다.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과 특별한 경

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적당한 경계

선을 그어주는 것이다. 또한 집안이 부

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업의 배경과 요

인 등 집안의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녀와 솔직하게 터놓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자산상속의 70퍼

센트가 다음 세대에서 실패로 마무리된

다. 집안을 책임지게 될 미래세대가 생

산적이고 헌신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집

안자산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자산을 물려주

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와 사례를 읽으며 조금이라도 움찔

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절대 늦지 않았

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자산상속을 위해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

시킬 수 있는 원칙과 도구에는 어떤 것

들이 강조될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자산’이라 함은 

단순히 재정적인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이는 가치, 유산, 가문의 이

름, 평판, 그리고 집안의 화합과 가족이

라는 공동체 의식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

념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상속하고 보존

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인이 핵심

이 된다.

신뢰

가족 간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어떤 위기

가 닥쳤을 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

단력을 내리고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타격과 손실을 복구하는 

데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소통

명확하고 개방적인 소통은 가족의 불화를 

방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자녀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환경에 

맞게, 또 나이대에 맞춰 대화 수준을 조

절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

형식을 갖춘 가족회의(family meeting)

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가족 구성원들

이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를 마친 

집안의 자산관리 관련 문서를 구비하는 

것은 자녀들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의견

을 표명하고 집안 사업에 참여하는 분위

기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목적

가족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집안의 최

우선 가치를 간결하게 적어 놓은 가족강

령(Mission Statement)을 통해 같은 목

적을 지닌 공동체라는 의식을 지속적으

로 심어준다. 가족강령은 가족의 근원이 

되는 가치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과 목적을 포함하며 해당 집안 만의 

방식과 언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다른 어

떤 집안의 강령과도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중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조력이 
성공적인 집안관리의 열쇠

성공적인 자산상속을 위해서는 분명 극

복해야할 난관이 많다. 하지만 집안 관

련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감정적인 요소

를 배제하고 객관적 눈을 유지할 수 있

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선진사회에

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일찌감치 깨닫고 

Family Office와 같이 중립적인 외부전

문가를 두는 것이 자산가들의 문화로서 

자리잡았다.

특히 자산관리 및 상속, 자녀교육 등과 

같이 민감한 이슈에 관련해서는 Family 

Office의 역할이 더욱 극대화 된다. 여

러 세대에 걸친 자산관리 계획 수립, 트

러스트 자산관리에 필요한 업무 및 피신

탁자와 수혜자를 위한 업무 조정, 집안

의 유무형 자산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가족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와 

보관 등 Family Office의 역할은 가족의 

구성, 집안의 취향, 집안의 목표와 후대를 

대하는 태도 등에 따라 서비스와 업무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성공적인 상속은 지속적인 축적과 보존

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

다. 가족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끊임

없는 소통,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가족의 명확한 공통 가치 성립, 그

리고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 해줄 독립된 

제3자의 전문적인 자문과 조력만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 유일한 열쇠이다.

W&W 편집실

FAMIL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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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Office의 
가족교육 시스템 개요 

자료: Family Office Exchange, 

Family Education in Action (2015)

집안의 니즈 파악 및 

교육 목적 수립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교육 과정 

중간 평가 및

가족 구성원 

피드백 수령

지속적인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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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any years the Family Office model had been 

operating in the shadows, a system solely for the 

Rockefellers and their peers, but lately it’s becoming more 

of a conversation in the high-end circles. Many magazines 

and newspapers are running more stories about them, 

families that have them are being recognized, talent is 

moving towards those and away from big brokerage/bank 

firms, and with the relaxed regulation of that model in US 

more families are getting the message. And that message 

is that if you want your family to operate efficiently, with 

a purpose, and leave a legacy with the assets to support 

those efforts into the far future, you also need a Family 

Office, or at least to join one. 

The latest public article on Family Office at Wall Street 

Journal, dated March 10th, shows that families as well 

as big banks and private equity firms are taking notice. 

US Family Offices, while information is not public, are 

estimated to manage $1.2 Trillion in assets, while global 

estimates put the total wealth of Global Family Offices 

at $4 Trillion. Many families are setting up their own 

or joining Family Offices. Oprah has one, as well as the 

Google co-founder Sergey 

Brin. Several hedge funds 

have converted themselves 

to Family Offices,

returning outside capital, 

and managing just their 

family’s wealth – while 

also removing financial 

regulation as Family Offices 

don’t need to be regulated 

if they manage just family 

money. Several big banks, 

such as Goldman Sachs, 

are also taking notice and 

creating special groups to 

deal with Family Offices. 

Ta l en t  i s  a l s o  mov ing 

that direction, with many 

Family Offices on a ‘quiet’ 

hiring spree. 

As the WSJ article points 

out Families that own or 

are part of Family Offices are joining forces and investing 

like never before. Joined capital, greater access and much 

more sophisticated talent to scour for opportunities and 

the Family Offices are competing with major investment 

banks for deals. They’re cutting out the middleman and 

making direct purchases like never before.  WSJ refers 

to a meeting of 15 families in 2014 at Ross Perot Jr.’s 

ranch outside Dallas, Texas where they met to discuss 

how to cooperate on deals together. Their portfolios have 

gotten more diverse and while still ‘stocks/bonds’ has the 

majority of their wealth (37%) the next round up is ‘direct 

investments’ (29% of their wealth) and it’s meetings like 

these where these investments are scoured, evaluated and 

eventually become part of the family’s portfolio. These 

wealthy families have realized that they have the capital, 

they can afford to hire talent, but it is the comprehensive 

system that has their family’s best interests, the Family 

Office, that can put it all together and get them investing 

like professionals while also leaving the legacy they want.

I N S I G H T
GENTI CICI

genti@mdinvested.com

THE FAMILY OFFICE MODEL IS 

GETTING RESPECT

F



글로벌 머니가 주목하는 금융계 신흥강자,

Family Office

그동안 록펠러(Rockefeller) 집안이나 그와 비슷한 규모의 세

계적인 자산가 집안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Family Office 모

델이 최근 들어 많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

다. 유명 매거진이나 언론지에서 너도나도 할 거 없이 Family 

Office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덩달아 기존에 Family 

Office를 운영하던 몇몇 집안들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 거대 증권회사나 은행으로 몰리던 인재들도 

그 발걸음을 Family Office로 향하고 있다. Family Office에 유

리하게 완화된 규제 역시 많은 집안이 Family Office를 주목하

는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Family Office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집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세대에서도 위와 

같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집안의 자산과 가치를 유지하기

를 원한다면, Family Office를 직접 운영하거나 적어도 기존의 

Family Office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지난 3월 8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산가가문뿐만 아

니라 월가의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 역시 위와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만 하더라도 패밀리

오피스의 운용자산 규모가 1.2조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

로 보았을 때는 그 규모가 4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수많은 자산가 집안이 Family Office로 자산관리의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나 구글의 공동 설립자로 잘 알려져 있는 세르게인 브

린(Sergery Brin)도 그들 중 하나이다.

몇몇 헤지펀드사들은 불필요한 규제로부터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맡고 있던 외부 자산을 돌려주고 집안 자산만을 관리하는 

Family Office로 그 성격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골

드만 삭스와 같은 거대 투자은행 역시 위와 같은 움직임을 감

지, Family Office를 다루는 부서를 따로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Family Office들의 ‘은밀한’ 인재 영입에 발맞추

는 듯 기존 증권사나 투자은행으로 향하던 인재들의 발걸음도 

Family Office로 향하고 있다.

WSJ은 또한 Family Office를 소유했거나 Family Office에 가

입한 집안들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고 전하며 위와 같은 

추세를 잘 반영하는 2014년의 고액 자산가가문 모임을 예로 

들고 있다. 로스 페로 주니어(Ross Perot Jr.) 집안의 주체 하

에 댈러스 외각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15개의 억만장자 가문

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에는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Rubens 

Bloomberg),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집안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과거에는 자산 증식과 인재의 영입에만 치우쳤다면 이

제는 집안의 자산 보존 및 전문적인 투자를 지속적이고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라는 데 적극 동

의하며 이를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이 Family Office라고 입을 모았다.

번역: 김세진

Model 
Portfolio 

글로벌 Family Offlice 포트폴리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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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BS/Campden Wealth Global Family office Report 2016,
The Wall Street Journal.

현금 혹은 현금에 상응하는 등가물

(Cash or equivalent)
8%

주식 및 채권

(Stocks and bonds)
37%

프라이빗 에쿼티, 벤처 캐피탈 및 

부동산 직접 투자
29%

헤지 펀드

(Hedge funds)
8%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Private equity funds)
7%

농업 및 원자재

(Agriculture and commodities)
4%

EFT, REIT 등

(ETFs, REITs, etc)
4%

기타 (미술품 등)

(Valuables(art, etc.))
4%



랄프 로렌은 1939년 뉴욕 브롱크스(Bronx)의 유대인 이민 가

정에서 태어났다. 넉넉하지 못한가정에서 자란 그는 자신의 운

명을 개척하고 상류사회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무척이

나 강했다고 전해진다.

패션에 대한 열정도 강했던 그는 부유층 유대인 학생들의 옷

차림이나, 당시 유행을 선도하던 영화배우의 옷차림 등을 흉내 

내며 꿈을 키웠다.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시

절 패션 관련 판매원 일을 병행하며 직접 의류제품을 디자인하

였고, 디자인 하는 제품마다 큰 성공을 거두며 패션 디자이너

로서의 타고난 감각과 자질을 뽐내기 시작했다.

상류사회에 대한 동경이 컸던 그는 자신의 옷에 ‘상류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심는 것’을 디자인 철학으로 삼았다. 입으면 

누구나 특권층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옷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

지고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디자인에 녹이고자 했다. 

결과 이후 만들어진 폴로 로고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물로 부상

하기에 이르렀다.

랄프 로렌이 패션만큼 사랑한 것이 바로 자동차다. 일전 미국 

경제전문 잡지인 포브스(Forbe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동차

에 디테일에서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희소성과 작품성을 갖춘 자동차를 끊임 없이 수집한 것

도 상류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패션에 녹이고자 했던 그의 디

자인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현재 그가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창고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70대가 넘는다. 모두 세계적으로 최

고의 심미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보물들이다. 포브

스에 따르면 그가 보유한 자동차의 금전적 가치는 3억 달러(약 

3,4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2005년 그는 자신의 자동차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

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에서 ‘Speed, Style, and Beauty’라는 주제로 자

동차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는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인 메릴린치가 후원, 각국의 

유수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그 가치와 규모를 실감케 

했다. 당시 전시장 입구에 자리잡은 전 세계적으로 4대만 생산

된(현재 2대만 존재) 1938년형 부가티 애틀랜틱을 시작으로 

1930년대 메르세데스 벤츠의 SSK, 그리고 1958년형 페라리 

250 테스타 로사(Testa Rossa) 등이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후 6년 후인 2011년, 랄프 로렌은 프랑스 파리 장식미술박물

관(Decorative Arts Museum)에서 또 한번의 자동차 전시회를 

갖는다. ‘The Art of the Automobile’이라는 이름의 이 전시회

에서는 철저히 빈티지 자동차들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었다. 랄

프 로렌의 컬렉션 중 17대의 최고급 클래식 자동차만을 선정

하여 300m2 규모의 전시장에서 그 자태를 뽐냈다. 17대의 가

치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2,2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시된 자동차는 1929년식 벤틀리 블로어를 비롯해, 세계

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로 꼽히는 1962년식 페라리 250 GTO,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타고있던 차로 유명한 

1955년식 포르쉐 550, 2005년 전시회에서도 화제를 모았던 

1938년식 부가티 애틀랜틱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를 자신의 감각을 표현하는 작품으로서 여기는 만큼 랄

프 로렌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을 ‘더 이상적인 모습

으로’ 복원하는 것을 즐긴다. 더 어울리는 색감, 더 적합한 가죽

으로 교환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옷을 디자인할 때와 같은 

철학을 담아 사람들의 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를 끊

임없이 하고 있다.

W&W 편집실

자료: Forbes ‘Ralph Lauren’s Classic Car Collection: 

Art You Can Drive’ (2016)

‘고상한 취미’로 통하는 컬렉팅(collecting)은 그 기원마저 품위

가 넘친다. 유럽의 왕과 귀족들이 각지에서 온 진귀한 물품을 

모으면서 탄생한 색다른 취미가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컬렉

팅의 시작이다. 1800년대에 시작된 이 취미는 시대를 지나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수집의 대상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미

술품, 시계, 와인, 그리고 자동차까지 그 범위와 종류가 계층과 

세대에 따라 다양화되어왔다.

그중 자동차는 컬렉터의 재력과 스타일리쉬한 감각을 모두 뽐

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힌다. 컬렉팅 자

체로 느끼는 만족을 넘어 희귀한 자동차에 사람들이 느끼는 선

망과 동경까지 고스란히 컬렉터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차 컬렉션의 특징 탓에 몇몇 자동차 컬렉터들은 수

집의 규모만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이들을 이

야기 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말을 타고 경기하는 폴로 

로고로 유명한 패션 비즈니스회사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 랄프 

로렌(Ralph Lauren) 회장이다.

C U LT U R E  
C O L L E C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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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동차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 장식미술박물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랄프 로렌｜사진: Forbes

예술을 
운전하다

랄프 로렌의 자동차 컬렉션



미국과 독일 국적을 갖고있는 그는 파블로 피카소의 절친한 친

구이자 유명한 미술품 수집가인 아버지와 배우였던 어머니 사

이에서 태어났다. 파리에서의 어린시절과 영국, 스위스 등지에

서의 학창시절을 보낸 뒤 뉴욕대학교에서 재정학과 국

제 비즈니스학을 전공하게 된다.

이후 훌리오 마리오 산토도밍고 주니어와 

공동으로 알파인베스트매니지먼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 이후 20여 년 동안 각

종 인수합병(M&A)을 통해 자회사 50

여 개를 관리하는 베르그루엔홀딩스

로(Berggruen Holdings)로 키워낸다.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는 

돈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렸다고 한

다. 엄청난 양의 미술품을 수집했으며 

뉴욕과 플로리다 등지에 저택을 소유했

다. 전세기를 타고 세계적인 대도시를 누

비고 할리우드 스타들과 어울리며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던 2001년, 그는 불현

듯 모든 것을 비워야

겠다고 결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

(WSJ)과의 인

터뷰에 따르면, 

“물질을 소유하

는 것이 더 이

상 즐겁지 않

으며 근사한 

것들에 둘러 

싸여 생활하

며 주변 사

람들에게 부

를 내세우는 

일에 더 이

상 감흥을 

느끼지 못

했다”고 

말 했 다

고 전해진다.

모든 것을 비운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으며 2010

년에는 1억 달러를 투자해 싱크탱크인 베르그루엔 재단

(Berggruen Institute)을 설립한다. 재단의 뜻을 실현하는데 

콘돌리자 라이스·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 빌클린턴 대통

령의 경제고문이었던 로라 타이슨 등 참여했고, 기업에

선 에릭 슈밋 구글 회장, 야후와 워너브러더스의 최

고경영자(CEO)를 지낸 테리 세멜이 함께했다.

베르그루엔은 2015년 재단을 통해 ‘베르그루엔 

철학상’을 재정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 등 저명 학자 9인

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단을 통해 인류

에 기여한 사상가나 철학가를 기리는데 그 뜻

을 두고있다. 제1회 베르그루엔 철학상은 찰

스 테일러 캐나다 맥길대 명예교수(85)가 수상

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역동적이고 개

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본주의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구름을 쫓는 몽상가

인지 지혜로운 부자인

지는 명확히 결단 

내리기 힘든 일이

지만 자신이 가

지고 있는 자

본 의  힘 을 

통 해  사 회

적 인  이 익

을  실 현 하

고자 하는 

그의 행보

는 앞으로 

꾸준히 지

켜 볼  가

치가 있

다는 평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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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가 ‘돈이란 덧없는 것(money for nothing)’이라고 말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직 

아이폰과 세 벌의 정장, 그리고 전세 비행기 한대만을 가지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호텔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는 Forbes 

선정 400대 부자 니콜라스 베르그루엔(Nicholas Berggruen)

의 이야기이다.

언론과 가끔 인터뷰하는 것 외에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자신의 성공비결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밝히는 것을 

극히 꺼려한다. 10여 년 전에는 네덜란드의 한 잡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사화 하자 모두 구입하여 폐기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집 없는 억만장자(Homeless Billionaire)’라고 불리는 ‘기괴한 

부자’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그의 특이한 행적에는 어떤 이야기

가 숨어 있을까.

소크라테스를 꿈꾸는 

억만장자,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 ‘Review: Nicolas Berggru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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