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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E R V I E W
J A E  W O O K  B A E
W E A LT H Y  &  W I S E  A D V I S O R

부드러움과 냉철함의 
프로페셔널한 조화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등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

에 답을 찾아야 한다면 배재욱 변호

사의 인생 스토리가 정답이 아닐까 싶

다. 경남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내내 1

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교내·외의 온

갖 백일장 대회에서 장원 등 입상을 휩

쓸었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후 사법고시를 거

쳐 검사로서 대검찰청 초대 공보관, 중

앙 수사부 과장을 지냈으며, 김영삼 정

부 때 사정비서관으로 5년 내내 청와대

에서 근무했다. 직업공무원인 검사로서 

대통령 임기와 같은 기간 내내 근무한다

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후 20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에서 

법률가로서의 삶을 이어오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열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학창시절 이야기와 문학 이야기를 할 때

는 천진한 웃음이 얼굴에 가득 번져 있

으면서도 특수통 검사로서 전국 사정기

관을 통할했던 시절의 에피소드를 전할 

때는 그의 ‘필살기’인 날카로운 눈빛이 

반짝였다.

부드러움과 냉철함이 모두 담겨있는 그

의 인생 이야기와 Family Office와 인연

을 맺게 된 배경을 들어보기 위해 배재

욱 변호사를 직접 만나 인터뷰해보았다. 

Q1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오며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대구에서 검사 생활을 막 시작했던 초임 

검사 시절 아내가 첫아이를 임신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발로 뛰던 시절이라 임

신한 아내를 챙겨줄 틈도 없이 사건 해

결을 위해 2~3일씩 밤을 지새우곤 했다. 

대구 지검에는 특수부가 따로 없었고 형

사부만 있었는데, 제한된 인력으로 그 

많은 ‘죽일 놈’들을 상대하려고 하니 몸

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에 봉사해야 한

다는 사명감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몸

을 불사 질렀기에 조직에서 인정받고 계

속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면서 검사로서

의 성공적인 삶을 이어온 것 같다. 그러

나 이런 자세 때문에 다른 소중한 것, 특

히 가족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

간을 갖지 못한 아쉬움은 많다. 

후배 검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예전에 가졌던 사명감보다는 검사

를 단순히 하나의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내가 평생 지

켜온 법률가로서의 마음가짐을 고스란

히 닮은 젊은 검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

다.

하나 더 덧붙여 보자면, 1993년 3월부터 

1998년 2월 25일까지 만 5년을 사정비

서관으로서 김영삼 정부의 사정업무를 

통할했던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알

려진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의 최대 치

적은 대부분 사정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

다. 금융실명제, 공무원 재산공개, 중앙

청 폭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회 척결 

등 하나같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정

치적 결단으로 사정업무가 순조롭게 진

행될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는 

95%에 이르렀다.

금융실명제 6개월 후, 실명전환이 이루

어지지 않은 가차명계좌에 대한 내사 결

과 예기치 않았던 거물급 정치인 비자금 

1,000억 원을 밝혀낸 것, 공무원 재산 공

개 후 재산 많은 공무원을 사직 처리하

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

이 많은 것보다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

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사직을 최

소한도로 막은 점, 성공한 쿠데타는 처

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공소권 없

음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처리 불가를 강력하게 건의했으나 대통

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대통령의 지시

로 할 수 없이 주장을 접은 것 등 대통

령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 5년 동안 혼

신의 힘을 다한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낀다. 

Q2 어린 시절 각종 백일장에서 

장원이란 장원은 다 휩쓸었다고 

들었다. 최근까지도 지인들에게 

시와 감상을 적은 글을 보내며 

문학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일을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같은 특별한 문학적 감성과 

소질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어온 것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남다른 문학적 발상으

로 학교 선생님들을 놀래키곤 했다.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내 백일장은 물론

이고 부산 시내에서 개최되었던 재건예

술제, 진주 개천 예술제, 밀양 영남예술

제 등 각종 백일장에서 장원 등 입상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196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분 마지막 최종 3편에 

올라가 가람 이병기 선생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이나 공직생활로 

정신없이 바빴던 시절에도 문학에 대한 

갈증은 항상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이

후 조금씩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면서 

메신저 어플을 통해 1000여 명의 지인

들에게 매주 시(詩) 한 편과 해설을 적

어 보내기 시작했다. 

작년에 어머니가 별세하신 후 활동을 잠

시 접었었지만, 꾸준히 시를 받아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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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시어 다시 시

와 아마추어적 해설을 보내기 시작했고, 

조금 늦어지면 시를 재촉하는 걸 보면 

고이 간직하고 있던 문학적인 소양으로 

여전히 많은 이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지 

않나 자부심을 가져본다.

Q3 Wealthy & Wise Family 

Office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W&W의 대표 이태영 박사와 친분이 있어 

가끔 자리를 가질 때마다 Family Office

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다. Family 

Office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Family Office를 한국에 정

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W&W Family Office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사회

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노하우와 지식을 

발휘하는 활동에 가치를 두는 것이 나의 

인생과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사업의 닮은 점이라고 생각하여 주저하

지 않고 합류하였다. 

Q4 법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와 재산의 의미와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집안이 올바른 방법으로 부와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그 부와 재산

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따르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목적과 욕망에 이끌려 부와 재

산을 관리하기보다는 합법적이고 성숙

한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

과 후세대,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한 일

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을 이용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만큼 의

미 있는 일은 찾기 힘들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자 W&W Family Office가 추구

하는 정신이기도 하다. 이에 더 나아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와 재산을 어떻게 사

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

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5 W&W의 구성원으로서 

앞으로의 각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Family Office라

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만 재산의 합법

적 관리와 합리적인 분배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라

는 확신이 들었다. 법률인으로서 평생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W&W 

Family Office에 보탬이 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률 분

야뿐 아니라 모두에게 긍정적인 동기부

여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활

약하고 싶다.

앞으로 남은 법률가로서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W&W 

Family Office 자문단의 일원으로서 적

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다.

배재욱 변호사
경력사항
(現) · Wealthy & Wise, Inc. 자문 위원

· 변호사배재욱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 대통령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검사
· 대검찰청 공보담당관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부 검찰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학력사항
·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남고등학교

자문분야
· 법률자문
· 대정부정책 및 언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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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에 따른 이익

집안 자산을 공동관리할 경우 개인으로 

나누었을 때 보다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

며,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워

진다. 또한 자산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어 전문 경

영인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자산 관

리 외의 부가적인 집안 관련 업무를 전

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

반을 확보할 수 있다.

세제상의 혜택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계사의 유무는 자산 

관리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관리하는 자산이 일정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세무관리 면에서 만족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진

다. 

또한 개인이 아닌 사업체 단위로 집안 

자산을 관리하면 세율이 내려가는 이점

을 얻을 수 있다. 이때에 절약되는 세금

은 관리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소득이 

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체 집안 

자산을 복리로 증식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전문 경영인의 참여 가능성

이 역시 규모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

다. 자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

인 자산 관리를 가능케 해 주는 전문 경

영인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집안 자산을 

관리하는 일도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 못

지않게 체계적인 운영 자세를 갖추는 것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훈련된 인원들의 도

움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성장 가능성 증대

자산의 성장 가능성은 투자 가능한 자산

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아진다. 이는 

투자기회의 포착이나 위험관리 차원에

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 자산의 규모가 

클 때 성장 가능성도 높아지며, 집안 구

성원들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산의 

규모 역시 커지게 된다. 몇 회 전 소개한 

록펠러 집안의 스토리가 좋은 예이다.

투명성 확보

집안 자산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

안 구성원들의 이해와 신뢰가 필수적으

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 바로 집안 자

산에 대한 투명성이다. 한국에서는 자산

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독단

적이고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구

시대적인 풍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다음 세대 각자에게 돌아가는 

지분이 얼마이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각자 어떠한 노력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을 투명성 있게 밝힌다면, 집안 

자산이 여러 세대에 거쳐 보존·증식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자원의 생산성 확보

집안의 자산의 생산성이란 집안 자산이 

느 집안에서든 자산이 많아지면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커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자산의 규모가 크다면 

미래에 남겨질 자산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들 – 후세

대를 위한 자산분배 문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견 조절, 세금 

관련 이슈, 사회 기부행위에 대한 고민 등 - 에 대해서도 생각

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집안 자산의 소유와 경영이 세대주(family head) 

한 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업

체를 경영하는 방식을 집안 자산 관리에도 적용하게 되고, 자

연스럽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는 현상을 이어가게 된

다. 집안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와 개인 자산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엄연히 개념과 목적이 다른 두 자산에 대한 소

유와 경영을 묶어서 시행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집안 자산을 포함한 제반 문제

들을 이성적이며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때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Family Office라고 

할 수 있다.

Family Office란 간단히 말해 집안의 자산관리를 포함해 집

안 관련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Family 

Office의 설립 목적으로는 집안 구성원들이 공동체로서 집안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과 권

한 역시 함께 나누기 위함을 첫 번째로 들 수 있다. 집안 자산

에 대한 문제일 경우, 집안 자산의 분배나 보존에 대한 모든 관

련 사항을 집안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관리하여 합리

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안 자산을 공동 소유 및 관리할 경우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

FAMILY  OFF ICE STORY
TAI YOUNG LEE

W&W 대표이사 | tai lee@ptcintl .com

당신의 집안에 

Family Office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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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태영, 록펠러처럼 자산관리하라, 은행나무, p 36~49.

실질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의미한다. 집안 자산

의 전체 규모가 클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할 수 있

는 기회도 많아지므로, 결국 집안 자산

의 생산성 전체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여

지 또한 많아질 것이다.

집안의 전통과 가치의 보존

집안 자산이 공동 자산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집

안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가치 보존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족회의, 가문 헌법, 가문 위원회 

등 집안의 전통과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

켜 가기 위한 거버넌스 확립이 수월해져 

집안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 구성원들 간의 화합

집안 자산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서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집안의 전통

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집안 보존에 유리

집안 자산이 각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진 

경우, 집안을 중심으로 자산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중심으로부터 멀어

지려는 경향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된다. 

자연히 집안 자산은 모이지 못하고 뿔뿔

이 흩어지기 일쑤다. 반면에 집안 자산

이 공동 관리되는 경우, 구성원 개개인

의 이익과 집안 공동의 목적이 하나로 

부합되면서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게 

된다.

집안의 미래를 위한 

지도자의 양성

집안 자산의 공동 관리를 중심으로 집안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경주하면 젊은 

구성원이 집안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성

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

게 된다. 집안 자산의 관리를 맡는 책임

자라고 해서 반드시 집안을 이끌어 가는 

가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책임을 반드시 한 사람에게 지울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 개인 중

심이 아닌 조직 또는 제도(system) 중심

으로 이루어지도록 발전시킨다면, 한 구

성원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전체 집안

이 오류에 빠지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집안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것에는 위 열 가지 대표적인 특징 외에

도 다양한 이점이 있다. 보다 열린 눈으

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안 관리에 대해 

고민해본다면 Family Office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Family Office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구

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7

8

9

10

0
7
｜

 W
ealth

y &
 W

ise, in
c.



C O V E R  
S T O R Y

통 가문의 유산(legacy)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자산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하지만 유산을 후손의 행복

과 가문의 보존을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초점의 방향은 금융 자산이 아닌 가족 문화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자산이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자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

다는 앞서 언급한 가문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단의 역할, 즉 가문의 행복과 유대를 위한 조력자의 역할 정도만 하도록 하는 것이  

멀티 제너레이션(multi-generation)의 소통과 조화를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이에 수긍하는 이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이는 많지 않다. 눈에 보이는 금융자산과는 달리 행복과 유대는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눈으로 확인이 쉬운 금융자산에 집중하여 이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로 잘 넘길 것인가에 만 초점을 맞추게된다. 

자손들이 물려받은 자산으로 스스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

가문의 품위를 높여주고 깊이를 더해주는

패밀리 컬쳐 Family Culture

문화는 생명과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대와 세대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핵심 요소는 가족 문화

이다. 가족 문화는 공통 가치, 종교적인 

믿음, 경제 혹은 사회에 대한 관념, 사는  

지역과 기후, 가문 구성원들의 개별적 

혹은 전체적 경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생명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가문 구성원들은 가문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 그리고 자부심 

등을 형성하게 된다.

가족 문화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가문의 

정체성과 유대감이 몇 세대가 지나도록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백 프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문화의 

힘을 이해하는 가문은 돈에 의존하는 가

문보다 가문의 유대와 행복을 지켜낼 가

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통합 가문 관리 서비스인 ‘패밀리 오피스’가 

백년 넘게 뿌리를 내려온 유럽 및 미국

의 가문 전문가들은 가족 문화의 바람직

한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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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화 사이클 (Family Culture Cycle)

가문 핵심 가치관 정립 
IDENTIFICATION & 
CLARIFICATION

가족 문화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몇 가

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가치관(Core Values)을 이해하는 

것이다. 핵심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 문화를 어떤 식으로 정립

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실마리가 잡히기 

때문이다.

핵심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은 가족 구

성원 개개인이 모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가족의 핵심 

가치관은 가족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

용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

한 지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

는 가치관과는 그 본질적이 성격에서 차

이가 있다. 개개인의 가치관은 눈에 보

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족이 공유하는 핵

심 가치관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가문 내의 규정이나 행동방침

에 따라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가문을 이끄는 몇몇 핵심 구성원이 

가치관을 정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주입

하는 식의 방법은 전 구성원에게 진정

으로 받아들여지기에 무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관점에서 

가치관을 바라보고 모든 구성원들의 삶

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대일 면담이나 설문 형태 등 가족 규모

에 따라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세대 

간의 존재할 수 있는 생각의 격차를 극복

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관을 

명확히 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각 구성원에게 ‘건강한 문화’의 정의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를 가족 내에서 

형성하고 안착시켜가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묻

는 등 각자의 이야기와 식견을 모아가는 

하나하나의 행위 자체가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구조와 형식을 구체화 하기 전 모든 가문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된 가문 

핵심 문화를 발견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족 문화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모든 가족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자 가족 연대감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1

Re-visitation 
& Affirmation

Fortification

Organization - 
Governance

Identification 
& 

Clarification

1

2

3

4

0
9
｜

 W
ealth

y &
 W

ise, in
c.



COVER STORY

가족 문화의 가시화 
ORGANIZATION &
GOVERNANCE

가문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위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가

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글로 

적어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어색함 등이 

주된 이유이다. 가문의 핵심 가치 및 문

화는 뿌리 깊은 가문의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례 등을 통해 그 의미를 전달

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몇몇 사례

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주입의 경향을 

띄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조가 되어 

강요의 뉘앙스를 풍기게 될 수도 있다. 

한두 세대 정도까지는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후 세대부터는 각 

가정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의미가 조금

씩 변질되고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가문 내 ‘거버넌스’ 성립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거버넌스란 가족들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짜여진 일종의 시스

템이다. 간략한 예로 다음의 세 가지를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 소개

할 수 있다.

1) 가문 헌법: 
가족 구성원들에게 삶의 전반적인 요소

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된 

가문 가치 및 행동 규범

2) 가문 미팅: 
가문 관련 정보에 대한 배움의 기회와 

가문 관련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

하기 위한 정기적인 가족 모임

3) 가문 위원회: 
가족 구성원들의 인적, 지적 자산에 대한 

지원 및 가문 헌법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특정 가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작업은 가문의 모

든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문의 역사와 유대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

이다. 완벽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

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

을 구성하고 시행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

를 경험할 수 있다. 거버넌스를 구성하

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서로에

게 심어줄 수 있으며, 가문의 가치를 상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2

가족 문화의 제도화
INSTITUTIONALIZING 
CONNECTEDNESS

앞서 언급한 과정이 어느 정도 정착 단

계에 도달하면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는 착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보다 견고

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가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요새화’ 작업이 필요하다. 

가족 문화를 요새화하는 작업에는 일전

에 확립한 가문의 핵심 가치의 주기적인 

재점검과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방안의 

모색, 그리고 내·외부적 변화에 대한 끊

임없는 연구와 적응하기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

해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서드나 재단 (Surdna Foundation)

1971년, 존 에모리 앤드루스 (John Emory 

Andrus)가 자신의 가문의 필란트로피 

(philanthropy)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드나 재단 (Surdna Foundation)은 새 

가족 구성원이 합류할 때 마다 오리엔테

이션을 개최한다. 하루 일정 동안 가문의 

역사 및 설립자에 대한 내용과, 100년을 

이어온 가문의 필란트로피 역사에 대하

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서다. 

새로 합류한 구성원 들은 서드나 재단의 

직원들을 만나 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분야에 대해 배우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뉴욕 용커즈에 위치한 

아이들을 위한 거주형 요양 시설인 앤드

루스 칠드런 센터 (Andrus Children’s 

Center)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양로 시

설인 앤드루스 온 허드슨 (Andrus on 

Hudson)에 방문하여 가문의 주요 유산

에 대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과정

이 포함된다. 

원활한 적응을 위해 새로 합류한 구성원

들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구성원과 한

명씩 짝을 이루어 활동하게 된다. 서드나 

재단은 이와 같이 새 구성원에게 재단의 

존재의 의미와 신념, 그리고 가문의 가치

와 정체성이 잘 전달되도록 스토리 텔링

과 멘토링이 적절히 융합된 방법을 적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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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화 재정비 
REVISITATION &
AFFIRMATION

외부 세계가 변해감에 따라 가족의 문화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가족의 크기나 이전 세

대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가문에게 적용

되는 진리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의 핵심 가치

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변화를 얼

마큼 수용해야 하고 기존의 문화를 어디

까지 지켜내야 할까?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명료성과 직관력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

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가족 문화를 재

정비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가족 문화의 

토대는 보전하되 외부 변화를 이용하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지

는 것은 가족을 대표하는 개인일 수 도 

있고, 위 목적 하에 구성된 그룹이 될 수

도있다. 세대가 다양할수록 형식을 갖춘 

위원회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구성된 ‘가족 문화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어떤 변화를 

수용하고 어떤 변화를 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가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변화를 피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이가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시

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변화를 피하는 

것 또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 문화

를 침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문이 일전에 밟은 과

거 전력에 대하여 경험이 적은 어린 세

대일수록 위와 같은 부작용은 더 두드러

진다.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 

가족 핵심 가치로서의 자격을 검증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족 문화는 살아 

숨쉬는 생명과 같다. 가족의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가시화하는 작업을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재정비하는 과

정 자체가 개개인과 가문에 생명을 불어 

넣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크기나 범위에 상관 

없이 모든 가문에게 적용된다. 스케치를 

하는 단계에서는 앞에 펼쳐진 수많은 선

택과 난관에 막막할 수 있지만, 앞서 시

행착오를 거친 타 가문의 조언과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시행에 옮긴다면 

가문과 유산, 가치와 문화의 진정한 의

미를 실천하는 품위과 깊이를 갖춘 진정

한 명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4

트레메인 재단 (Tremaine Foundation)

에밀리 홀 트레메인 (Em i l y  Ha l l 

Tremaine)은 그녀의 남편인 버튼 G. 트

레메인 (Burton G. Tremaine)과 함께 

앤디 워홀 (Andy Warhol), 제스퍼 존

스 (Jasper Johns),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 등 당대를 대

표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포함해 20세기 

미술품 400여 점을 모아온 유명 미술품 

수집가였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예

술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평생 고귀

한 예술작품을 수집한 그녀는 별세 직전

인 1987년 트레메인 재단을 설립하여 그

녀가 평생 쌓은 집안의 유산을 후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

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트레메인 재단은 록펠러 재단

(Rockefeller Foundation)에서 여러 대

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필란트로피 분

야 전문가로서 내실을 다져오던 샐리 바

울스(Salley Bowles)를 초대 회장으로 

영입하고, 에밀리 홀 트레메인 부부의 아

들인 버튼 G. 트레메인 주니어(Burton 

G. Tremaine Jr.)를 초대 이사회 의장으

로 선출하여 가문 전체가 재단의 리더십 

아래 하나가 되어 가문의 가치와 문화를 

지켜낼 수 있는 환경을 가꿔왔다.

현재까지도 트레메인 재단은 ‘장애에 대

한 연구’, ‘예술’, 그리고 ‘환경’을 세가지 

핵심 가치로 삼고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적인 전략을 세워 초기 설립자인 에밀리 

홀 트레메인이 남긴 유산을 보존 및 발

전시키는 데 헌신을 다하고 있다.

가족 문화를 제도화하는 과정은 단순히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견고히 하

기 위한 체계를 세우는 것을 넘어, 가문

의 역사를 배울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험을 나누며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 

가족 간의 연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절

차이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지

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시도들이 모여 가문만의 특별한 또 다른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협력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Family Culture: Creating a Resilient Family Tree, National Center for Family Philanthropy (2018) 

Tremaine Foundation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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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 O B A L  
I S S U E

가문들은 재정적 수익은 물론, 

전략적인 이유부터 

개인적인 이유까지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직접 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

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수익 자체만으로는 직접 소유

권에 관심 있는 가문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다. 많은 가문들

에게 직접 투자는 기업가 가문으로서의 뿌리를 굳건히 하고, 

다음 세대와 보다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된다.

“직접 투자는 다음 세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주식을 쫓거나 재무표만 살펴보고 있는 것보다, 그리

고 코카콜라에 투자할지 펩시에 투자할지에 대해 입씨름을 펼

치는 것보다 훨씬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FOX 회원 인터뷰 인용)

가문이 전형적으로 선호하는 투자 분야는 

소수이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 역시 그들의 관심사이다.

이미 잘 아는 분야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기존의 경험과 지

식을 통해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이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다른 가문이 잘 아는 분야에 그들과 함께 투자하여 새로

운 분야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도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 그 결

과,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전략적이

고 기회지향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다른 가문과의 공동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부 자산가 가문의 경우 거래 시 자신들만의 거래를 하기 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가문과의 공동투자에 매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투자 전문가로부터의 정보에 기반을 둔 

최

직접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문의    

10가지 특징

근 가문 관리에 있어 Family Office들이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를 꼽으라면 

부동산 관리와 사업체 경영, 그리고 직접투자를 들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Family Office 협회인 Family Office Exchange(FOX)에서는 

지난 10년간 여러 연구와 FOX의 직접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투자에 집중해온 

Family Office들을 추적해보았다. 상세한 의도나 상황은 집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다음 10가지로 대표적인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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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보다는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타 가문과의 공동 투자

에 더욱 관심을 갖는 추세이다.

“때로는 훌륭한 거래를 좋은 파트너와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

래를 훌륭한 파트너와 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도 한다.” 

(FOX 회원 인터뷰 인용)

주도권에 집착하지 않는다. 

소수 지분을 소유하는 것 역시 

그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다.

여전히 거래에 있어서 지배지분을 확보하여 주도권을 잡는 것

에 초점을 맞추는 가문이 있지만, 소수 지분에 투자하는 경향

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거래이거나 

믿을 만한 정보원에서 나온 거래라면 주도권을 잡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가문들은 일반적으로 경매과정을 피하고 

독점적인 거래를 중요시한다. 

결과적으로 가문들은 투자 은행이나 재정 전문가 등의 전통적

으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보다 그들의 개인 네트

워크를 향상시키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한 번은 두 가문과 친해지는 데 400여 시간을 투자한 적이 있

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보

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FOX 회원 인터뷰 인용)

자신이 보유한 자본에 

특별히 더 적합한 거래를 선호한다. 

거래를 선택할 때 가문들은 여러 개의 여과 장치를 적용하기 

마련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거래이거나 믿을 만한 정보

원으로부터의 거래인 경우 그들의 이목을 끌 수 있게 된다. 그

들이 고려하는 또 한 가지는 거래 뒤에 숨어있는 ‘상황적 역동

성(Situational Dynamics)’이다. 전통적인 사모펀드와는 다르

게 전략적인 비전만 갖추고 있다면 가문들은 투자 기간을 늘리

거나 한 기업에 오래 투자를 하기도 한다.

가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관계이다.

투자 결정 시 신뢰 관계에 가장 중점을 두며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새로운 운용사를 통한 

직접 투자의 기회가 주어지면 본인들이 소유하는 소수 지분에 

대한 유리한 조항을 법률 문서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시에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이사회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가문들이 이와 같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대

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간과하여 큰 손해를 본 가

문을 일전에 목격한 적이 있다.” (FOX 회원 인터뷰 인용)

질 높은 정보 경로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최대 난재이다.

많은 가문이 자신들의 거래의 시장 가치 상승(rising valuation 

in the market)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가 투자 활동의 

속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반면 질 높은 거래를 

발굴하고 어떤 거래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운용팀과 보다 굳건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부가 가치 파트너로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부터이다. 이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가문이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

사하기만을 원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가

문들이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운용팀에게 조언

을 하고 투자한 기업에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는 누구보

다 전문가이다.

“운용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계약적인 권리에 의존

한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가 구축

된 관계라면 빠르고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OX 회원 인터뷰 인용)

투자하는 기업에게 투자자로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많은 가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혹은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기업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운영 기술까지 갖춘 경우가 많아 투자를 받는 기업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훌륭한 투자자인 셈이다. 또한 투자자로서 꾸준 

하고 유동적으로 자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대상

이 아닐 수 없다.

W&W 편집실

자료: Ten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Direct Investing Families, Family Office Exchan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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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s it feel sometimes (often at times) that the 

performance is very good prior and until you decide 

to get in the fund/investment or opportunity, but then 

it ceases to be? Is that just you feeling something that’s 

not or does this really exist? We’ll evaluate this age-long 

question from the investment performance viewpoint, 

removing your doubts once and forever.

In US for many years there’s been a debate going on 

between passive and active investment management. 

One side (active management) takes the case that 

through deep analytical research, hiring of very smart 

people and utilizing new and modern tools they can beat 

the market or the index as it’s known. The other side 

(passive management) takes the argument that it’s much 

more worthwhile to focus the efforts on providing wide 

diversification at very low costs and with much less 

turnover (buying & selling) without the intent of beating 

the market, but merely matching it. In addition investment 

managers that utilize passive investment strategies 

focus their value on the behavior side of investment 

management, preventing clients from their own mistakes 

and making sure that they’re using a holistic approach to 

family financial planning. 

While the arguments continue, there’s been significant 

long term research on the validity of each side’s claim 

especially from independent research from the S&P Dow 

Jones Indices, a division of S&P Global, a very respectable 

and old financial company known for creation and 

maintaining of the two most known indices in US, the 

S&P 500 and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Now let’s delve into data. S&P Dow Jones Indices started 

keeping track of all of the active mutual funds trading 

in US since 2001, a period long enough (17 years) that 

includes 2 recessions (2001-02 & 2008-09) as well as 

the recoveries that followed. Then they compared their 

performance versus the correct index that matches 

their investment style. Attention was paid to the funds 

that were closed or merged correcting what’s known as 

survivorship bias. A winner can be clearly seen over the 

3-year period and much more significantly over 5, 10 

and 15 year periods. Over the 3-year period, 83.40% of all 

domestic active mutual funds underperformed their index. 

Over the 5 and 10-year period it becomes 86% of funds 

that cannot beat their index. And over a 15-year period, 

92% of large cap funds, 95% of mid cap funds and 96% of 

small cap funds could not beat their index, a major blow 

to the active management side, especially over the longer 

term. In addition a large number of active funds were 

closed or merged during these periods, specifically 20% of 

all domestic funds closed in 5 years, 45% closed over the 

10 year period and 60% closed or merged over the 15 year 

period.

Now to the other point of what if you believe that you 

can (in advance) pick those very rare active mutual funds 

that have beat the market. First, that’s an exercise on 

luck and not skill, but still people try all the time. The 

number one factor they use to pick such ‘winning fund’ is 

its past performance. While in US mutual funds are legally 

required to put in their literature that ‘past performance 

doesn’t guarantee future results’, most people don’t even 

read that or understand what it means. 

Nevertheless, S&P Global research has proven this to 

be exactly as your gut feeling: ‘performance was there, 

until I got in’.  In their ‘Persistence Scorecard’ they found 

that very few funds, even zero funds, managed to stay 

as top performers over the long run. Out of 563 domestic 

funds that were in top quartile (top 25% fund) in 2015 

only 6.93% of them remained top quartile in 2017, over a 

3-year period. Over a longer period of 5 years there were 

zero funds (exactly 0 funds) that remained in the top 

quartile on the large-cap, mid-cap or small-cap category, 

really showing that it’s very hard for an active mutual 

fund to continuously perform well over long periods 

versus the simple index tracking method.

The data clearly shows that your efforts and your 

investment manager’s efforts can be better utilized 

into not trying to beat the market, but better into 

understanding how the markets work, how behavioral 

mistakes are much more important then which fund to 

pick, how costs and diversification really matter, how a 

high cost fund doesn’t necessarily mean a better one and 

how a specific brand or high past performance means 

nothing about performance going forward. Lastly, the 

future real value of an advisor will be in how he can help 

to holistically manage all financial matters of your family 

and not how this or that fund beat the market for this 

very short and insignificant period of time. 

I N S I G H T
GENTI CICI

genti@mdinvested.com

The Vanishing Performance of ‘Good’ Managers/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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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펀드매니저의

사라져버린 수익률

내가 사기만 하면 잘나가던 투자 상품이 고공행진을 멈춰

버리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되지 않는가? 이는 과연 기분탓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현상 같은 것일까? 

미국에서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와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사이

에 수익률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한 쪽(액티브 인베스

트먼트)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최신 장비를 동원하는 

등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여 분석적 연구를 시행, 시장 수익률 

또는 시장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반면, 다른 한쪽(패시브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분산투자에 초점

을 맞추며 낮은 비용으로 회전율을 낮게 가져가고, 많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고 시장 수익률에 따라가는 데 집중했다. 

또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 감정적인 투자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개인보다는 가문 전체적인 재무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신망 높고 역사 깊은 세계적 금융기관이자 S&P 500와 다우 

존스산업평균지수를 산출하는  S&P  글로벌의 소속 부서인 

S&P 다우 존스 인덱스는 위 논쟁의 답을 내리기 위해 2001년

부터 17년간 – 해당 기간 동안 두 번의 경기 침체기(2001~2, 

2008~9)와 회복기간을 겪었다 - 액티브 뮤추얼 펀드의 성과를 

기록하며 장기적인 연구를 시행해왔다. 

S&P 다우 존스 인덱스는 ‘생존 편향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

해 폐쇄되었거나 합병된 펀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며 해당 기

간 동안의 뮤추얼 펀드 성과와 자신들의 투자 스타일에 맞춘 

적당한 지수를 비교했다. 

3년 정도가 지나자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한 격차는 시간이 지

날수록 뚜렷해져 처음 3년 동안은 액티브 뮤추얼 펀드의 펀드

의 83.0%가 인덱스 대비 수익률 하회 현상을 보였고, 5~10년

의 기간 동안은 그 비율이 86%로 늘어났다. 15년 후에는 대형

주의 92%, 중형주의 95%, 소형주의 96%가 인덱스를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상당수의 펀드가 폐쇄되거나 합병되었

으며, 특히 미국 내 펀드의 20%가 5년 이내, 45%가 10년 이내, 

60%가 15년 이내에 폐쇄되었다.

만약 당신이 시장 수익을 상회하는 아주 드문 액티브 뮤추얼 

펀드를 사전에 고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첫째로 그것은 실력이 아닌 운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이 성공적인 펀드를 선택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는 과거 수익률이다. 미국의 뮤추얼 펀드는 “과거의 

수익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법적으로 

넣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구를 읽지조차 않

으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아무튼 S&P 글로벌 리서치는 ‘내가 사기만 하면 고공행진이 

멈춘다’라는 직감을 정확하게 증명했다. 그들의 지속적인 연구

결과는 매주 적은 수의 펀드(거의 영에 가까운)들이 장기적으

로 최상위 성적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 최상위 25%

에 든 미국 내 펀드 563개 중 6.93%만이 2017년에 같은 성적

을 유지했고, 5년 정도가 흘렀을 때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를 막론하고 정확히 0개의 펀드가 최상위 25%의 성적을 유지

했다. 액티브 뮤추얼 펀드가 단순히 인덱스를 따르는 방법과 

비교하여 장기간 좋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투자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시장을 초과 

수익을 내려는 노력보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비용과 

분산에 집중하자. 비싼 펀드가 꼭 더 좋은 것만은 아니며, 특정 

브랜드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과거가 미래의 퍼포먼스를 보

장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포인

트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발하는 어드

바이저는 특정한 펀드가 단시간 내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단언하

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모든 재정 관련 이슈를 종합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번역: 김세진

꼭

2013-2017  미국 내 주식형 펀드 성과 지속성 (12개월 간격)

뮤추얼 펀드 종류
최초 갯수

(2013년 9월)

최상위 25% 잔존 비율

2014년 9월 2015년 9월 2016년 9월 2017년 9월

최상위 25%

대형주 222 30.63 1.35 0.9 0

중형주 85 31.76 5.88 0 0

소형주 128 24.22 4.69 0 0

중소대형주
(Multi-Cap)

141 23.4 4.96 1.42 1.42

총계 576 10.07 1.91 1.04 0.87

자료: S&P Dow Jones Indices LL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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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kes 
Wine Better

hile I was sipping a very nice glass of Barolo wine at a 

bar after a long working day, I heard someone sitting 

next to me saying that any kind of cheese will be fine 

with wine! Even though I was in the middle of enjoying 

the wonderful bouquet of aromas and magic expressions 

that Nebbiolo grape has, I couldn’t not get somehow 

involved in the conversation. I was thinking: before you 

say that, try to pair stinky strong flavor of the Gorgonzola 

cheese with a light well balanced Pinot Noir. Hm I don’t 

think you will have a chance to taste the wine there. 

Since we opened the cheese and wine topic allow me to 

go a little bit more in depth with the pairing here. Not 

a rule of thumb but a suggested pairing of the body of 

the wine and the age or flavor of the cheese might be as 

follow. Let’s assume we have a platter with a vast variety 

of fresh soft and creamy cheeses to aged, dry Pecorino 

Romano and Grana Padano cheese. A very chilled glass 

of Brut champagne will pair really well with a fresh Brie 

cheese, but not everyone likes dry and bubble wines. How 

about a nice crisp and light Sauvignon Blanc which also 

drinks fine with fresh cheeses but especially with goat 

cheese. You heard it right. To take a break from strong 

flavors and smooth transaction from white to red wines 

a glass of Pinot noir with a piece of mild cow cheese and 

if you let me pick I would say a nice Gruyere. Why am 

I coming with all animal names here?! For the simple 

reason that each of them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stronger or lighter in flavor. As we said earlier they have 

to be in harmony with the wine. This is also related with 

% of the ABV (alcohol by volume) of the wine. Usually 

wines with a 12% ABV and under are less intense so they 

match nicely with delicate flavor chesses and wine with 

14% ABV and above are more intense so they will taste 

better with more intensely flavored chesses. As chesses 

ages they loose water-content so the fat content increases 

and they become richer in flavor. So, for these types of 

cheeses would pair usually big bold wine like a Cabernet 

or a Montepulciano. If I had to pick a few those would be 

a nice piece of Parmigiano-Reggiano and Asiago. When 

it comes to a dry Sangiovese and especially for some 

of them that are really earthy, the aging process of the 

cheese become more specific. For the best pairing result 

we should pick some chesses that are aged at least for 

one year, and it can be either a nice Pecorino Romano, 

Provolone or the crown of the cheeses, the Grana Padano. 

Even though personally for me the Grana is like the coffee 

beans at a perfume store. You can fix your mouth with 

that with every wine at any time. Would you be surprised 

if I tell you that Italians after a nice meal have a small 

piece of Grana Padano as a desert? I am sure you are not. 

They do have the desert cheese plater and Grana is part 

of one of them. Talking about deserts: how about a port? 

I know that what I am about to say wont sound right but 

ports match perfectly with a stinky blue-veined cheese. 

How so? The sweetness of the fortified wines help balance 

the “funk” of the cheese and make it taste creamier. At 

the other had the “stink” of the cheese help balance the 

sweet of the wine. I can imagine the perfect harmony they 

pair together. This is like classic music for my ears! 

C U LT U R E  W I N E
Endrit  Lloshi

와인 전문가 | endrit@mdinvest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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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에 가치를 더하는 
치즈 셀렉션

단한 하루의 끝에 혼자 바에 앉아 질 좋은 바롤로 와인

(Barolo wine) 한 잔을 홀짝거리고 있던 때였다. 옆자리에서 누

군가 내 와인을 보더니 어느 치즈와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

야기를 넌지시 건넸다. 네비올로(Nebbiolo) 포도가 내뿜는 향

과 맛에 취해 혼자만의 시간을 한껏 즐기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그렇게 시작된 와인과 치즈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와인과 치즈는 함께 즐기면 서로의 가치를 더해주는 환상의 궁

합이다. 하지만 와인이든 치즈든 원료, 생산지, 숙성 기간 등에 

따라 그 종류와 맛이 너무도 다양한 탓에 최상의 궁합을 찾기

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우선 치즈가 염소 유로 만들어졌는지 우유로 만들어졌는지

에 따라 잘 어울리는 와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염소 유

의 경우 약간은 빳빳한 느낌을 주는 듯 가벼운 쏘비뇽 블랑

(Sauvignon Blanc)과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강한 맛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피노 누아(Pinot Noir) 한 잔과 우유 

치즈, 특히 그뤼 에르(Gruyere)를 추천한다. 

와인의 또한 ABV(Alcohol by Volume) 수치 역시 함께 곁들일 

치즈를 고르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 ABV가 

12% 이하인 와인은 강렬한 맛이 덜해 반대로 강한 맛을 내는 

치즈와 궁합이 잘 맞는다. 반면 ABV가 14% 이상인 와인은 가

벼운 느낌의 치즈와 잘 어울린다. 

치즈는 수분을 잃는 과정에서 숙성되기 때문에 숙성이 많이 

진행된 치즈일수록 지방 함량이 높아 맛이 더 풍부하다. 숙성

이 충분히 된 치즈, 특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Parmigiano-

Reggiano)나 아시아고(Asiago)와는 까베르네(Cabernet)나 몬

테풀치아노(Montepulciano)와 같은 바디감 좋은 와인이 잘 어

울린다.

드라이한 맛으로 유명한 산지오베제(Sangiovese)로 만든 와인

의 경우 함께 하는 치즈의 숙성 정도가 더 중요하다. 적어도  1

년 이상 숙성된 페코리노 로마노(Pecorino Romano)나 프로볼

로네 (Provolone), 혹은 치즈 중의 치즈로 불리는 그라나 파다

노(Grana Padano)가 좋은 조합을 이룰 수 있다. 

포트와인의 경우 냄새가 고약할 수 있는 블루치즈(Blue-

veined cheese)와 잘 어울린다. 강화와인 특유의 달콤함이 치

즈의 지독한 냄새와 밸런스를 잘 맞추고 치즈의 맛을 보다 크

리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와인과 치즈에 대해 이야기만 해도 마치 클래식 음악이 귓가에 

맴돌듯 입안에 그 향이 퍼지는 듯 감미로운 것은 기분 탓일까.

번역: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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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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