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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과 기업의 분리를 위한 품위 있는 선택

패밀리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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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년 KBS 방송국에 입사하여 정치부 기자로서, 또 명석한 시사 해설가로서 국민들에게 또렷한 인상을 심어줬던 양 회장은 

2000년도에 들어서 KOBACO(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이어 한국 케이블 TV 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미디어 전문가로서의 행보를 이어가던 그는 재작년 12월 돌연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생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다른 배경과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W&W Family Office의 자문위원으로서 합류하게 되었는지 그를 직접 만나 인터뷰해 보았다.

I N T E R V I E W
H W E E  B O O  Y A N G
W & W  A D V I S O R

부의 현명한 관리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

KPGA 양휘부 회장의 골프와 부(Wealth)에 대한 생각

Q1 KBS 정치부 기자 및 

보도제작국장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KPGA를 이끄는 

최고의 수장으로 변신한 계기가 

있는지.

재작년 10월 초순이었다. 정말 우연한 

기회였다. 프로골퍼 선수 몇 사람을 우

연하게 만나 담소하는 도중이었다. 선수

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지적이 화두가 되

었고, 맵시도 예쁘고 실제로 화려한 느

낌을 주는 여자 골프선수에 비해 우중충

하고 상대적으로 멋이 떨어지는 남자 골

프선수들에 대한 고언이 있었다. 위 같

은 부분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승자들이 

우승 소감을 제대로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고, 이에 대한 

적당한 훈련이 병행된다면 남자 골프의 

다이내믹한 맛을 TV에서 보다 잘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 이야기가 시발점이 되어 우리가 직접 

골프협회를 맡아서 해당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의견이 모였고 일종의 스

카우트 제의를 통해 프로골프협회 회장

직을 맡게 되었다.
1
  

Q2 사람들은 골프를 인생 또는 

경영과 유사하다고 이야기 하곤 

한다. 골프와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골프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골프는 아무리 쳐도 질리지 않는 특별

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몸이 허락한다

면 매일 필드에 나갈 수 있는 게 골프

다. 파나 버디를 했을 때, OB가 나서 벙

커나 해저드에 빠졌을 때, 쓰리 퍼트, 포 

퍼트를 했을 때, 잇따른 파, 잇따른 버디

를 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도전적으

로 나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둘러 가

야 할 때도 있다. 완급과 강약을 조절하

며 여러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이렇게 골프는 인생처럼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게다가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좋은 벗과 얘기도 나

누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즐길 수 있

는 운동이다. Age-shooter가 되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

로 골프는 내 인생에서 꽤 큰 의미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Q3 Wealthy & Wise(W&W) 대표이사 

이태영 박사의 권유로 

이번에 W&W 자문단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자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Wealth)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무엇인지.

1

1. KPGA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모두 합쳐 6,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80%가 2~40대로 구성된 젊고 역동성이 큰 조직이다. 
양 회장은 2015년 11월 28일 201명의 대의원 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의 94%인 115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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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富)는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힘

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 때문에 부에 대

한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도 

한다. 또한 부를 향한 사람들의 욕망이 

지나쳐 세상이 마치 정글과 같은 양상이 

되기도 한다. 

부가 잘 관리되고 부에 대한 인식이 성

숙해져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부가 폭력이나 흉기로 그 모습을 바꾸어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를 관리하여 후세로 물려줄 때,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의미를 가져

야 바람직할 것이다. 

Q4 W&W의 자문위원으로서 

W&W를 통해 만나게 될 기업과 

가문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최근 어느 유명 피자 회사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매스컴을 달궜던 일명 ‘오너 

구속 사건'이 떠오른다. 부를 쌓아온 과

정이나 방법이 사회부터 적폐로 지목되

어 응징의 대상이 된, 소위 말하는 ‘갑의 

횡포’의 또 다른 일면이었다. 잘못된 부

의 관리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는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W&W의 자

문단으로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 역시 이

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결과 못지

않게 과정을 살펴보는 지혜로 여러 사람

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Q5 우리 사회에서 W&W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를 만들고 쌓아가는 과정이 정정당당

하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건전해지고 선

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떳떳하게 부

를 쌓는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

을 것이고 부의 나눔 역시 질시의 대상

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상을 이끌어 내는 일에 조

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이 W&W 자문

위원으로서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부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부로,

어떤 부는 근검절약의 부로,

어떤 부는 대물림된 부로,

또 어떤 부는 당대에 이루어진 부로.

그 어떤 부이든 존중받고 자랑스러운 것

이 되어야 우리 사회의 건정성이 제고된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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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규모에 따른 이익

집안 구성원이 다섯 명이며 각자 200억

씩 개인 자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집

안의 경우와 이를 통합하여 1,000억을 

집안 자산으로서 관리를 할 경우를 생

각해보자. 통합 관리 시 자산관리에 필

요한 여러 전문 분야 – 세무, 법률, 투

자, 위기관리 등 –에서 도움을 받게 되

면 200억일 경우보다 양질의 전문 경영

인에게 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비용적인 면이나 서비스

의 질 적인 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세제상의 혜택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한 집안에서 가

장 큰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절세이

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의 세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장애물은 아니다. 한국

의 경우 상속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

세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집안 자산의 공동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 집안 자산의 공동 관리 방

식을 집안 구성원이 모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사업체와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투명성 확보

한국은 자산 축적의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자산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여

러 가지 이유로 투명성이 결여된 환경

에서 자산을 일군 1 세대의 경우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흡수하지 못한 채 지속적

으로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금융제도나 조세제

도 등은 자산가들에게 보다 까다로운 기

준을 제시하며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가문 구성원 각자에게 돌아가는 지분이 

얼마이며 그 지분을 관리하기 위해 각자

가 어떠한 노력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는 명확하고 투명한 합의가 확립되어 있

고, 전문가에게 자산 관리를 위임할 시 

이를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있다면 집안 자산이 여러 

세대를 거치더라도 보존 및 성장할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다.

난 두 회에 걸쳐 살펴본 록펠러 집안의 자산 규모는 현대 

감각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록펠

러 1세 때의 집안 자산 규모가 당시 미국 GDP의 약 1.5%를 차

치할 정도였다고 하니 오늘날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빌 게

이츠(Bill Gates)와 상대적으로 비교 - GDP 대비 - 할 때 약 3

배에 이르는 규모인 셈이다.

록펠러가 7대에 거쳐 이끌어온 자산관리 제도는 록펠러 집안과 

같이 대단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록펠러 집안과 같은 자산 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집안이 일만 여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그렇

지 않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문

화적, 법률적인 제약 등의 이유로 부자들이 록펠러와 같이 세

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부의 보존을 위한 집안 자산 관리 제

도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한국 부자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6, 70여 년에 걸

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 자산 규모는 세계적 기

준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Forbes의 2017년 조사에 의

하면 한국의 빌리어네어(billionaire)는 39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리스트에 등재된 대부분의 부자들이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

제 발전 초창기의 고도 성장의 혜택을 받았거나 지난 20년 동

안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IT 기술발전과 관계된 사업상의 

성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

로 탄생한 부자 집안의 자산을 앞날이 불확실한 앞으로의 세대

가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물색해 보는 것은 그 의미

를 따지는 것이 무색할 만큼 중요할 것이다.

집안 구성원 간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투명하고 명확한 합

의와 이를 지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

으면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여러 형태의 재산 분쟁이 발생하

기 십상이다. 집안 구성원들 간의 재산 분쟁과 이로 인한 가문

의 전체의 몰락이 록펠러 집안 150년 이상의 역사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채 가문의 자산과 유산, 그리고 명성이 그대로 

유지 및 확장되어왔다는 것은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자산 상속 시, 후손 개개인에게 분배의 

형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지주회사의 개념

이 도입되어 공동 자산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는 것은 소수에 해당되며 이

마저 절세의 목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러 가지 법망이나 규제

로 인한 제약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설립 자체를 위

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사후관리에 대해서 역시 불확실한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집안 자산 관리 제도로써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주회사와 관련된 여러 제약이나 선입견을 포함하여 현재 우

리나라에는 집안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정착하기

까지 수많은 장애물과 한계가 예상된다. 하지만 앞서 록펠러 

집안의 예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안 자산의 공동 소유
1
 및 관리

는 집안의 자산과 유산, 그리고 명성을 영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집안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 및 관

리하는 경우와 개개인에게 분배되는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그 

장점을 아래와 같이 열거해보고자 한다. 

FAMILY  OFF ICE STORY
TAI YOUNG LEE

W&W 대표이사 | tai lee@ptcintl .com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와 

7대에 거친 후손들의 집안 자산관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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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

피와 땀으로 가문을 일군 모든 이들은 

자신의 가문이 역사에 남는 훌륭한 집

안으로서 기록되길 원할 것이다. 집안의 

자산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을 넘어 

가문이 이룩해온 명성, 전통, 그리고 가

치를 통칭한다. 물질적인 자산 관리로서 

시작한 체계적 공동 자산 관리가 집안의 

문화로 정착되고 이를 위해 집안의 구성

원 모두가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

여하는 분위기가 확립된다면 집안의 가

치와 전통을 다음 세대로 계승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집안의 화목과 위험분산

집안 자산 분배에 관해 한국에서 필자가 

가끔 듣는 것은 자산을 자손에게 개별적

으로 상속하지 않으면 이후 자산의 분배

를 놓고 서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집안 자산 상속에 대한 보

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경우 벌어지는 현상이다.

또한 여러 명의 후손들에게 사업체를 골

고루 나누어 줄 목적 하에 여러 사업체를 

세운 뒤 이후 상속된 사업체가 본래의 

의도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후손들이 그 성공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이다. 만족도의 차이가 불만으로 바뀌어 

집안 자산 분배 관련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쩌면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자산 분배

가 불행의 씨앗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사후까지 안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집안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후손들에게 

전수될 것인지 구성원 모두가 사전에 합

의하고 서로 협력하여 전체 자산을 늘리

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집안 구성원들 

간의 공동 목표가 생겨 자산뿐만 아니라 

전통과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게 될 것이며, 보다 나아가 집안의 화

목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집안의 미래를 위한 지도자 양성

집안 자산의 공동 관리를 화두로 집안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노력을 하게 되면 

집안의 젊은 구성원이 집안의 새로운 지

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

스럽게 만들어진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를 보다 세련되고 효율적

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

량을 갖춘 젊은 지도자가 생성되면 집안 

구성원 각자의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미

래 세대 교육이나 구성원들 간에 이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원동력으로

서 작용할 것이다. 

4

5

6

1 여기서 소유란 집안을 이루는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뜻하며, 관리란 집안 자산 전체를 운영하는 계획에 따르는 행위 전반을 의미
한다.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집안 자산의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 본 글의 세무 관련 부분은 일반 상식 선에서 제시한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세무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다.

0
7
｜

 W
ealth

y &
 W

ise, in
c.



업을 소유한 가문의 경우 각종 비즈니스 관련 이슈와 가

문 관리 관련 이슈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

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게 비즈니스 관련 이슈는 조직화

된 운영 체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반면, 가문 관련 이슈는 문제 해결 우선순위에서 밀

려나거나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업에 속한 직원의 도

움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당장에는 비용 절감과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부각되어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경우 경제적인 손실과 법적인 위험 부담

은 물론, 프라이버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비

합리적인 방법이다.

350여 개의 세계적인 고액 자산가 가문과 150여 개의 자문기

관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Family Office 협회인 Family 

Office Exchange (FOX)는 기업을 소유한 가문이 기업과 가문

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각각에게 어떤 이익과 장

기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사실상 기업을 소유한 많은 가문들이 Family Office를 운영할 

유동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업과 가문 분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일이 빈번하다. 

기업을 통해 자산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기업을 매각 혹은 상장하는 방법 등이 있

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각 가문의 특정한 

상황까지 파악하고 가문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세계 유수의 Family Office들은 이

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우선 가업과 가문의 분리가 우

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

C O V E R  
S T O R Y

기업과 가문의 분리를 통한 

성공적인 가문관리

왜 가문과 기업의 분리가 
필요할까?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가문 자산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은 엄

연히 다른 성격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를 결합시켜 운영할 경우 이익보다 비

효율성에서 오는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

게 된다. 각기 다른 전문적인 기술과 서

비스 원칙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각 프

로젝트에서 가문 구성원들이 맡는 역할

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가문은 근본적인 존립의 이유에

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의 가치를 확립하는데 궁

극적인 목적을 지니며, Family Office는 

가문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정

적,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역

할을 수행한다. 

위 두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보통 거대하고 가시적인 기업의 니

즈가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고 결국 개인

의 필요사항은 해소되지 못한 채 악순환

을 반복하게 된다.

가문의 자산을 
기업에 묶어 관리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가문의 자산, 즉 개인의 자산을 기업 운

영 프로세스의 한 카테고리로서 묶어 관

리할 경우 가문과 기업의 자산 모두 외

부 요소로부터의 방어에 취약한 상태로 

내몰릴 수 있으며 심각한 법적, 운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운영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자산관

리의 경우 민감한 이슈를 초래할 가능성

이 크며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회사에 속한 직원에게 

개인 자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까지 맡기

게 될 경우 해당 인력으로 제대로 된 업

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과 관련 없는 가

족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수행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난처한 일이 될 

수 있다. 해당 권한을 가진 직원은 자연

스럽게 회사에 더 많이 연루된 가족 구

성원을 의식하여 결정권을 수행할 것이

며, 이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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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측면에서의 리스크

·가족 구성원의 과도한 업무 요청으로 인한 비즈니스 관련 업무

소홀

·가족의 요구와 비즈니스 목표 달성 사이의 업무 밸런스 유지가 

어려움

·특정 직원에게 가문 관련 업무 부여시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작업 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민감한 가족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개인 측면에서의 리스크

·비즈니스적인 잣대로 가족 프로젝트의 접근할 경우 올바른 사태 

파악 및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가문 자산 관련 문제 해결에 전문성이 결여된 회사 직원이 개입

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 발생 위험성이 있음

·회사 개입 정도가 높은 가족 구성원을 의식하여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짐

·기밀 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음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또한 회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원하

는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될 수 있다. 

재정적인 손실 역시 커다란 위험요소로 

꼽힌다. 가문 자산 관리를 담당하게 된 

직원에게 가문의 재무 정보를 집중하여 

공유하는 경우, 이후 해당 직원의 손실

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

게 됨은 물론, 기업과 가문에 모두 관여

하던 인력이므로 이중 손실을 낳게 된

다.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가문에 집

중할수록 비즈니스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공평한 대우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어 

필요 없는 경쟁이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역시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해당 직원이 보유

하게 된 가문의 재정 정보 및 개인 정보

가 기업 내에서 부적절하게 공유될 가

능성 역시 간과해선 안된다. 한 Family 

Office 전문 컨설턴트는 가족 문제에 연

루된 직원들이 자신 역시 내부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이익

을 위해 개인 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있

다고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가족 정보가 담긴 

문서가 프린터에 남아있거나 파일이 회

사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 될 가능성도 

있다. 가문 관련 업무를 위한 통화 내용

이 다른 직원의 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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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과 기업의 분리에 따른 이익

기업과 가문의 분리에 따른 즉각적인 혜

택으로는 우선 각 가족 구성원의 니즈에 

대한 섬세한 접근과 집중이 가능하게 된

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각 가족 구성원이 기업 내에서 맡

고 있는 역할이나 위치, 직책에 상관없

이 가문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동등

한 입장에서 의견을 어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

문 관련 프라이버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혜택으로 꼽을 수 있

다.

장기적인 혜택은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

으로 투자 구조를 성립하고, 장기적인 

세무전략을 구성하며, 지속적인 재정 계

획에 참여함으로써 통합적인 자산 전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익을 추

구하던 사업적인 유대감을 넘어 가족으

로서의 결속력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

으며 가족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가

족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필

란트로피(Philanthropy)와 가문의 필란

트로피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장기적

인 관점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Family Office 설립까지의 
전형적인 단계
대부분의 가문들은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기존 기업이 맡았던 가문 관리 업무를

기업과 뚜렷하게 독립된 Family Office

로 이전한다. 자신의 상황이 Step One 

혹은 Two 에 있다면, Step Three로 이동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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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mily Office Exchange, Managing Family Assets Separately from the Family Business

Step One
가문의 재정적인 문제 혹은 

기타 개인적인 문제를 기업에 속한 
직원에게 위임

기업의 오너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속한 신뢰할 수 있는 직원에게 개인적인 재무 및 

행정업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며 
이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

Step Two
사업체 내부에 가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춤

기업 내에서 개인적인 업무가 처리되는 
상황에 익숙해지며 기업과 가문의 
철저한 분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편의성에 보다 집중하여 현 상황을 고수

Step Three
사업과 업무 및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된 독립적인 

Family Office 설립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리더십 전환 및 

오너 교육 등이 위 단계로 넘어가는 
주요 촉매제로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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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 O B A L  
I S S U E

리나라에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다면 서양에서

는 ‘Shirtsleeves to Shirtsleeves in three generations’라는 

말이 있다. 1세대가 쌓은 부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며 지켜지

지 못하고 3대 안에 소멸되는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

으로 보이는 일종의 ‘순리’로 여겨진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

구에 따르면 잘못된 투자 결정이나 상속분쟁 등의 특정한 계기

가 없는 경우에도 부의 자연 감소율(wealth attrition rate)은 

90%에 달한다.

세금, 물가 상승, 상속 시 자산분배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가 물려받은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위 세대의 올바른 지도와 노

력의 결여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자산가 가문의 자녀들은 

막대한 양의 부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리며 자라지

만, 이를 얻기 위한 노력의 과정은 거치지 않아 직업윤리나 직

원 관리 등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가족 간의 소통에서 찾을 수 있

다. 가족 토론, 가족 미팅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소통

의 장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사후 처리에 신경 쓰기보다는 

미리 다음 세대와 다양한 방법으로 결속을 시도하는 것이 본질

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성공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가문의 경우 대개 이 전 세대가 

가문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해 자녀들과 자주 이야기

를 나누거나 그들의 꿈이나 포부에 대해 열린 자세로 물어보며 

많은 대화를 나눈다. 이를 기반으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

한 자산 보호 및 증식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은 가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것부

터 시작해야하는 만큼 포괄적 시각과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단순히 자산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 이

상으로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

은 말한다.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 형식을 갖춘 가족회의

(Family Meeting)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가족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정리한 가족 강령(Mission Statement)을 갖

추는 것이 우선시 된다.

사실상 이미 많은 자산가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결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돈이라

는 인위적인 자원이 투입되면 혼선이 생기게 된다. 위와 같은 

현상에 혼란을 겪는 많은 부모들은 가시적인 물질적 자원을 통

해 혼란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자녀들은 시

간과 경험이라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가

치관을 성립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인 Family Office들은 

가장 상식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애매하거나 우유부단한 

접근을 피하고 최대한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여 그들 스스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 대

해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유도하거나, 자녀와의 관

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

도록 유도한다. 스토리텔링을 포함하는 코스를 정기적으로 갖

거나 이에 게임과 같은 액티비티를 가미해 재미를 더함으로써 

자녀 세대와의 연대감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린 나이에 시작하여 습관화 들일수록 효과

가 높게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Family Office 전문가들은 자녀 세대를 가문에 자연스럽게 관

심을 갖고 가족 간의 연대감을 높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으

로 가족 필란트로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 구

성원이 재단의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어떤 식으로 자금을 투자

하고 기부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어린 자녀라도 필요한 리서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특정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재정적인 부분에 관련된 

결정을 함께 이끌어내고 수행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필

란트로피를 통한 가족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우

왜 자산가 집안의 부는  

3대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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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lthy families have a high responsibility to continue 

the growth of their capital to themselves, their 

families, shareholders and all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their society. They’ve been endowed by capital that 

requires prudent management and knowing it or not 

they have a societal duty to not squander or waste this 

capital that will create jobs, opportunities and prosperity 

for many others beyond their families. Wealth creation, 

preservation and proper utilization require stewardship 

and many more families are entrusting advisers to 

help them with leadership, knowledge, experience and 

guidance. 

The value that these advisers add is positive, or it 

wouldn’t happen, but very often it’s hard to be quantified, 

unless we keep track of all alternatives (paths we didn’t 

take due to adviser’s advice) and try to quantify all 

their results too. While value of advice will remain hard 

to quantify, Vanguard and Morningstar have tried to 

quantify the value of investment advice to clients in terms 

of additional percentage returns compared to if you didn’t 

have an investment adviser. While investment advice is 

just one slice of a comprehensive adviser, such as the role 

that Family Office plays, it nevertheless gives us a glimpse 

into understanding what quantifiable value such adviser 

may add. 

Vanguard focuses on the practices that an adviser 

performs for a client that wouldn’t have happened on its 

own. 1) Cost effective asset allocation is known to add 0.4-

0.7% annual return or more depending on what high cost 

alternatives the client would have picked on his own 2) 

Rebalancing adds from 0.35-0.5% annual return or more 

as many clients rarely have a disciplined approach to 

selling/buying 3) Tax Efficient Strategies can add up to 

0.75% annual return as many clients are known to pay 

unnecessary taxes as the right structures are not used, 

and the most important value comes from 4) Behavioral 

coaching, helping the client to stay on track and not make 

emotional mistakes as the roller coaster of the market 

goes by. This alone is estimated to add more than 1.5% 

annual return to a client’s returns. Adding all the values 

above that Vanguard has estimated, the value-added of a 

good adviser is well above 3% annual return to the clien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is may vary and be well 

above such during times of market distress where the 

clients would have done many mistakes on their own and 

potentially lost 10%, 20% or even more from an emotional 

mistake. 

Morningstar uses a bit  different methodology in 

quantifying the value-added of an adviser. They look into 

a process of 7 questions that a client should go through, 

but typically they don’t, and with the help of an adviser 

they can navigate correctly and think rationally through 

the process. The 7 questions are:

1) Why invest at all? 2) Which type of account is best for 

my situation? 3) What is the appropriate risk level? 4) 

Which asset classes should be included? 5) How does the 

risk of the goal affect how I invest? 6) What investments 

are right to help me reach my goal? 7) When should my 

investments be revisited or rebalanced.  Morningstar goes 

into a lengthy process of evaluation of each one and finds 

out that an average client could add above 2.5% annual 

return if going through this process thoughtfully with an 

adviser. The value comes from a well-thought-out process 

and its rational implementation. 

While both Vanguard and Morningstar are trying to 

quantify the value of a good adviser as it mainly pertains 

to investments and their returns, the value of a good 

comprehensive adviser is much more and also harder 

to quantify. If a comprehensive system such as the 

Family Office system is followed helping the family with 

leadership, knowledge, experience, next-gen education, 

values-based philanthropy and making sure that the 

family’s name, reputation and capital continues through 

generations, that, is Priceless.

I N S I G H T
GENTI CICI

genti@mdinvested.com

Adviser’s Alpha

The Value-Add of a System-Oriented Adv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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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Office의 알파(Alpha),

그 가치의 크기를 재다

자산가 집안은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주주, 기타 모든 이해관

계자,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자본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해야 할 큰 책임이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이들에게 번

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낭비되

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집안을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인 의

무 갖는다. 따라서 부를 창출 및 보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문을 위한 일종의 관리인이 필요하기 마련이며, 점

점 더 많은 가문들이 그들의 사회적 리더십, 노하우, 경험 및 자

산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 고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전문 고문의 조언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는 해당 경험이 있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

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얻은 결과와 이에 따라 얻

은 이익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고문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결

과를 추적하여 각 경우의 결과를 정량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위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뱅가드(Vanguard)와 모닝스타

(Morningstar)는 투자 자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을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량화하기 위한 시

도를 했다. 투자 자문은 Family Office가 제공하는 포괄적인 가

문 관리에 한 부분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가문이 전문 고문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뱅가드의 경우 자문을 따랐을 경우의 투자 결과에 초점을 맞추

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1) 비용 효과적인 자산 배분으로 인해 연간 0.4~0.7%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스스로 판단했을 경우의 투자 결정

이 얼마나 고비용이었냐에 따라 상대적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음

2) 적절한 리밸런싱으로 인해 연간 수익률을 

0.35~0.5% 정도 높일 수 있음

3) 효율적인 조세 전략으로 인해 연간 수익률을 0.75% 정도

높일 수 있음

4)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방지하고 현재 트랙에 인내심을 갖고

머물 수 있도록 코치함으로써 투자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5%의 추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음

위 예상 결과를 모두 더했을 경우 뱅가드는 연간 3% 이상의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는 상황에 따

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

을 때에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감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10%, 많게는 20%까지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모닝스타의 경우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고객들이 꼭 실

천해야 할, 그러나 보통의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는 7개의 과정

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고문의 도움을 받아 보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각 과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7개

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는 왜 하는 것일까?

2) 어떤 종류의 금융상품(account)이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할까?

3) 적절한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4) 어떤 투자종목(asset class)이 포함되어야 할까?

5) 목표를 달성하는데 따르는 리스크가 투자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6) 어떤 종류의 투자가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7) 나의 투자를 재검토 혹은 재조정해야 할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한가?

모닝스타는 각 과정을 장기간 걸쳐 평가하며 고객이 신중한 고

문과 함께 질문을 함께 풀어나갈 경우 연간 2.5% 이상 높은 이

익을 창출해 낸다고 결론지었다. 신중한 생각의 과정과 이성적

인 구현에서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뱅가드와 모닝스타 모두 투자와 수익률을 통해 훌륭한 고문의 

가치를 정량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Family Office가 제공

하는 통합적인 가문 관리에 있어서 고문의 가치를 정량화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Family Office와 같은 통합적인 

가문 관리 시스템이 하는 역할 - 즉 가문의 리더십 정의, 역사

와 노하우 기록 및 보존, 2세대 교육, 가문의 가치관을 바탕으

로 한 필란트로피 확립, 자산의 영속적인 보존 방법 모색 등 - 

을 고려할 때, 그것은 정량화의 개념과 목적을 넘어 그 가치가 

프라이스리스(priceless)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김세진

뱅가드의 알파(Alpha) 전략 모듈 자체 투자 시 수익률
다양한 주식 및 ETF의 활용을 통한 자산 배분 I > 0 bps
비용 효율적인 자산 배분 II 40 bps
리밸런싱 III 35 bps
행동 코칭 IV 150 bps
투자지역 선정 V 0~75 bps
지출 전략 수립 VI 0~110 bps
총 회수금액/총 투자금액 VII > 0 bps
전문 고문 고용 시 예상 추가 수익률(Alpha) 3% 

자산 관리 시 전문 고문의 유무에 따른

수익률 차이 비교

자료: 뱅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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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스키란 수집하기 보다는 마셔서 소비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예술 작품같이 장인의 손으로 빚어져 수십 년에 걸친 숙성의 세월을 보낸 싱글 몰트 위스키(single 

malt whisky)나 스몰 배치 버번(small batch bourbons)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와인의 경우 와인셀러와 같은 저장고가 필요하지만 위스키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

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서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위스키의 가치가 희소성이나 연수에 따

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특징과 장점 때문에 단순히 특별한 날을 위한 소비의 대상이 아닌 수집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각 위스키 브랜드에 색인을 만들어 위스키 산업의 투자 동향을 조사하는 Rare Whisky 101(RW101)사는 최근 영국의 한 경매장에

서 판매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가 전년도 대비 49% 증가했다고 전했다.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를 측정하는 주요 지수인 Rare Whisky Apex 1000 Index에 따르면 와인, 금, FTSE가 각각 25%, 8%, 12% 상

승한 반면, 스카치 위스키는 3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전한다.

RW101사는 가장 투자가치자 높은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Top 10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C U LT U R E  
C O L L E C T I O N

투자 가치가 있는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Top 10

10위 

글렌우지 (Glenugie)

잘 알려진 증류소는 아니지만 감정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있

다. 거대 위스키 브랜드 사이에서 고품질의 제품만으로 두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9위 

모트랙 (Mortlach)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특히 Diageo(디

아지오) 사가 인수하여 싱글 몰트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그 가

치가 더욱 급부상 하고 있다. 

8위 

콘발모어 (Convalmore)

1893년 설립된 이곳은 길고 격동적인 역사만큼 최고급 한정판 

싱글 몰트로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7위

더 맥켈란 (The Macallan)

맥캘란 브랜드는 영국 전체 경매 시장의 1/4 규모에 이른다. 

2014년 맥캘란 가격이 7.4% 가량 감소한 것이 영국 전체 위스키 

경매시장에 큰 파장을 주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이다.

6위 

노스 포트(North Port)

상위권을 차지한 브랜드 중 가장 급부상한 노스 포트는 위스키 

수요가 급상승함에 따라 덩달아 부흥했고, 이후 위스키 매니아

들 사이에 가장 인기있는 브랜드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5위 

킬리로취(Killyloch)

순위에서 무려 13단계나 순위 상승한 킬리로취는 생산을 중단

한 1985년 까지 싱글 몰트 보다는 블랜디드 위주로 생산을 했

었다. 1967년에 생산된 36년산 킬리로취가 최근에 열린 온라인 

옥션에서 한화 약 260만 원에 낙찰되었다.

4위

포트 엘렌(Port Ellen)

스코트랜드 아일레이 남쪽 해안에 위치했던 포트 엘렌은 1983년 

폐쇄된 후 디아지오 클래식 몰트의 슬페셜 릴리즈로 출시되었

다. 2012년 포트 엘렌의 소매가격은 한화 약 100만 원 정도였

으나 2014년에는 370만 원 가량을 기록했다.

1
6
 ｜

 W
ealth

y &
 W

ise, in
c.



3위 

더 발베니(The Balvenie)

순위에서 다섯 계단이나 상승하는 인상적인 행보로 가장 투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Top 3 안에 들게 되었다. 50년 산 2병을 

각 한화 약 4,500만 원에 판매한 기록도 있지만 실제로 순위

를 상승시킨 일등 공신은 한화 약 17만 원 정도에 거래된 ‘Tun 

1401’ 제품군이다.

2위 

더 달모어(The Dalmore)

16억 원 이상의 최고가를 웃도는 ‘달모어 패터슨 컬렉션

(Dalmore Paterson Collection)’은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로 꼽히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백화점으로 유명한 

헤롯 백화점(Harrods) 선반에 꾸준히 진열되고 있다.

1위

브로라(Brora)

생산이 중단된 위스키 브랜드의 유행을 선도한 장본인으로서 

맥캘란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1983년 생산이 중단

되어 이 곳에서 제조된 제품을 점차 보기 힘들어져 해당 브랜

드의 한정판을 구매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집 욕구를 더욱더 자

극하고 있다. 

이렇듯 수집을 통한 대체투자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다양

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위스키 역시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해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좋아하는 것을 수집하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투자의 열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W&W 편집실

자료: Rare Whisky 101 ‘Rare Whisky Apex 1000 Index’ (2016)

The Sprits Business ‘Top 10 Most Investable Scotch Whisky Brand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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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y&Wise 
Family Office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Wealthy&Wise Family Office는 자산과 유산의 보전을 넘어

가문의 지속적인 번영과 화목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가문 자산 관리 플랫폼입니다.

KOREA OFFICE
#1101, IS BIZ Tower,
26 Yangpyeng-ro  21-gil
Yeongdeungpo-Gu,
Seoul 07207
02-785-2774
www.wnwinc.co.kr

USA OFFICE
IPM | InvestEd
345 N. Charles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410-469-9532
www.mdinvested.com



Be Wise. 
Unconventional thinking.

Real impact.

가문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가문경영에 대한 1:1 상담은 

고객의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개별 스케줄 조정 후 전용 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팅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연락처

T. (02) 785 277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 IFC센터

F. (02) 785 2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