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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Generation Education

집안의 부에 대해
자녀와 단계별로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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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E R V I E W
J I N  H A K  L E E
W E A LT H Y  &  W I S E  A D V I S O R

부와 재산은 
인체의 건강과 같다

이진학 전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국 최초 프라이빗 멀티 패밀리오

피스(Multi-Family Office)로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및 글로벌 네트워

크를 지원하고 있는 Wealthy & Wise는 

최근 세무∙금융∙회계 분야에서 성공적

인 리더십을 발휘해온 이진학 전 대구

지방국세청 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영입

했다.

대형 회계법인 부회장,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대통령 비서실 등 그가 거쳐온 오

랜 공직 배경에서 예상되는 딱딱하고 

까칠한 이미지와는 달리, 소탈함과 호

탕함이 가득한 그의 표정과 말투에 오래 

알던 친구처럼 금세 친근감이 느껴진다.

그가 아직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

은 Family Office 와 인연을 맺게 된 배

경이 무엇인지 직접 만나 인터뷰해보았

다.

Q1 오랜 시간 국세 행정을 맡아 오셨

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

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30여 년 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같

은 여러 자리를 맡아 일해오면서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매 자리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공평하게’라는 생각을 갖고 납세자를 대

해 왔으나 많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세무대학교수로 후학

을 양성한 일, 미국세청 연수파견으로 

선진행정을 배워 접목한 점, 국제조세국

장을 맡아 국익을 위해 다른나라 국세청

들과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은 큰 보람

으로 남습니다.  

Q2 퇴직 후 대형 회계법인에 

종사하시다가 W&W 자문단으로서 

합류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퇴직 후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미연

에 방지하는 일에 일조한다’는 생각으

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10여 년 

간 일해왔습니다. 과세 관청의 입장, 납

세자의 입장, 그리고 기업의 입장까지 

특정 분야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

고 일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W&W 자문단에 일찍이 합류하시어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배재욱 변호사께서 

제가 가진 경험을 살리는데 W&W가 도

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해 주셨고, 저 또

한 마지막으로 성취감을 느끼는데 최적

이라는 생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Q3 오랫동안 세무, 금융, 회계 분야에

종사하셨는데, 평소 부와 재산에 

대한 생각은?

부와 재산은 어떻게 보면 인체의 건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거나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일구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

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을 

둘러싼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

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상속에 따

른 부의 점진적 감소,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어려운 능력

의 한계, 정치∙안보 등 지역적 위험요인, 

법률적용 및 회계처리의 결정적 잘못 등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그 예로서 들 수 있겠습니다. 저

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침몰해버리는 

많은 부자들을 봐왔습니다.

Q4 그렇다면, 

재산과 부를 잘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검

진을 받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주치

의를 정해 놓고 건강에 대한 상담과 예

방을 위한 처방을 받아 이행하고 있습니

다. 재산도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 오랫

동안 지키고 늘려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

로의 재산 주치의, 즉 현명한 컨설턴트

를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Q5 W&W에서 권장하는 

Family Office 설립이나 

해외 분산투자도 그 솔루션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가들도 자본주의

의 본산인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패밀

리오피스 시스템을 배우고 이를 지혜롭

게 이용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록펠러,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한 부자들도 패

밀리오피스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가업 

상속과 함께 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가문 구성원의 행복도 구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세무 전략, 가

족 구성원 간의 합리적인 부의 배분, 상

속에 따른 부의 급격한 감소 사전 대처, 

전문가의 조력에 의한 재산의 안정적인 

증식, 국가 간의 지역적 포트폴리오를 

통한 위험의 분산 등 총체적 컨설팅 기

능을 W&W가 수행하고 있고 또한 수많

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다고 들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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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학 청장
경력사항
(現) Wealthy & Wise, inc. 자문위원 
(前)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 

· 대구지방국세청장
· 국세청 기획관리관 국제조세국장
· 서울 중부국세청 국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정)
· 세무대학교수
· 행정고시 16회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및 동대학원 (경제학부)

자문분야
· 상속 증여 및 해외투자 관련 Tax planning
· 가업승계 및 지배구조설계

Q6 W&W 구성원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는?

W&W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컨설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국내

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

기신 훌륭한 분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

고 있습니다. 이는 타 기관과 차별화되

는 W&W 만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 일하게 되어 큰 기쁨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닌 세

무와 금융, 회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끌어모아 W&W 고객을 위해 정열을 바

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건강하

게 지켜 나갈 ‘재산 주치의’가 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W&W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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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는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현재 약 5,000여 개의 FO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적으로는 

10,000여 개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FO가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

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집안 자산관리는 기본, 그 외

의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FO를 설립하는 집안의 해

당 서비스 필요 여부와 그 역량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록펠러 집안처럼 100년 이상의 전통을 

배경으로 수 백여 명의 전문인들로 구

성된 FO가 있는가 하면, 회계사 및 법률 

전문가 한 명과 보조직원 한두 명 정도

로만 이루어진 FO도 있다. FO의 법적인 

지위도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FO와 관련하여 특별

히 정해진 법이나 규정이 없고 FO의 개

념 자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때문

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체가 이해

충돌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FO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FO의 법적 지위가 유

동적이어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

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는 아무런 법

적 지위가 없는 개인 비서실과 같은 형

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FO가 가능하지만 그 설립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문의 가치관이

나 자산분배 방식 및 관리 방법 등에 대

한 구속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어느 정

도 회사다운 구조를 갖추는 것이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가족 구성원들 사

이의 법적인 효력을 갖춘 계약 관계 성

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서 몇 회에 걸친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여러 세대를 거치

면서 성공적으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로스차일드나 록

펠러 집안의 경우를 성공한 예로서 살펴보았다. 또한 집안 내 

자산은 많았지만 관리에 실패하여 집안이 몰락한 사례도 살펴

보았다.

로스차일드와 록펠러 집안의 경우에서 보았듯, 여러 세대에 걸

쳐 성공적으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집안의 경우 가문의 전통

과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FO
1
나 트러스트(trust)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지난 칼럼에 언급한 내용과 연결하여 이번 칼럼의 주제는 항

상 다루어지지만 명쾌한 답을 찾기는 힘든 ‘어떻게 집안 자산

을 여러 세대에 걸쳐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외국의 집안 자산관리 제도 –특히 FO와 트러스트- 를 구체적

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의 자산가 집안이 외국의 케이스를 

어떻게 본인들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생각

해보기로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무게를 두어야 할 부분은 ‘여러 세대 

(multigeneration)’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와 같은 노력의 궁극

적 이유의 중심에는 가문의 1세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집안

의 물적, 사회적 자산을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FAMILY  OFF ICE STORY
TAI YOUNG LEE

W&W 대표이사 | tai lee@ptcintl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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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 & MFO

하나의 FO가 한 집안만을 위해 여러 가

지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고, 여러 집안

의 일을 함께 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를 단수 FO(Single-Family Office, 

SFO)라 부르고, 후자를 복수 FO(Multi-

Family Office, MFO)라 부른다. SFO를 

운영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원인이 되어 

MFO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

이지만, 미국의 한 대규모의 MFO의 경

우 2,500여 집안 및 재단이 가입되어 있

으며 전체적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규모

가 1,4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안 및 재단의 수로 나누어 보았

을 때 평균 5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SFO로서 운영이 가능하

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MFO 방식

을 고수하며 집안이나 재단의 자산 관리

상 필요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어떤 형태의 FO든 이가 제

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백만 달러 

정도의 운영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집안의 자산규모의 1%를 

관리 비용으로 책정할 경우, FO 설립이 

가능한 집안의 자산 규모의 기준을 대략 

1억 달러 정도로 산정할 수 있다.

FO가 하는 일

SFO, MFO를 막론하고 FO의 역할 중 가

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집안의 종합적

인 자산관리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

러 세대의 자산 관리 계획, 이후 이야기

하게 될 트러스트 업무 조정, 집안 구성

원들의 건강과 교육 관리, 집안에서 관

장하는 사회 공익사업 관리, 유무형 자

산에 관한 정례 보고서 작성, 각종 보험

의 관리와 기타 위험관리 대비, 상속과 

증여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 처리, 

가족 모임 관리 등이 FO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각 집안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구성되며, 운영 비용 역시 집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책정된다.

약 20여 년 전 미국의 FO들은 금융자

산의 관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조세 

업무 등을 주로 담당했다. 하지만 최근

의 트렌드는 ‘라이프 스타일’에 보다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후손들의 교육, 

건강관리, 여행, 집안 모임, 집안의 사회

적 자산 관리 업무 등을 포함한다. 업체

들 간의 경쟁과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중

요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져 보

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기존 단순 자산관리업체

들이 자연스럽게 FO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금융계에서의 PB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보편화 되어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한 모

양을 띄고 있다.

FO의 설립과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서는 집안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 

– 투자, 기업 경영, 회계, 세무관리, 법

률 등 – 들의 도움을 받아 비용적인 효

율성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

적이다. 집안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관리

하는 것만 하더라도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분할하여 분산투자를 할 것인지, 상속 

및 증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실행

할 것인지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집안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

하는 것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다. 위와 같은 이슈에 전문적이고 객관

적인 판단과 실행이 결여된다면 긍정적

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자산가 집안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

는 위와 같은 충돌에 대한 대비와 가문

의 보존을 위한 유일무이한 제도가 바로 

FO인 것이다.

이상 대략적인 FO의 개념과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는 FO 설립의 보

다 구체적인 이유와 운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2 3

1 필자가 미국에서 수 십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경험한 Family Office의 개념을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 설립한 
Wealthy & Wise Family Office에서는 Family Office를 줄여 ‘FO’로 통칭하고 있다. 기존 Family Office 의 일부 개념만을 차용하여 한국 스타일

로 만든 몇몇개의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와 개념을 구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한 유수 집안이 

정기 Family Meeting을 

위해 모여있다.

사진: 유투브 영상 ‘The One Percent’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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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V E R  
S T O R Y

산가 가문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갈등에는 자녀에게 집안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언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포함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 자산을 물려받을 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두 세대 간의 소통의 벽

을 넘기 힘든 상황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집안 자산에 대해 자녀와 소통하는 것은 요즘 들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융 혹은 비 금융 자산이 베이

비부머 세대에서 그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집안 자산 현황에 대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녀에게 공개하

느냐의 문제는 각 집안의 자산 현황이나 기타 여러 상황에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안 자산에 대한 자녀와의 논의는 몇

가지 단계에 걸쳐 장기 프로젝트로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자

집안의 부에 대해 

자녀와 단계별로 소통하기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성공의 열쇠

자녀가 10대일 때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속한 가문

이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아는 것이 좋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자산이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되

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공유하는 것

은 아직 이르다. 

자녀에게 우리 집안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얼마나 행운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 

예시를 들며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예

를 들어 가족이 과거에 어떤 곳으로 휴

가를 갈 수 있었던 것,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다양한 액티비

티를 즐기고 있는 것, 아이들이 좋은 학

교에 다니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위와 같은 예

시를 들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

던 가문의 배경과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

기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가문이 설립한 재단이나 참여하고 있는 

기부자 조언기금(donor-advised fund)

이 있다면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미팅이나 기부 활동 등에 점차적으로 포

함시키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활동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

치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

을 함께 던진다. 동물보호나 불우한 아

이들을 위한 후원에 관심이 있는지, 노

숙자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데 

관심이 있는지 등을 아이들 스스로 판

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

정적인 지원이 얼마큼 그들을 돕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언급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재정 문제에 대한 가

족회의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끔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휴

가를 떠나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

지에 대한 가족회의를 한다고 가정해보

자. 회의 전 자녀들이 각자 2~3개의 아

이디어를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공지를 

주고, 어느 정도 진지한 분위기에서 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지속적

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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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자녀가 20대일 때

자녀가 20대로 접어들 무렵에 많은 부

모들이 자녀가 상속받게 될 자산에 의존

할 것을 걱정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자

녀들이 돈을 벌기 시작할 때이기도 하지

만 집세와 같은 굵직한 고정 지출이 발

생하는 때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서부터 가족 자산을 구성하고 있

는 요소에 대해 알리는 것이 좋다고 이

야기한다. 정확한 액수가 아닌, 부동산

의 여부 혹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보

험, 주식, 채권, 기타 투자 현황 등에 대

한 간략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집안이 축적한 자산과 투자 현

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정도로 그

들이 성숙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집안 

자산과 유언장, 신탁(trust) 등 기본적인 

상속 계획과 이제껏 집안이 축적한 자산

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은퇴 계획 및 

기부 계획에 대한 정보와 상속 전 자녀

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에 대한 계획

도 이 시기에 나누기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

를 나눌 때 본인이 돈을 쓰지 않고자 하

는 부분 -예를 들어 사치스러운 휴가나 

위험성 높은 투자–에 대해 함께 언급하

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

인이 된 자녀들은 위와 같은 정보를 바

탕으로 자신만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많은 부모들이 성인이 된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가

에 대하여 확실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거

나 해당 주제로 자녀와 이야기해보는 것

조차 껄끄럽게 느낀다. 하지만 대학 졸

업 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

다가 더 이상은 아니다 싶은 때에 갑작

스럽게 중단하게 되면 아이들은 혼란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부모들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흔한 실수

는 바로 돈으로서 자녀를 컨트롤하려는  

태도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만큼 투자했으니 해당 금

액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직업을 구하라

는 식의 강요는 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

기 십상이다. 자녀가 제시하는 재정적인 

결정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만 드는 

태도는 지양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수

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겪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시기에는 또한 집안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전문가와 자녀가 소통을 시작

하도록 이끌어 집안의 투자 현황이나 경

제 철학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습득하도

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

생 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설계하도록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다.

자녀가 30대일 때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가정을 일

구는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만 밝혔던 가

문의 재정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자녀의 상황 등

에 따라 정도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

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자문가, 회계

사, 혹은 자산 설계 전문 변호사 등이 조

력자로서 참여하는 공식적인 가족 미팅

을 통해 형식을 갖춘 분위기에서 시작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활동

의 워밍업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편한 분위기의 사교활동

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거나, 고전적인 방

식이긴 하지만, 자녀에게 편지를 씀으로

써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문이 지금 보유

한 자산을 꾸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

으며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 그리

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희

망하는지 편지에 담아보자. 시간을 들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지속적으로 다듬어 차후에 발생 가능한 

오해의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자녀가 30대가 되어도 가문의 구체적 

자산에 대한 정보를 그들과 공유하는 것

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10, 20대에 앞

서 언급한 기틀을 잡아 놓지 않았다면 

이 시기야말로 실제로 자산을 물려받기 

전 구체적으로 집안 자산 관리에 대한 

준비를 할 마지막 기회이다. 앞서 언급

한 과정은 어쩌면 선택사항일지 모르나, 

이 시기에 자녀와 집안 자산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누는 것은 거의 의무에 가깝게 

여겨진다. 

수십 년에 걸쳐 자산가 가문을 연구해온 

각국의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과정이 결

여될 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

에서 가문의 물질적 자산뿐만 아니라 사

회적 자산 등을 보존해 나가는데 상당한 

위험을 키우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

다.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 ‘The 

Best Way for Parents to Talk to 

Children about Family Weal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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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Information
조사 대상 중 97%에 달하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들 중 일부만이 자신의 자산 현황을 자녀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자료: Personal Capital’s Affluent Family Finances Survey, 

The Wall Street Journal

자녀가 나와 배우자의 연봉을 알고있다. 50%
자녀가 나와 배우자의 자산 규모를 알고있다. 47%
자녀에게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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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 O B A L  
I S S U E

성폭력의 정의 TYPE OF HARASSMENT

직장 내 발생 가능한 성폭력은 크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사내 분위기에 의한’ 성폭력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8.8%

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가해자

는 ‘직장 상사’가 81%를 차지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주

로 상급자에 의해 행해지며 고용 조건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이익을 대가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

은 행위는 상급자가 자신의 기업 내 권위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야 한

다. 

‘사내 분위기에 의한’ 성폭력은 가해자의 범위가 훨씬 넓은 것

이 특징이다. 상급자는 물론, 직장 동료, 심지어는 고객 등을 포

함한 제3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성적인 농담, 이메일이나 

회사 메신저 등을 통한 듣기 불편한 언행, 불쾌한 신체 접촉 등

이 이에 속한다. 특정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식적인 사람이 이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위협적이거

나 모욕적으로 느꼈는지에 달려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

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범위를 확

대하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

기업이 해야 할 일 EMPLOYER STEPS

사내 정책 점검

사내 성희롱 정책이 최근 개정되고 있는 관련 법안의 요구 사

항들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 해

당 내용을 게시글이나 메일로서 배부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나

누어 주는 것이 직원들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유리

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 범위에 해당되

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다른 형태의 추행이나 기타 불

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가 가능하다

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이슈가 발생했을 시의 대응 방안과 회사에 보고할 

의무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

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 – 복잡한 보고 절차 등 – 은 사

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피해 사실 보고에 대한 보복성 행위

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게 함으로

써 회사가 성폭력 이슈에 대해 어떤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 재 배부 

함으로써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좋다.

예방 교육 강화

정기적인 사내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 관련 교육을 받은 직

원들은 잘못된 판단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어 실제 문제를 일으

킬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또한 성추행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

었을 경우 이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는 사실이 기업 차원에서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성추행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회사 내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혀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발

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유리하다.

혐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안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성희롱 관련 기업의 의

무사항을 확대했다.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

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

직장내 #미투 캠페인에 대비하는   

기업의 올바른 자세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metoo’ 캠페인에 참여하여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온라인상에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야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도 절대 예외가 아니다. 잊을 만하면 유명 기업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해당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직장 내 성폭력의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되짚어 보아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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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은 위와 같은 이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발생 시에도 올바른 대처를 통

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추후 발생 가능한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파생 이슈의 가능성도 최소화해야 한다.

어떤 방안이든 주요 행동 계획에 대해서 사내 인사, 홍보, 법률 

전문가들이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그 합의를 기반으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슈 관련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사내 직원, 언론매체 등 이해

관계자별 기본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대응 메시지를 마련하는 

준비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W&W 편집실

자료: Warner Norcross+Jud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laims of Sexual Harassment’ (2018)

THE PR ‘미투 대책을 위한 조언’ (2018)

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8)

직장상사 81.1%

회식자리 77.2%

사업장 내 43.7%

출  장 11.2%

교육 또는 워크숍 11.2%

직장동료 25.7%

고  객 10.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복수 응답 기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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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financial industry, all over the world, is going 

through some ‘interesting’ times. Regulation and 

deregulation are happening either right after each 

other, like in US, or sometimes even concurrently. But 

the customers, in my opinion, are still remaining more 

confused than ever.

Low level of understanding of money, how investing 

works and how to behave around market volatility are 

the main points that investors still don’t get, but it’s not 

all their fault. Sure, they could learn more on their own 

and try to understand some of the basics, but we can’t 

expect people to become experts on every field. For that 

we depend on trusted professionals that help us navigate 

through the confusion and intricacies of each specialty as 

well as state regulators that make sure that the ‘little guy’ 

is protected from deceitful activities. For example, when 

we get sick we don’t need to start learning everything 

about our disease (even though it would help), and try to 

diagnose or even start taking our own medications. For 

that we have healthcare institutions, clinics, hospitals and 

of course doctors that we trust will do their best to help 

us recover from our disease. 

Now, many people hope that it should be the same for the 

financial profession and the help that those professionals 

provide. Sadly, it is NOT. The financial industry especially 

the advisory portion of that, is very much conflicted in 

providing what is best for them (the firm) versus what is 

best for the client they are serving. 

In US, the term ‘Financial Advisor’ is not any term that 

is earned by doing any special school, specialization, 

training or knowledge. It is just a very generic term used 

to describe someone involved in the very broad field of 

financial advice. And the confusion here becomes even 

greater. What does ‘financial advice’ mean to one person 

may not mean to another.

Legally in US, you have two types of standards: 1) The 

suitability standard and the 2) Fiduciary Standard. The 

suitability standard is popular amongst brokers who 

use suitability standard to just sell financial products 

to people. They just have to make sure the product is 

‘suitable’ but not necessarily the best they can do. It’s not 

legally required. Under the ‘fiduciary standard’ advisers 

have to do what’s best for the client, even put client’s 

interests above their own and they’re legally required 

to do so. But most people don’t even know these two 

standards exist, and even less so which one their ‘advisor’ 

is following. 

I don’t doubt that there are many people involved in 

finance that mean well and want to help people. But the 

incentives of allowing them to put their own interests 

before their clients and use titles that mainly confuse 

people thinking they’re getting advice and not just being 

sold something, are the ones to be blamed. While many 

would try to be ethical and do what’s right, many will 

use the current law and incentives to justify what they’re 

doing. If we want change for the better, helping people 

get real advice we have to remove the incentives that 

make one a salesperson vs. an advisor. 

Either we do that or we make it very clear who is a 

financial salesperson (selling for his company) and who 

is a real advisor getting paid by the client to do what’s 

best for that client. If the current status continues, we 

will have continued confusion and people will think they 

got ‘good advice’ instead they were sold the best product 

for the firm and not for the client. Until then, try to find 

those few advisors that abide by a fiduciary standard and 

always put client’s interests first, and always ask how the 

firm is getting compensated for this advice. If there’s any 

compensation from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client, 

just know that the advice is, most often, conflicted.

I N S I G H T
GENTI CICI

genti@mdinvested.com

Conflicted Advice 

– Look for the Incentives, not the pers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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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문가의 실체

재정고민 해결사 vs. 인센티브의 노예

세계적으로 금융계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완

화하려는 움직임이 번갈아 가며, 때로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혼란을 느낄 

대상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장이 변동할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판단이 어

려운 경우가 많다. 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그들만의 문제로 단정 짓고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스스로 금융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 재정적인 자문 이외에도 - 신

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곤 한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본

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모든 것을 습득하여 스스로 진

단하고 알아서 약을 지어먹지 않는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헬

스케어 시설이나 병원 등을 찾는다.

그렇다면 금융 관련 문제 역시 위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

을까? 슬프게도 답은 ‘NO’이다. 재정 자문가들은 고객에게 솔

루션을 제공할 때, 자신이 속한 금융 기관의 이익과 고객의 이

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미국의 경우 ‘재정 자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특별한 전

문 교육이나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 보통 매우 광범위한 의미의 ‘금융업계 종사자’인 경우가 

많고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전문가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아닐 수도 있다.

재정 자문가 따르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그 기준을 ‘적당함’에 두는 경우(Suitability Standard)

이며, 두 번째는 그 기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두는 경우

(Fiduciary Standard)이다. 첫 번째 기준을 따르는 재정 전문

가는 그 타이틀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며 주

로 브로커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의 의무는 고객에게 제시하

는 상품이 ‘적당한’ 선택임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것이 최상의 

선택인지 판가름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가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준을 따르는 재정 자문가의 경우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그들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자신이 속한 

기업이 아닌 고객이며,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위한 최상의 선

택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고객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

다 우위에 두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기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성격의 자문을 따르고 있는지 역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객들이 겪은 혼란 역시 지

속될 것이며, 상품을 팔아주고는 좋은 자문을 얻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도 지속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누가 

‘금융 세일즈맨’이고 누가 ‘진짜 자문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

요하다. 재정 자문을 구할 시 해당 자문가가 그리고 그가 소속

된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문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 제삼자로부터 

오는 경우, 그 자문을 따름으로 인한 최고의 수혜자는 고객 본

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번역: 김세진

THE 

FIDUCIARY 

STANDARD
CLIENT

PRODUCT

THE 

SUITABILITY

STANDARD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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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와인을 고를 때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알만한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르는 경향이 있다. 받는 사람이 바로 그 가치를 이

해하고 성의를 헤아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리라.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단순히 와인 브랜드의 이름만이 아닌 

각각이 지닌 의미와 미묘한 차이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와인을 선물로 고르는 작업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많

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섬세함을 요구하고 있다.

C U LT U R E  
W I N E

와인 러버들을 위한 
특별한 와인 선물

저스테리니 앤 브룩스(Justerini & Brooks, J&B)가 구성한 빈

티지 세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매

년 생산된 무통 로쉴드(Mouton Rothschild) 컬렉션과, 1970년

부터 2010년까지(1991년 제외) 생산된 페트루스(Pétrus) 컬렉

션이다. 위와 같은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

는 것은 물론이고, 몇 년에 걸친 노력과 시간- 보르도에서 직접 

공수하는 등- 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인을 통해 성의를 표하기

에는 이만한 선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금 대신 센스를 발휘한다면 더욱 가치 있

는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이에게 어울리는 테마

를 정해 이와 연관 있는 컬렉션을 직접 구성해보자. 예를 들어, 

선물을 받는 사람이 태어난 연도, 혹은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연도에 생성 된 레드 와인과 소테른(Sauterne), 그리고 샴페인 

컬렉션은 주는 사람의 성의와 센스가 한껏 발휘된 선물이 될 

수 있다.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는 테마는 비단 연도만 있는 것이 아니

다. 여러 개의 빈티지, 생산자, 혹은 지역 등을 비교 (혹은 대조) 

할 수 있는 구성을 통해 스토리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선물 받

는 이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과거와 

현재’라는 테마로 각 1984년과 2012년도에 생산된 까베르네 

쏘비뇽(Cabernet Sauvignon) 두 병을 묶어 선물하거나, 테누

타 산 귀도(Tenuta San Guido)나 오르넬라이아(Ornellaia)가 

생산하는 수퍼투스칸(Super Tuscan) 와인, 그라파, 그리고 올

리브 오일을 묶어 선물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대용량 와인을 선물하는 것이다. 매그넘(1.5

리터), 더블 매그넘, 제로보암(포도주병 4~6병 용량), 혹은 그 

이상을 넘나드는 사이즈의 와인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

다. 용량이 큰 만큼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 확실한 인상을 심어

주기에도 유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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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용량 와인이 지니는 진짜 장점은 와인의 질에 달려있

다. 와인은 공기가 병 안으로 유입되고 다시 빠져나가는 과정

을 거치며 산화된다. 대용량 와인의 경우 병 입구의 크기와 공

기와 닿는 표면적의 넓이는 다른 와인과 같지만 훨씬 많은 양

의 와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산화 과정이 약 2배 정도 느리게 

진행된다. 따라서 신선하고 섬세한 맛이 잘 보존된 질 높은 와

인을 즐기기에 대용량 와인이 더 적합하다.

최근 보르도 인덱스 (Bordeaux Index)에서 눈에 띄는 대용

량 와인은 마르고 지역에서 생산된 샤또지스꾸르(Château 

Giscours) 2004년 산과 샤또 로장 세글라(Château Rauzan-

Ségla) 2006년 산이 있다. J&B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대용량 

버건디로는 뉘-생-조르쥬(Nuits-Saint-Georges), 끌로 드 

라 마레샬(Clos de la Marechale), 프리미에르 크뤼(Premier 

Cru), 자끄 프레드릭 뮈니에(Frederic Mugnier), 끌로 들라 로

슈(Clos de la Roche), 오스피스 드 본(Hospices de Beaune), 

그랑 크뤼(Grand Cru), 끌로 드 부조 (Clos de Vougeot), 도멘 

프랑수아 라마르슈(Domaine François Lamarche) 등이 있다. 

단순히 유명한 와인을 선물한다면 순간적인 기쁨에 그칠 수 있

지만, 이에 약간의 의미와 배려를 더한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감동과 지속적인 만족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테마를 정해 세상에 하나뿐인 컬렉

션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W&W 편집실

자료: how to spend it ‘Creative Christmas gifts for wine lovers’ (2017)

VINEPAIR ‘Why You Should Buy Large Format Wine’ (2017)

1 주식시장에 주가지수가 있듯, 와인시장에도 와인 지수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와인 지수인 보르도 인덱스는 보르도에서 만든 주요 와인 500개에 
대한 가격을 여러 빈티지에 걸쳐 조사하여 그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과거와 현재’라는 테마로 각 1984년과 2012년도에 생산된 

까베르네 쏘비뇽(Cabernet Sauvignon) 두 병을 묶어 선물하는 것도 

스토리텔링을 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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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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 Family Office
#1101, IS BIZ Tower,
26 Yangpyeng-ro  21-gil
Yeongdeungpo-Gu,
Seoul 07207
02-785-2774
www.wnwinc.co.kr

US OFFICE
W&W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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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