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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께,

Capgemini와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는 2010년도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액순자산(High Net Worth, HNW) 

시장을 심층 분석한 다섯 번째 연례 보고서로 올해로 발간 14주년을 맞이한 세계 부자 보고서의 성공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양 보고서는 고액순자산보유자(High Net Worth Individual, HNWI)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트렌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작업을 통해 작성한 것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아시아태평양 HNWI의 인구와 자산규모는 그 전 해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시아태평양 시장들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위기의 여파는 HNWI의 새로운 투자 

행태와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위기 우려가 해소되고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위기 이후 HNWI 자산 배분이 

어떻게 달라졌는 지를 조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산 배분 뒤에 숨겨진 HNWI 투자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다른 지역 HNWI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누가 관리하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정확히 이해하길 원하며 자신의 위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자문과 

투자 옵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니즈는 자산관리회사들에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시장 고유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HNW 고객 요구가 상품, 서비스 및 고객 서비스 모델에 주는 부담과 역내 자산관리 역량의 

부족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산관리회사들이 아시아태평양에 내재된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관리하고 새로운 

고객 중심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년 보고서를 여러분께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서의 통찰력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

Sallie  Krawcheck
President, Globa l Wealth & 
Investment  Management
Bank of America

Bertrand  Lavayssière
Managing  Director
Global  Financial  Services
Cap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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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부의 현황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는 위기 관련 감소분 만회 

 �홍콩과 인도는 가장 높은 HNWI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으며(각각 104.4%, 50.9%), 대만(42.3%)이 

그 뒤를 이으며 2008년 감소분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2008년에는 홍콩과 인도의 HNWI 인구가 

아시아태평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었다.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에서 최다 

HNWI 인구를 보유했다. 일본은 전체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의 54.6%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8

년의 56.8%에서 불과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역내 HNWI 인구와 자산의 편중 현상 여전 

아시아태평양 3대 시장인 일본, 중국과 호주는 2009

년 역내 HNWI 인구의 76.1%, 보유자산의 70.0%를 

차지했다(그림2). 전체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 및 

자산에서 일본과 중국이 통틀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도의 51.8%와 62.8%에서 70.4%와 64.6%

로 증가했다. 

 � 2009년 아시아태평양 고액순자산보유자(HNWI1)의 인구 및 보유자산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은 2008년에 비해 각각 25.8%와 30.9% 늘어났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는 3백만 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유럽을 따라잡았으며 보유자산은 총 9조

7000억 달러에 달했다. 

 � 2008년 전 세계에서 HNWI 인구 및 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홍콩과 인도는 2009년에는 가장 급속한 

증가세를 달성했다. 홍콩의 HNWI 인구는 무려 104.4%나 늘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며 인도의 

HNWI 인구는 50.9% 증가했다. 홍콩과 인도의 HNWI 보유자산은 부 창출의 동력인 시장과 경제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어 각각 108.9%와 53.8% 증가했다.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는 여전히 높은 편중 현상을 보였다. 전체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에서 일본, 중국과 

호주가 통틀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7.4%에서 2009년 76.1%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본과 중국은 

전체 아시아태평양 HNWI 자산의 약 65%를 보유했다.

아시아태평양 부의 현황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 및 자산 급증 

2008년 14.2% 감소했던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는 

2009년 25.8% 증가한 3백만 명을 기록하며(그림 1) 

처음으로 유럽을 따라잡았다. HNWI 보유자산은 9조

7000억 달러로 30.9% 늘어나며 2008년 감소분을 

모두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9조5000억 달러를 

기록한 유럽 HNWI의 자산 규모를 추월했다. 이러한 

회복세를 견인한 것은 부 창출의 동력인 시장과 

거시경제의 고성장이었다(‘2009년을 돌아보며’ 

참고).

2009년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홍콩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HNWI 

인구는 2009년 말에 이르러 2008년의 엄청난 

감소분을 모두 만회하며 2007년 수준을 돌파했다. 

 � HNWI 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3대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홍콩(108.9%), 인도(53.8%) 

그리고 대만(49.6%)이었다. 

1 고액순자산보유자(HNWI)란 주거용 주택, 수집품, 소비재, 내구재 등을 제외하고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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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시아태평양 시장별 HNWI 인구, 2006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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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든 수치는 반올림됨. “기타 시장” 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을 포함. 
자료: Capgemini Lorenz curve analysis, 2010

그림 2. 아시아태평양 시장별 HNWI 자산 분포, 2006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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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of Asia-Pacific HNWI Wealth by Marke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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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든 수치는 반올림됨. “기타 시장” 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을 포함. 
자료: Capgemini Lorenz curve analysi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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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단연 아시아태평양의 최대 HNWI 시장이다. 
2009년 말 일본은 단독으로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의 54.6%, 자산의 40.3%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기 둔화와 주식시장의 상대적 부진으로 
인해 일본 HNWI의 증가세는 역내 다른 시장에 비해 
완만했다. 일본의 증시 시가총액은 2009년 불과 
6.1%에 증가한 반면, 다른 아시아 시장들은 평균 
87.9%2나 늘어났다. 일본의 HNWI 인구는 170만 
명으로 20.8% 늘어나고 보유자산은 3조9000억 
달러로 22.4% 증가했다. 

중국의 HNWI 인구는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7만
7000명을 기록, 아시아태평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 경제가 8.6%의 고속 성장을 
구가하면서 증시 시가총액은 2009년 무려 100% 
이상 폭등했다. 

호주는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에서 세 번째로 많은 
HNWI 인구를 보유했다. 이는 전년도에 “대중 부유층
(mass affluent)”3으로 전락했던 많은 자산가들이 
HNWI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전체 
HNWI 인구의 91.1%가 최저 자산대(미화 1백만 달러 
- 5백만 달러)에 속하는 만큼 HNWI층의 진입과 
탈락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인도의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은 2009년 주가 급등 
덕분에 각각 50.9%와 53.8% 증가하며 2008년 
감소분 이상을 회복하였다. 2008년 64.1% 
폭락했었던 인도의 증시 시가총액은 2009년에 두 배 
이상 불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HNWI 자산 성장을 
견인한 최대 동력은 2009년 6.8% 성장한 인도 
경제의 저력이었다. 

대만의 HNWI 인구 또한 84.5% 급증한 증시 
시가총액에 힘입어 아시아태평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중 하나를 기록했다(42.3%).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대만과 중국 정부가 양안 무역∙투자 협력 
제고 및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금융 양해각서를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의해 촉진되었다.

홍콩은 견실한 증가에도 불구 

2008년의 기록적인 감소분 만회에 실패 

홍콩과 인도의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은 200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달성했지만, 어디까지나 
전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다음이었다. 인도의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은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지만, 홍콩의 경우 2009년 
말 HNWI 인구는 여전히 2007년 말 수준의 79%에 
그쳤다. 2008년의 급격한 감소분이 2009년의 
증가분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2009년 홍콩 HNWI의 회복은 부 창출의 동력인 주요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성장이 
견인했다. 홍콩의 HNWI 인구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이들 자산군의 가격 추이에 상당히 민감하다. 우선, 
보유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의 양대 자산군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홍콩 HNWI 
자산의 52%가 주식이나 부동산이었으며 6%는 
대안투자였다. 이들 3대 자산군 모두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HNWI 자산 수준의 
변동성도 높은 편이다. 

홍콩의 HNWI 인구가 높은 증감폭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상당수가 미화 1백만 달러 - 5백만 달러 
자산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8년 
자산가격 폭락으로 이 자산대에 속했던 많은 HNWI
들이 순식간에 “대중 부유층”으로 전락했었고, 
반대로 2009년 자산가격이 회복되자 금세 HNWI 
지위를 다시 획득했다. 

Ultra-HNWI 인구 및 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

아시아태평양의 Ultra-HNWI4 인구 및 보유자산은 
2009년 각각 36.7%와 42.6% 증가하며(그림 3) 
전체 HNWI 인구의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2009년 말 Ultra-HNWI가 전체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그치며 세계 
HNWI 대비 Ultra-HNWI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전체 아시아태평양 HNWI 자산의 24.5%를 
보유했다. 이는 세계 평균치인 35.5%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과거 평균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일본과 
중국은 통틀어 아시아태평양 Ultra-HNWI의 57.0%
를 차지했다. 

2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2010; Capgemini analysis, 2010 

3 “대중 부유충(mass affluent)”란 10만 달러와 100만 달러 사이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람. 

4 초고액순자산보유자(Ultra-HNWI)란 주거용 주택, 수집품, 소비재, 내구재 등을 제외하고 3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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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부의 현황

향후 중국과 인도의 HNWI는 아시아태평양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전망 

신흥아시아(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는 
아시아태평양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2009년을 돌아보며’ 참고). 이들 국가의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은 2009년 각각 33.2%, 
40.4%의 고성장을 구가했다. 향후 중국과 인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반의 시장 및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감안할 때 중국과 인도 양국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HNWI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HNWI의 전체 자산에서 
개인사업과 소득이 압도적인 비중(73%)을 차지하는 
만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여건 개선은 
HNWI 의 성장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역내 다른 국가의 경우 신흥선진아시아(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는 주로 홍콩과 대만 덕분에 2009
년 가장 높은 HNWI 인구 및 자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각각 40.4%, 49.2%). 그러나 향후 신흥선진경제의 
HNWI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하고 신흥 아시아로부터 
추월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아시아(호주, 일본, 
뉴질랜드)의 HNWI 인구 및 자산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지만, 역내 다른 국가보다 더딘 속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2009년 선진 아시아의 HNWI 인구 
및 자산은 각각 21.9%와 23.8% 늘어났다. 

그림 3. 자산대별 HNWI 인구, 2008 - 2009년 (세계 및 아시아태평양) 

자료: Capgemini Lorenz curve analysis, 2010

인구규모 2009
HNWI 인구 증가율 

2008-2009
HNWI 자산 증가율 

2008-2009
총 HNWI 자산 대비 

% 2009

세계 
아시아
태평양 

세계 
아시아
태평양 

세계 
아시아
태평양 

세계 
아시아
태평양 

9만
3100명 
(0.9%)

1만
9600명 
(0.6%)

19.4% 36.7% 21.5% 42.6% 35.5% 24.5%

89만
6900명 
(8.9%)

24만
900명 
(8.0%)

18.4% 31.9% 18.3% 32.0% 21.9% 23.9%

905만
3400명 
(90.1%)

276만
1900명 
(91.4%)

16.9% 25.3% 17.1% 25.9% 42.6% 51.6%
1백만 달러 - 5백만 달러  

“이웃집 백만장자”

5백만 달러 - 3 천만 
달러 “중간급 백만장자”

3천만 
달러 이상 

Ultra-HN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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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egional Data,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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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돌아보며

2009년을 돌아보며: 아시아태평양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도 회복력 과시

2009년 아시아태평양은 성장 지속, 
다만 2008년에 비해 성장 속도 둔화

2009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은 

세계 GDP 위축에도 4.6% 성장

2009년 세계 GDP가 2.0% 감소했음에도 

아시아태평양은 전체적으로 놀라운 회복력을 

과시했다.6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은 4.6% 

성장해 2008년의 5.6%에 비해 둔화했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이다. 그러나 

사실상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신흥아시아로,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는 각각 8.6%와 

6.8%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7 역내 다른 

국가들은 실제로 경제가 위축되었는데, 신흥선진경제 

4개국 가운데 3개국이, 선진아시아 3개국 중 2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그림4).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상당수 시장에서 수출 둔화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선진아시아의 수출은 

2009년 19.5% 감소하며 9.0% 줄어든 역내 다른 

국가 보다 높은 감소폭을 나타냈는데,8 이는 

선진아시아가 경기가 악화 중이던 선진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미국과 유럽발 자동차 수요 위축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출은 2009년 24.1%나 급감했다. 인도와 중국은 

다변화된 수출시장과 대규모 내수시장 덕분에 2009

년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생산이 

증가했다.

 � 2009년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집중 부각되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은 

놀라운 회복력을 과시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는 각각 8.6%와 6.8%라는 견실한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내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5 실제로 신흥아시아의 GDP 는 2009년 7.4% 성장하며 세계 다른 

지역의 성장세를 월등히 능가했다.

 �각국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전 세계에 걸쳐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었다.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이 5860억 달러의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을 단행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는 

미국의 경기부양책(7870억 달러)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 2009년 부 창출의 동력인 주요 시장들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 금융위기 우려가 해소되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아시아태평양의 증시 시가총액은 73.6% 급증했으며, 이에 비해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47.1% 증가했다. 중국,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증시 시가총액은 2009년 한 해 동안 각각 두 배 

이상 뛰었으며 2009년 상반기 선진국들이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신흥시장들은 

전반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구가했다. 

 � 2010년과 2011년 아시아태평양은 상대적인 내수 호조와 역내 수출 회복이 선진시장에 대한 수출 위축을 

상쇄해주면서 세계 경제 보다 빠른 성장세를 달성할 전망이다. 신흥아시아와 신흥선진아시아의 GDP 

성장률은 각각 위기 이전 수준인 8.9%와 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은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지만, 다만 회복의 성격은 시장 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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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Effects of Fiscal Stimulus: A Cross-Country Perspectiv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September 10, 2009

10 “Emerging Stronger from the Crisis,”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2010, Volume 1

11 “The Effects of Fiscal Stimulus: A Cross-Country Perspectiv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September 10, 2009

1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s, February and April 20100

13 위와 동일 

2009년을 돌아보며

그림 4. 실질 GDP 성장률, 2008 - 2010년(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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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al GDP Growth Rates, 2008-2010F

(%)

a  “신흥아시아”, “신흥선진아시아”, “선진아시아” 분류는 국제통화기금 정의 기준.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June 2010

아시아태평양은 위기 여파 차단을 위해

글로벌 경기부양책 대열에 동참 

상당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2009년 글로벌 경기부양책 대열에 동참했다. 

가장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GDP의 2.6%

에 달했으며9 중국 정부의 투자 규모는 2008년 GDP

의 6% 가까이10 확대되며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 회복세를 지속시키고자 

GDP의 약 3.0%에11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단행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은행부문을 지원하고 은행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2009년 초 173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했다.12 현재는 2010년 말까지 지원금이 

연장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역내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과 기업들이 

저리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09년 내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통화 부양책을 실시했다. 

일례로 일본,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는 2009년 한해 

동안 저금리를 유지했으며 현재까지 금리 인상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자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의식한 

이들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해외수요 위축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낮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시장심리와 성과가 호전되면서 

신속히 긴축통화 기조로 선회했다. 2009년 4분기와 

2010년 1분기에 이르러 호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역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 성장이 2010년에도 가속화될 조짐을 

보인다면 일부 신흥국 정부는 재정∙통화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철회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정부는 급속한 신용 팽창이 자산가격 버블과 경기 

과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13 

실제로, 대규모 자본유입으로 몇몇 국가에서 이미 

자산버블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과 세계 경제 회복의 완만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본 유입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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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돌아보며

14 총저축 = GDP - [민간소비 + 정부소비]

1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egional Data, June 2010

16 위와 동일

17 MasterCard Worldwide Index of Consumer Confidence,  

http://www.masterintelligence.com, accessed May 2010

18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egional Data, June 2010

19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market capitalization statistics,  

http://www.world-exchanges.org/statistics, accessed March 2010

20 MSCI Global Indexes for Select Regions, www.mscibarra.com, January 1, 

2009 - December 31, 2009

21 “Global Property Guide,” 2008 12월부터 2009 12월까지 월별 상승률에 물가상승률 

감안. 

22 위와 동일

2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총 저축률은 소폭 하락

2009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의 GDP 대비 
총저축14 비율은 38.5%에서 38.3%로 하락했다.15 
주된 원인은 경제 위기의 피해를 막고자 경기부양책이 
투입되면서 정부지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체로서 저축률의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을 
자랑했다. 그러나 저축률의 하락폭은 신흥아시아나 
신흥선진아시아 보다 선진아시아(-16.5%)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선진아시아의 투자 재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009년 민간소비 증가 둔화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9년 아시아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총 민간소비 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중국과 인도가 다른 
지역의 소비 위축을 모두 상쇄했기 때문이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의 민간소비는 3조9000
억 달러에서 4조1000억 달러로 늘어났지만, 
아시아태평양이 전체 세계 민간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4%에 불과했다.16 그럼에도 
아시아태평양의 민간소비는 견실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2년 연속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의 소비자 신뢰도는 2009년 하반기에 
이르러 낙관적인 고용 전망 덕분에 급격하게 
개선되었다.17 그때 이후로 기업 및 개인 소비 심리는 
호조세를 이어왔으며 특히 인도와 중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강세를 보이며 소매판매와 기업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각국 정부도 성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의 
실질 정부 지출은 2008년 1조 달러에서 2009년 1조 
1000억 달러로 10% 증가했다.18 

아시아태평양은 시장을 비롯한 
부 창출 동력의 회복을 선도

아시아태평양 부 창출의 동력인 주요 시장들은 2008
년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2009년에는 뚜렷하게 
회복되었다. 주요 자산군 중에서도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크게 반등했다. 지난 일년 간 아시아태평양에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시장 추이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기 우려의 해소로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증시 시가총액은 2009년 16조 달러로 

무려 73.6% 증가했다.19 이는 2008년의 53.5% 

감소에서 크게 회복된 수치이다(그림5). 2009년 

아시아태평양의 시가총액 회복은 중국,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이끌었으며 47.1% 늘어난 

세계 증시 시가총액의 회복을 월등히 능가했다. 

역내 신흥시장들은 전반적으로 눈부신 성적을 

올렸으며(34.1%20), 심지어 2009년 상반기 

선진시장이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장을 시현했다. 성장 속도는 선진시장이 급속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던 하반기에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시아태평양의 증시 시가총액은 2009년 

말에 이르러 위기 이전 수준을 만회한 반면, 세계 

증시는 2008년에 기록한 5년 어치의 손실 가운데 3

년 어치 만을 회복했다.

 �위기 동안 가파르게 하락했던 주택가격은 

아시아태평양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복되었다. 

홍콩은 중국 본토 매수자들의 대규모 유입에 힘입어 

2009년 20.8%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21 

중국의 경우 정부가 2007년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많은 정책(과세, 대출 등)들을 

철회하면서 주택가격과 판매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늘어난 투자수요도 중국 뿐만 아니라 18.3%22 오른 

대만의 주택가격 상승에도 한 몫을 했다. 호주 또한 

투자자 활동이 늘어나고 제 2∙3의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반등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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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ow Jones, Dow Jones Global Select REIT Index, http://www.djindexes.com, accessed February 4, 2010
25 “Emerging Stronger from the Crisis,”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2010, Volume 1
26 위와 동일

27 David Green-Morgan, DTZ Research, “Investment Market Update Asia-Pacific, Q1 2010”
28 Eurekahedge Hedge Fund Indices, http://www.eurekahedge.com/indices/default.asp, accessed May 10, 2010
29 Saeed Azhar and Parvathy Ullatil, “Seeking Less Scrutiny, Hedge Funds Flock to Asia,” Reuters, May 17, 2010

그림 5. 국가별 증시 시가총액의 증감률, 2007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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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ercentage Change in Equity-Market Capitalization by Country, 2007-2009

자료: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June 2010

다우존스 Global Select 지수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총 32.2%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83.7%로 역내 최고 수익률을 
올렸다.24 아시아태평양 부동산 시장(상업용∙주거용)
은 수요 회복에 힘입어 2010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자본유입과 신용여건 완화는 2010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그 중에서도 신흥선진경제와 
베트남의 부동산 거래와 가격을 끌어올렸다.25 특히 
중국 대도시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2010년 2월에 
이르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이미 30% 가까이 
올랐다.26 한편, 아시아태평양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2009년 4분기 282억 달러에서 2010년 1
분기 386억 달러로 37% 증가했으며 특히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들 시장을 
다소 경계하고 있다. 

��아시아�헤지펀드들은�세계�평균보다�높은�수익률을�

올렸다. 유레카헤지 아시아 헤지펀드 지수

(Eurekahedge Asian Hedge Fund Index)는 

2009년 연환산 26.7%의 수익률을 기록, 같은 기간 

19.7%의 수익률을 올린 글로벌 헤지펀드 지수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28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 

헤지펀드의 증가세는 규제를 비롯한 각종 

시장장벽으로 인해 다소 제한되어왔지만, 이들 

펀드의 우수한 성과와 신흥시장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증가로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규제당국이 선진시장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펀드매니저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리면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29 

��달러화는�2009년�한�해�동안�변동성을�이어갔다. 

2009년 1분기 주가 하락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달러화를 

사들였다. 그러나 4월에 이르러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달러화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달러화 

약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미국의 경제 회복으로 인해 

가중되었다. 2009년 3분기에 이르자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기 시작한 반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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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기준금리를 여전히 제로수준에 유지했다. 

저금리 자금 조달에 자극 받은 투자자들은 달러화를 

빌려 주식, 금, 원자재, 외화 등을 매입했다. 그러나 

연말에 이르러 달러화는 브라질 헤알화(-25.2%), 

캐나다 달러화(-14.3%), 영국 파운드화(-9.9%) 등 

주요 통화에 대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30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 통화(일본 엔화, 베트남 

동화, 홍콩 달러화 제외)들도 2009년 자본 유입 

증가세와 현지 채권 수익률의 급락으로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31 

 �원자재 가격은 2009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008년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지는 못했다. 

다우존스-UBS 원자재 지수(DJUBS)는 2009년 

18.7% 오르며 2008년에 기록한 36.6% 하락 

가운데 일부만을 회복했다.32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수요를 견인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헤징이 늘어나면서 2009년 금속을 중심으로 

원자재는 강세를 나타냈다. MSCI 일본 제외 아시아 

원자재 생산국 지수는 89.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33 구리 가격은 산업수요 급증으로 무려 

139.0% 치솟으며 연말 파운드 당 3.3275 달러로34 

마감했는데, 이는 2008년 고점을 약 18% 밑도는 

수준이었다. 은 가격은 2009년 말까지 꾸준히 

오르며 총 57.5% 상승했다.35 자동차 업계의 수요 

호조로 촉매변환장치에 사용되는 플래티넘과 

자동차 전지에 사용되는 납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높아졌다. 플래티넘 가격은 연말 온스 당 1466 

달러로 63.3% 올랐으며36 납 가격은 미터톤 당 

2416 달러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에서는 2010년 원자재값 강세와 중국 

중심의 견조한 수요를37 바탕으로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자원 부국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금값은� 광범위한� 투자자� 수요에� 힘입어� 급등했다. 

금값은 2009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오르며 총 26.9% 

상승했다.38 지난 12월 초 온스 당 1212 달러까지 

올랐던 금값은 차익실현으로 연말 온스 당 1104 

달러로 하락 마감했다.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 

금에 대한 산업 및 주얼리 수요는 2009년 각각 

16.0%와 20.0% 감소했다.39 그러나 펀드와 

개인투자자 모두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에 대비한 

헤지를 모색하기 위해 금을 대거 매입했다. 특히 

수십년 간 금을 매도해온 중국과 인도 중앙은행은 순 

매수로 돌아섰다. 2009년 세계 2위 금 소비국이었던 

중국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감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향후 몇년 간 금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40 인도의 

주얼리 수요도 2009년 4분기에 137.8 미터 톤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했다.41 

2010년 상반기 강세를 이어갔던 금값은 연말 전 세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가는 2009년 말 배럴 당 79.4 달러로 마감하며 한 

해 동안 총 78.0% 상승했다.42 연초 하락세로 

출발했던 유가는 금융위기 우려가 해소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글로벌 경제 흐름을 가까이 

따라갔다.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의 장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향후 원유 

수요 전망은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 중 하나이지만, 전체 원유 수요 중 

비축분으로 유용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가 

정확하지 않다. 중국은 또한 미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중국의 경기 부양책 투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녹색 투자”에 해당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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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년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성장세는 

세계 경제를 추월할 전망

2010년과 2011년 아시아태평양은 상대적으로 강한 
내수시장과 역내 수출 회복이 선진시장에 대한 수출 
위축 여파를 상쇄해주면서 세계 경제 보다 빠른 
성장세를 달성할 전망이다. 

중국은 향후 몇년 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민간소비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0년 중반 중국정부는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위안화가 다른 
통화에 대해 얼마나 절상될 지 또한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구매력과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투자와 기술개발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의 고용수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역내 
실업률은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높지만, 세계 평균치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2009년 역내 실업률은 
동아시아 4.4%,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5.6%, 
남아시아 5.1%로 당초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다.44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의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법과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 신흥아시아와 
신흥선진아시아는 각각 8.9%와 6.6% 성장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아시아가 역내 경제 성장과 
산업생산 확대를 선도할 전망이다. 한편, 선진아시아는 
2010년 2.8% 성장하는 데 그치며 다른 역내 
경제보다 훨씬 더딘 속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 

2010년 중국의 실질 GDP는 9.9%45 성장하며 
아시아태평양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은 2009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프라 지출 확대와 부동산 
투자 활성화가 견인하고 있다. 통화완화 정책 또한 
일찍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중국은 2010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긴축기조로 선회해왔으며 

지속적인 긴축통화는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급속한 GDP 성장세는 2011
년에 8.3%로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46 향후 중국은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민간소비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달리 인도의 경제 성장은 민간소비 및 투자 
급증을 바탕으로 2010년 7.8%, 2011년 8.1%47 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도중앙은행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과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통화긴축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의 기업 전망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며 
이에 따라 향후 세계 각국 기업과 민간투자가 
아시아태평양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이 일부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경우 
향후 투자 전망이 위기 이전 만큼 밝지 않지만, 중국과 
인도의 향후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 체력 덕분에 
2009-13년 기업 전망은 2004-08년에 비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관측된다.48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부각시켜주었고 아시아태평양이 세계 다른 지역의 
경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한 회복력을 
과시했으며 앞으로도 견조한 민간수요, 강한 역내 
무역, 소비 호조 등이 수출 위축 여파를 상쇄해주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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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HNWI의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27%로 전년도의 23%에서 늘어났다. 

역내 HNWI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가고 주식 가치가 특히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역내 주요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면서 아시아태평양 HNWI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22%에서 26%로 

증가했다.

 �아시아태평양 HNWI의 현금 보유 비중은 2008년 29%에서 2009년 22%로 하락했다. 그렇더라도 이는 

여전히 세계 평균치인 1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장기 추세에 가깝다. 다만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매입했던 일부 현금 자산을 청산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은 하락했다. 채권은 전체 

자산의 20%만을 차지하며 전년도에서 제자리를 유지했다. 이는 세계 평균치인 31%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지만, 장기 추세와 일치한다. 

 � 2009년 아시아태평양 HNWI은 여전히 역내 투자 비중이 높았지만, 역외 투자 비중도 전년도의 33%에서 

36%로 늘어났다. 중국과 인도의 역내 투자 비중은 고도의 시장 및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각각 전체 자산의 

85%와 82%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 HNWI들은 투자 지역이 매우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했다. 

 � 2011년에는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은 증가하고 

현금과 부동산의 상대적 투자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에서 투자 수익과 기회를 모색하면서 역내 투자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2009년 말 주식과 부동산은  
아시아태평양 HNWI 자산의  
절반 이상 차지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2009년 말 전체 자산의 
53%를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보유했다(그림6). 이는 
한 해 동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자산가치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비중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금융위기 당시 현금 중심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역전되었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 특히 신흥시장의 
저력으로 역내 HNWI들의 자산 배분은 2009년 말에 
이르러 눈에 띄게 달라졌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역내 증시 활황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자산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아시아태평양 HNWI 전체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에서 2009년 

말 27%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세계 

HNWI의 평균 주식 투자 비중인 2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역내 부동산 시장 붐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자 비중은 26%로 주식과 

맞먹는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 투자 비중은 

전년도의 22%에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치인 18%를 훨씬 웃돌았다. 

 �현금 자산의 비중은 29%에서 22%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치인 17%를 상회했다. 

아시아태평양 HNWI들 은 경제와 금융환경이 

불확실한 시기에 유동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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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시아태평양 HNWI의 금융자산 구성, 2006 - 2011년(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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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reakdown of Asia-Pacific HNWI Financial Assets, 2006-2011F

(%)

a 구조화상품, 헤지펀드, 파생상품, 외화, 원자재,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포함
b 상업용 부동산, 리츠, 주거용 부동산(1차 거주용 제외), 미개발 부동산, 농지 등 포함.

주: 반올림으로 인해 전체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s, March 2007, April 2008, March 2009 and March 2010

 �아시아태평양 HNWI의 채권 보유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평균치인 31%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채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투자 기회가 다른 

선진시장만큼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 강세로 

HNWI의 투자 비중 증가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특히 중국, 인도 
등 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HNWI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뛰었다(‘2009년을 돌아보며’ 참고). 이는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7년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 대만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HNWI의 주식 투자 
비중은 19%에서 20% 정도로 비교적 낮았는데, 이들 
나라의 채권시장은 선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HNWI들은 전통적으로도 주식보다 채권과 부동산 
투자를 선호해왔다. 특히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2009
년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2009년 불과 6.1% 상승에 그친 
만큼 강한 매수세를 끌어당기지 못했다. 

HNWI의 주식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그림 7) 2009년 말 기준으로 전체 HNWI 자산의 
42%가 주식이었으며 다음으로 인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32%). 중국 HNWI들은 국내시장이 
지속적으로 해외시장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국내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2009년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13% 포인트 확대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HNWI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이었다. 
한편, 인도 HNWI들은 자산가격 상승과 경제 성장에 
고무되어 주식 투자에 몰려 들었다. 2009년 인도 
GDP는 7% 가까이 성장했으며,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와 
봄베이 증권거래소의 총 시가총액은 2009년 말 2조

531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아시아태평양 Ultra-HNWI들의 주식 투자 비중

(30%)은 역내 전체 HNWI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처분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 위험과 수익을 

추구하는 이들의 성향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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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시아태평양 시장별 HNWI의 금융자산 구성,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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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Breakdown of Asia-Pacific HNWI Financial Assets by Marke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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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화상품, 헤지펀드, 파생상품, 외화, 원자재,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포함
b 상업용 부동산, 리츠, 주거용 부동산(1차 거주용 제외), 미개발 부동산, 농지 등 포함.

주: 반올림으로 인해 전체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s, March 2007, April 2008, March 2009 and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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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WI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 또한 2009년에 현저히 
늘어났다. 역내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거나 
다시 회복됨에 따라 부동산은 아시아태평양 HNWI의 
전체 자산에서 26%를 차지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HNWI의 전체 부동산 

자산 가운데 주거용 부동산이49 차지하는 비중은 

59%에서 60%로 소폭 증가했다. 일본을 포함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투자 비중은 53%였다. 역내 

상당수 국가에게 있어 주거용 부동산은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로 인해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투자로 간주된다. 아시아태평양의 고가 주택 가격은 

2009년 17.1%50 상승했으며 홍콩, 상하이, 베이징 

등의 경우 무려 40%51 이상 뛰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52 중국 HNWI의 전체 

부동산 자산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무려 70%나 

차지하는 등 특히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상업용 부동산은 아시아태평양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내 전체 HNWI의 경우 24%)은 여전히 세계 

평균치인 27%에 못 미쳤다. HNWI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상대적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58%), 소유주 친화적인 임대제도, 

안정적인 공실률 등과 같은 시장 고유의 특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에 대한 투자는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리츠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고 모든 나라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싱가포르와 홍콩은 

통틀어 아시아태평양 전체 리츠 시가총액의 91%를 

차지했으며 일본 HNWI의 리츠 투자 비중은 

역내에서 가장 높았다(전체 부동산 자산의 23%).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리츠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리츠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는 리츠를 통해 부동산 

직접 투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투자자들은 리츠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53 또한 아시아태평양 

리츠는 2009년 경제 여건 개선과 확장적 신용 

여건이 부동산 시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S&P 아시아태평양 리츠 벤치마크 

지수는 2009년 총 36.0% 상승하며 33.7% 오른 

S&P 글로벌 리츠 지수 보다 다소 높은 성과를 

거뒀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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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Rupiah Is Asia’s Top Performing Currency for 2009 as Growth Draws Investors,” Jakarta Globe, January 1, 2010

56 Asia Set to Grab a 5th of Global Hedge Fund Flows,” Reuters, March 1, 2010, 

 http://www.reuters.com/article/idUSTRE6201HJ20100301

그림 8. 아시아태평양 HNWI의 지역별 자산배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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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Breakdown of Asia-Pacific HNWI Geographic Asset Allocation by Marke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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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반올림으로 인해 전체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s, March 2007, April 2008, March 2009 and March 2010

아시아태평양 HNWI의 대안투자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

아시아태평양 HNWI의 대안투자 비중은 2008년 
전체 포트폴리오의 6%에서 2009년 5%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는 세계 평균치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아시아태평양의 대안투자는 구조화 
상품과 외화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펀드 등 다른 상품들은 
정부규제로 인해 시장 발전이 지연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외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들 대안투자의 위험에 익숙치 않거나 불편해 하는 
탓에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구조화 상품은 아시아태평양 HNWI의 전체 대안 투자 
가운데 23%를 차지하는 등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안투자로 꼽혔다. 일본 HNWI의 경우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잠재 수익이 더 높은 
다양한 투자 기회들을 적극 모색하기 때문에 구조화 
상품의 상대적 비중(33%)이 높았다.

외화 또한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선호하는 
대안투자였다. 전체 대안투자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24%로, 세계 HNWI의 평균치인 
13%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역내 
HNWI들은 현지 통화 변동성에 대한 헤지로서 외화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외화 투자 비중은 특히 
인도네시아 HNWI에서 높게 나타냈는데(46%),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2009년 달러화에 대해 
16% 상승하는 등 다른 모든 아시아 통화 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55 

아시아태평양 HNWI의 헤지펀드 투자 비중(전체 
대안투자의 14%)은 세계 HNWI 평균(27%)을 대폭 
하회했다. 아시아태평양에서는 규제를 비롯한 각종 
장벽으로 인해 헤지펀드 선택의 폭이 좁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전체 헤지펀드 자산의 
10% 미만을 차지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헤지펀드들은 2009년 40% 가까이 증가하며 미국과 
유럽 헤지펀드의 성장세를 능가했다.56 이러한 성과가 
지속된다면 아시아태평양 HNWI들도 향후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아시아태평양 HNWI는 

여전히 역내 투자 선호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2009년 전체 투자 가운데 
64%를 역내 시장에 투자했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지역, 특히 중남미와 중동의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했다. 그 결과, 역내 투자 비중은 3% 
포인트 하락했다(시장별 자료는 그림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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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HNWI의 
주요 자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09년 말 
부동산은 아시아태평양 HNWI 포트폴리오의 26%를 
차지했는데, 전년도의 22%에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치인 18%도 크게 웃돌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2009년 부동산 가격 회복이 
투자를 자극한 게 사실이지만 이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에 불과했다. 

아시아태평양은 투자 상품 선택의 폭이 북미나 유럽의 
선진시장에 비해 제한적인 탓에 HNWI들은 흔히 
전통적인 부동산(“직접” 투자)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자산을 금융투자의 중요한 수단으로 추구한다. 또한 
부동산은 아시아태평양 HNWI들에게 친숙한 시장에 
투자하는 동시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은 
세계 다른 지역들과 달리 아시아태평양의 부동산 
시장은 국내 및 역내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시아태평양 부동산은 2009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 
하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크게 회복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과 인프라에 
재정지출이 투입된 것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히려 중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버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역내 
각국 정부가 자국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값 상승이 본격적인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 
싱가포르 등 몇몇 정부는 이미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아래 참고). 

그러나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태평양 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여건에서부터 정부규제, 자본비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HNWI들은 금리, 규제 등과 같은 국내시장 여건과 
임대차법과 같은 세부 요인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 
유형을 더 선호한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의 부동산 
시장은 나라별로 매우 상이하며, 그 결과 투자 
관심도도 각기 다르다. 

부동산은 2009년 아시아태평양 HNWI의 
투자 선호 대상 

2009년 아시아태평양 HNWi는 주식과 부동산 선호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HNWI의 전체 역내 투자 
가운데 중국, 홍콩과 인도는 각각 36%, 19%, 10%를 
차지했다. 이들 주식시장은 2009년 조기 반등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일본 HNWI들은 
여전히 국내 투자(전체 역내 투자의 63%)를 
선호했지만, 아시아태평양에서 가장 지역적으로 
다변화된 투자 성향을 보였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시장은 더딘 경기 회복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HNWI 자산에서 불과 28%만을 차지하며 1%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1년 아시아태평양 HNWI의 주식 및 채권 

비중은 늘어날 전망 

2011년에는 아시아태평양 HNWI 전체 자산에서 
주식과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와 25%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HNWI들의 강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욕구가 투자 비중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HNWI들이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청산하고 가격 급등 후 차익 실현을 모색하면서 
부동산의 상대적 비중은 18%로 8%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특히 중남미와 중동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서 투자 수익과 
기회를 추구하면서 역내 투자 비중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중남미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9년 전체 자산의 6%에서 2011년 9%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은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분산 투자를 
유지하고자 함에 따라 2009년도 수준(각각 19%와 
9%)에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92010 AsiA-PAcific WEALTH rEPorT

그림 9. 아시아 부동산 시장 – 투자 관심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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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부동산 투자 수익률(%), 2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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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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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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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국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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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심 점수는 높지만, 
투자 수익은 낮은 시장 

투자 관심 점수도 높고 
투자 수익도 높은 시장 

금융위기는 특히 일본 
경제를 강타하며 
부동산 개발 및 매매 
관심을 저하시켰다. 

최근 가격 급등으로 정부가 
부동산값 상승 억제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의 부동산 
투자 관심은 줄어들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투자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이미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투자 
관심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사에서 지난 3년간 
인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반영했다. 금융위기로 
인해 인도의 평균 
수익률은 좌측 끝으로 
쏠리게 되었다. 5년 단위 
연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인도의 
부동산 투자 성과는 
상대적으로 좋으며 
우측에 해당했을 것이다.   

주: (a) *인도의 연평균 수익률은 통계 부재로 지난 3년 간의 자료를 이용함 (b) 각 아시아 시장별 연평균 부동산 수익률(%)은 S&P Global Property Index 기준
자료: Capgemini analysis, 2010; S&P Global Property Index, “S&P Indices Market Attributes, Q4 2009”

아시아태평양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은 나라별로 상이 

그림 9는 지난 5년 동안 아시아태평양의 나라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과 수익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 상품 및 자본 가용성, 정부정책, 규제, 
거시경제 요인 등 부동산 투자 관심을 좌우하는 

다양한 요인별로 점수를 매겼다. 

그림 9는 아시아태평양 각 부동산 시장의 상대적 
규모(‘버블’의 크기는 시가총액을 나타낸다)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 및 수익(각각 y축과 x
축)을 보여준다. 놀랍지 않게도 홍콩, 일본, 호주와 
중국이 부동산 투자 관심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만 
시장별로 관심 수준은 눈에 띄게 달랐다. 주요 
시장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중국의 2009년 부동산 시장 회복은 역내 다른 

시장에 비해 훨씬 두드러졌다.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개혁은 부동산값 상승에 기여하며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국내수요를 부추겼다. 중국 

HNWI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08년 불과 18%

에서 2009년 말 27%로 증가하며 아시아태평양 

HNWI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중국정부는 부동산 매매를 촉진 혹은 억제하기 위해 

과세, 대출, 투자, 주택 정책 등을 통해 국내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2009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인 

정책을 도입했지만, 그해 12월에 가서는 위기 

이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을 때 

실시했던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 나아가 중국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복잡성과 비용을 증대시키는 규제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중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은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홍콩은 매우 단순하고 자유화된 부동산법과 

중국 본토에 비해 훨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자랑한다. 실제로 2009년 홍콩의 주택 가격 

급등에는 중국 본토 부유층의 매수세가 한 몫을 

했는데, 이들은 홍콩의 전체 고급주택 구입의 18.1%

를 차지했다.57 자산 버블을 우려한 홍콩 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격 급등에 대응했으며 

이외에도 고급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지세를 

인상했다.58 그러나 넓은 관점에서 볼 때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제한적인 공급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57 Property Wire, “Wealthy Chinese Snap Up Luxury Property in Hong Kong,” February 5, 2010
58 Joyce Li, “Luxury Property Buoyant in Hong Kong,” Wall Street Journal, March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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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Property Wire, “Demand Soaring in Singapore Real Estate Market,” March 17, 2010
60 Globa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Jones Lang Lasalle, 2010

61 Globa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Jones Lang Lasalle, 2010; Global Property 
Guide, “The State of Japan’s Real Estate Market,” October 29, 2009; NuWire Investor, 
“Japan Unveils New Stimulus To Boost Struggling Economy,” December 09, 2009

있다. 홍콩 부동산 시장이 국내, 아시아태평양 및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만큼 

투자 관심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시장 또한 투명하고 선진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정치∙사회적 환경도 투자 매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기발 부동산 경기 하강 이후 

가격이 다시 회복되면서 싱가포르 HNWI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4%에서 2009년 말 34%로 뛰었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직접 투자는 진입 장벽이 낮아 아시아태평양 

HNWI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싱가포르의 리츠 시장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리츠는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중국처럼 싱가포르도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과 인지세를 인상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취했다.5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성을 감안할 

때 투자 관심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되는 만큼,60 해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이다. 최근에는 국경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도입되었다. 위기 당시 

호주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인프라 관련 지출을 확대했다. 2009년 말 

부동산 자산은 호주 HNWI 자산의 40%를 차지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이는 2007년 

말의 28%에서 증가한 것이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주택 공급 부족을 감안할 때 향후 

호주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만의 부동산 투자는 2009년 말 전체 HNWI 

포트폴리오의 23%를 차지하며 전년도의 15%에서 

늘어났다. 대만의 부동산 투자는 통화완화와 역내 

경제 여건 개선 외에도 대만과 중국이 양안 교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양해각서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만정부가 현재 과도하게 오른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가격 억제에 들어가면서 향후 부동산 투자 

관심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저금리, 외국인 소유 제한 폐지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지원 대책에 힘입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규모도 크고 선진화되어 

있지만, 경제 성숙도에 비해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투자 관심을 저해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금융위기로부터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과 매수 관심이 저하되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이 냉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61 

결론: 부동산은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부터 아시아태평양 HNWI
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부동산 투자 비중을 확대해왔다. 부동산은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HNWI의 주요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HNW 투자자들은 분산투자와 
위험 조정 수익의 최적화를 추구함에 따라 갈수록 
어드바이저들과 자산관리회사들에게 부동산 자산 

관리와 전체 포트폴리오와의 통합을 기대할 것이다.

HNW 투자자들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해하고 이를 
위험 분석 과정에 완전히 통합하고자 함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들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3
대 부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상품 혁신. 자산관리회사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 접근성, 자문,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파이낸싱 영역을 넘어 부동산 사모펀드, 

펀드오브펀드 등 간접투자 기회를 관리하는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들은 

중요한 투자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혁신과 접근성을 

제공하는 한편, 각국 규제 및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야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요가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임에 따라 일부 대형 

글로벌 기관들은 부동산 투자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및 지역 회사들은 부동산 상품 확보 가능성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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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sian Public Real Estate Association (APREA), 2010 – 호주 통계 불포함 

63 Michael Plummer and Jeff Rabin, Artvest Partners, interviewed by Capgemini, New York, April-June 2010
64 세계부자보고서 시리즈에서 조사된 애호품 투자 유형

65 Michael Plummer and Jeff Rabin, Artvest Partners, interviewed by Capgemini, New York, April-June 2010

 �전문화. 자산관리회사들은 전문가와 어드바이저들을 

자문∙상품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시켜야 한다. 

어드바이저들은 또한 규제, 세금 등을 비롯한 각 

시장별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관련 분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자문사와 현지 컨설팅 회사 

간 전략적 제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리츠. 아시아 리츠 시장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지만, 

시장 규모는 2001년 20억 달러에서 2009년 무려 

700억 달러로 성장했다.62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리츠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시장의 규제완화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자산관리회사들은 

보다 선진화된 리츠 시장의 전문지식을 아시아태평양 

사업에 전수하고 HNWI 고객에게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내 리츠 플랫폼∙전략을 현지 리츠 

관련법규에 맞추어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HNWI는 유형자산 투자 추구 
아시아태평양 HNWI의 자산이 세계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명품 제조업체와 
경매회사들은 역내 수요가 활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는 아시아태평양 
투자자들의 유형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선호도와 
투자 전략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유형자산의 
역할에서 기인한다. 

2010년도 세계부자보고서에서는 일부 HNWI들이 
애호품 투자에 대해 “투자자-수집가” 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었다.63 
이들 HNWI는 미술품, 주얼리, 보석∙시계류 등과 같은 
유형자산64을 순수한 금융투자를 대체하는 좋은 
대안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유형자산을 매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유형자산 가치, 검증된 
투자수익, 상대적 안정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위험에 대한 헤지 기능 등으로 인해 금, 주얼리와 
같은 실물투자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 

실제로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동안에도 아시아태평양 HNWI들의 금융시장 
이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제 관심 대상 유형 자산은 미술품, 와인, 기타 
수집품 등 다양한 종류의 애호품 투자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눈길을 끄는 점은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한편으로 “투자자-수집가”65로서 애호품에 
투자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 
차원에서 오랫동안 유형자산을 선호해왔다는 
사실이다. 

HNWI의 유형자산 투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투자수익, 인플레이션 우려, 환율 위험 등과 같은 
경제적인 고려요인이 전 세계 HNWI의 유형자산 투자 
확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일부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다른 선진시장에 비해 투자 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은 쉬운 투자 선택이 
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HNWI의 유형자산에 대한 
편애에는 몇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작용한다. 
예를 들자면:

 �일부 신흥아시아 국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의 경우 부유층은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경계하고 
투자전략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유형자산 
투자를 통해 진정한 분산투자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고 예측가능성은 
낮은 시장의 HNWI들의 경우 특정 형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몇년 들어 역내 부의 수준 향상으로 모든 
종류의 유형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경매회사와 명품 업체들은 이들 시장에 
보다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판매하며 아시아태평양 
HNWI에게 더 많은 투자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흔히 신흥 부유층은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부 HNWI들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부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미술품, 고급 자동차 등과 같은 

사치품들을 구매한다. 

 �전통과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인도나 중국과 같은 

나라의 HNWI들은 금 투자에 대해 장기 보유(buy-

and-hold)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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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Brook Larmer, “The Real Price of Gold,” National Geographic, January 2009
67 인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만을 포함.

68 Capgemini analysis, 2010  

69 “Antwerp Diamond Day Celebrated,” China Daily, June 8, 2010, http://www.chinadaily.
com.cn/china/2010expo/2010-06/08/content_9947489.htm

70 “2009 Art Market Trends,” March 2010, Artprice.com 
71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2007-2009, Trends in Art Trade during Recession, TEFAF

평가할 정도로 아시아태평양 내 구매 관심이 강하다. 
실로 아시아태평양 투자자들은 이들 시장의 중요한 소비 
주체로 부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내 가공 다이아몬드의 
최대 소비 시장이지만, 다이아몬드가 결혼 예물로 
중시되고 젊은 신흥 부유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에서도 개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얼마전 
벨기에 정부 당국자들은 앤트워프에서 거래되는 가공 
다이아몬드 두 개 중 하나는 향후 5년 안에 중국 
소비자에게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69 (앤트워프는 세계 
다이아몬드 유통 중심지이다.) 

 �세계 미술품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
년 7.2%에서 2009년 17.4%로 증가하면서 중국은 
세계 3위 미술품 경매 시장으로 부상했다.70 
아시아태평양 다른 나라들의 경우 미술품 시장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미술품 시장은 2009년 6% 성장했다.71 그동안 
아시아태평양의 미술품 시장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홍콩으로 국한됐었으나, 최근 싱가포르에서 
치러진 경매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정부의 
미술시장 지원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동남 아시아 
미술 경매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소더비 아시아는 2009년 자사 경매를 통해 판매된 
와인의 57%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고객이 
구입했다고 밝혔다. 와인은 상대적으로 투자 진입 
장벽이 낮고 접근성도 용이해 새로운 “투자자-수집자” 
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형자산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최근 몇년 들어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모든 종류의 
유형 자산에 대한 진지한 구매자로 변모하면서 
자산관리회사들에게 보관 서비스, 분산투자 서비스, 
규제 및 세금 상담 등 유형자산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관리회사들의 최대 도전과제는 전문성 확보이다. 
지금까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들은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와 인플레이션, 환율 등의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미술품, 금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 
이는 전혀 새로운 분야로서 일반적으로 과거 HNWI들은 
특정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관리를 영역별 전문가에게 
의존했었다. 자산관리회사들의 또 다른 과제가 
포트폴리오 성과 측정 및 요인 분석이다. 유형자산 
투자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포트폴리오 성과 측정에 반영하기가 난해해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HNWI에게 
금은 특별한 매력 보유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오랫동안 금을 중시해온 이유는 
금의 상대적인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위험에 
대한 헤지 역할 뿐만 아니라 금이 특별한 문화적 매력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금은 결혼식, 종교 의례 등과 같은 
다양한 의식에 사용되는 만큼 꾸준한 수요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금은 행운을 상징하며 1인당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은 총 1만8천 톤의 
금을 사들였다. 이는 인도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보다 40 
배 넘는 규모이다.66 

실제로 아시아태평양은67 2009년 세계 금 소비수요의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금 소비 지역이다. 이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합쳐서 3분의 1이상을 소비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 소비자 수요의 72%가 
주얼리이지만, 아시아 HNWI들은 보관과 거래가 용이한 
금괴(바, 주화)에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상장지수펀드(ETF)나 금 
관련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는데도 아시아태평양 HNWI
들이 이들 상품보다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점이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한다. 아시아 HNWI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자산가보다 금 실물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애호품 투자 중에서 신흥아시아 HNWI는 
“주얼리, 보석∙시계류”를 선호하는 반면, 
선진 아시아는 “고급 수집품” 선호 

아시아태평양 HNWI들의 유형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애호품 투자 행태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9년 
아시아태평양 HNWI의 전체 애호품 투자 가운데 61%는 
주얼리, 보석∙시계류, 미술품과 기타 수집품이었는데, 
이는 2006년의 52%에서 늘어난 수치이다.68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각 시장별로 선호도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일례로 호주, 일본 등 선진아시아의 HNWI들은 제트기, 
요트, 고급 자동차 등과 같은 고급 수집품을 선호했다. 
신흥아시아 HNWI들은 주얼리, 보석 및 시계류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10). 

눈길을 끄는 점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신흥선진경제 
HNWI의 경우 2009년 전체 애호품 투자 가운데 와인, 
동전, 기념품, 골동품 등과 같은 기타 수집품이 최대 
20%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경매회사들도 2009년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고급 주얼리, 보석, 미술품, 고가 와인 등과 같은 
유형자산에 대한 높은 구매 관심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대표적인 경매회사인 소더비와 크리스티 사가 이제 
런던과 뉴욕에 이어 홍콩을 세계 3 위 경매 중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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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자산관리회사들은 관련 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경매회사, 보관소, 매매회사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첨단 
금고 시설을 갖춘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항은 심지어 
비거주자와 투자자-수집가들에게 고가품, 수집품을 
비롯한 각종 유형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향후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금융시장이 결국 
회복되고 나서도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 차원에서 
유형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관리회사들은 특히 아시아태평양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높아지고 있는 부의 수준을 감안할 때 
역내 부유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고객을 겨냥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산관리회사들은:

 �수요의 결정요인(문화, 금융 등)과 HNWI 포트폴리오 

내 유형자산의 역할(분산투자, 안전성, 헤지 등)을 

이해해야 한다.

 �유형자산을 포트폴리오 성과측정 및 관리 뿐만 

아니라 분산투자 전략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 HNWI 고객들에게 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저들에게 관련 이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객이 부가가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3자(

경매소, 자유무역항, 보관소)와의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한다. 

 �각 시장별로 유형자산 매매와 관련된 최신 규제 및 

세금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금융시장은 회복되고 있는 중이지만, 유형자산은 
아시아태평양 HNWI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앞으로도 투자 선호 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부 유형자산이 특수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유형자산들은 복잡하고 
고도화된 금융상품, 즉 금융시장 위기에 직접 
관여했던 금융상품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산관리회사들은 아시아태평양 
HNWI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 
유형자산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아시아태평양 시장별 HNWI의 애호품 투자 구성,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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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Breakdown of Asia-Pacific HNWI Passion Investments, 2009 (by Market)

(%)

a  “기타” 는 클럽 회원권, 여행, 총기류, 악기류 등을 나타냄. b“스포츠 투자”는 스포츠팀, 세일링, 승마 등을 나타냄. 
c  “기타 수집품”은 주화, 와인, 골동품 등을 나타냄. d“고급 수집품”은 자동차, 배, 제트기 등을 나타냄. 
주: 반올림으로 인해 전체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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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안 
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HNWI의 

새로운 특징 등장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장기간 이어졌던 
아시아태평양의 강세장은 갑자기 끝이 나게 되었다. 
그동안 거의 모든 투자 전략으로부터 고수익을 기대하게 
되었던 역내 HNWI들에게 있어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더구나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운명이 전 
세계 다른 지역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이들도 많지 않았다. 

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자신의 투자 목표, 
전략, 자산배분과 위험 성향 등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 전 세계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HNWI들도 위험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졌으며 전반적으로 투자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다. 이들은 또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어드바이저와의 관계에서 더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아시아태평양 각국 주식시장의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역내 HNWI들은 증시 
회복세에 성급히 뛰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 보다 투자손실의 위협에 더 
민감하다.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주식시장이 
급격히 회복되었지만, 많은 HNWI들은 주식시장에 
성급히 돌아가지 않았다. 이는 투자수익이 거의 
보장되다 시피했던 위기 이전 시대의 투자 행태와 
대비를 이루었다. 이러한 신중론은 아시아태평양 
HNWI 사이에서 새로운 경각심이 대두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위기 동안 각국 시장이 입었던 엄청난 
손실을 감안할 때 어떠한 증시 상승 추세도 한 순간에 
역전될 수 있으며 일부 고객의 장기 재정 목표를 
감안하면 투자수익에 집착한 단기전략은 최선책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분별력 및 목표 
중심의 투자 방식은 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태평양 HNWI들의 심리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상징한다. 

 �자신의 진정한 위험 성향을 깨닫게 되었다. 호황기 
시절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는데, 자신의 실제 위험 성향 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좋은 투자 
수익을 냈었기에 그러한 투자 결정을 의문시하지 
않았다. 

 �어드바이저와 자산관리회사와의 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위기 이전 시절, 자산관리회사와 
어드바이저들은 비교적 좁은 상품 선택의 폭, 그것도 
거의 자사 상품만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시아태평양 HNW 고객들은 더 넓은 
상품 선택의 폭을 원하며,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맞춤화된 상품과 적극적인 투자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오래 걸리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 사이클은 장기화되고 있다.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을 더 중요시한다.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을 때는 아시아태평양 HNW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이나 유동성 확보가 아닌 바로 투자성과였다. 
그러나 부채부담이 높았던 투자자들은 위기 동안 
손실을 가장 많이 보게 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적절한 유동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자산관리회사들은 HNWI들이 노후자금 마련이나 
자본보전∙창출 등과 같은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균형 잡힌 자산 배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위기 이후 달라진 아시아태평양 HNWI의 태도는 
자신들이 무엇에 투자하고 누가 관리하며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정확히 이해하길 원하는 근본적인 니즈와 
자신의 위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부가가치 
자문과 투자 선택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 
자산관리회사들에게 있어 이러한 니즈는 다음과 같은 3
대 핵심 부문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세계 다른 지역의 고액자산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HNWI들 또한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자산관리회사들은 HNW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사의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자 다양성, 업계 성숙도, 시장 발전, 규제 등 아시아태평양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전략 조정 이행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점사안: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회사들은 새로운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조정에 있어 고유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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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과 단순성. 많은 HNW 고객들은 자신과 관련된 
투자 상품, 가치평가, 위험, 성과, 수수료 구조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 관련 손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에 투자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체 
투자 상품 설명서를 요구하며 포트폴리오 성과 및 내역 
보고의 질과 빈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한다. 

 �자문의 가치. HNW 고객들이 투자 선택을 더욱 상세히 
고려함에 따라 점차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자문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제안된 투자 전략이 자신의 
재정 목표와 위험 성향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포트폴리오와 위험 관리. 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균형 잡힌 자산배분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더 많은 증거(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등)
를 확보하길 원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시아태평양 HNWI들의 기대가 세계 
다른 지역 HNWI들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이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회사들에게 
특별하고도 도전적인 과제를 안겨준다는 점이다. 
자산관리회사들이 HNWI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사의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고객 요구는 특히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고객 
서비스 모델에 높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역내 자산관리회사들의 인재 부족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회사들은 상품 및 서비스, 
고객 서비스 모델과 인재 부족의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자산관리회사들의 서비스는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장기간 이어졌던 강세장 동안에는 아시아태평양의 
자산관리회사들이 급격한 변화를 꾀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었다. 당시에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만큼 HNW 고객들은 회사가 제안한 상품들이 
비록 자사 상품에 주로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회사들은 위기 이후 
달라지고 있는 HNW 고객들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 HNWI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제안을 하려면 자산관리회사들은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객 관계, 서비스 제공 방법, 
투자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지원 등을 
재검토해야만 한다. 아시아태평양처럼 시장 다양성이 
높고 전략 이행이 소지역별 뿐만 아니라 소지역 내 회사 
유형별로 각기 상이한 지역에서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상품과 서비스 

확장된 또는 전문화된 상품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HNWI
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개혁은 많은 자산관리회사들에게 있어 
기존 관행에서의 탈피를 의미한다. 특히 선진시장의 
자산관리회사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구조와 고급 서비스를 
도입해온 것과 달리, 역내 자산관리회사들은 오랫동안 
자사 상품에 크게 의존해왔다. 

과거 일부 아시아태평양 회사들은 자사 상품에서 탈피할 
만한 동기를 결여했는데, HNW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성과 수수료(자사 상품이 더 
높다)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객들은 
호황기 시절 전반적으로 자신의 투자 성과에 만족해 
했으며 경쟁 상품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했다. 그러나 
이제 역내 자산관리회사들은 고객의 개별 위험과 
자산배분 성향에 맞춰진 포괄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자사 상품이나 타사 상품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HNW 고객들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몇몇 회사들은 자사가 제공하는 
상품 종류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개방형 구조와 상품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검증되었지만, 
비즈니스 모델, 인력, 조직, 프로세스, 기술 등이 이미 
자사 상품 중심의 접근법에 맞춰진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역내 일부 글로벌 
회사들은 상품을 “공개시장” 에서 사전 선별하고 모델 
포트폴리오와 같이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에 부합하도록 
양식화된 “길잡이식(guided)” 개방형 구조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드바이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이들 회사는 현재 
고객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전체적이고 
맞춤화된 접근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 결과, 개방형 구조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은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회사들에게 여러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 

 �고객 보고와 실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상품을 
제공한다면 자사 뿐만 아니라 타회사 상품의 고객 보고 
및 준법 감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사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은 이를 위해 프로세스와 
프로토콜을 바꿈으로서 추가적인 법적 책임 면제조항 
및 투자 상품 설명, 가치평가, 성과 추적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타사 상품이 미치는 잠재적인 변동성을 
고객 거래명세서와 자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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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상품에 대한 자문. 자산관리회사들은 
어드바이저들이 고객의 재정목표와 위험성향과 관련해 
자사와 타사 상품 간 차이점과 공통점 등과 같이 
상품의 상세 내용과 위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리스크 모델링. 적절한 위험 관리와 균형 잡힌 
자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들은 타사 
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투자 성과를 
추적하며 고객 포트폴리오 내 자사 및 타사 상품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과 역량이 요구된다.

 �기타 운영 문제. 타사 상품과 관련 정보(투자 설명서 
등)에 대한 원활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합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들이 개방형 구조 및 파트너십 구축의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포괄적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설계의 과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각 시장마다 
발전단계가 다르고 정부규제에 따라 해당 국가의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상품 및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진아시아(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상품별로 종류(그림11)가 다양하지만, 신흥선진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와 신흥아시아(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HNW 고객들 사이에 고도의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경우 자산관리회사들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는데,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 발전 수준이나 상품별 
정부규제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상품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HNWI들은 상속 설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북미나 유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탁 서비스들은 정부규제로 인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자산관리회사들은 고객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인도와 같은 나라의 경우 리츠, 채권상품과 원자재 
시장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이외에도 특정 
자산관리회사들(외국, 지역, 국내 회사 간)의 사업 
활동은 정부규제의 제약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후 달라진 아시아태평양 
HNWI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역내 시장이 성숙해지고 
부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HNWI들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키려면 자산관리회사들이 성장을 향해 스스로 
변화를 꾀해야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상품, 서비스 및 
관련 자문의 확대 및 맞춤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은 고객 서비스 모델에 필요한 관련 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림 11. 아시아태평양 소지역별 자산관리 상품 제공의 성숙도 

자료: Capgemini analysi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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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모델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은 자산관리사업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자산관리회사들이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면서 조직의 모든 인력이 상품 선택과 적정성에 
관한 고객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전문가 인력풀(상품, 위험, 
업종별 전문가)을 중심으로 한 고객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풀은 어드바이저들이 HNW 고객을 
대응하는 데 있어 다양한 상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거나 
선택한 상품이 고객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재정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원해 줄 수 
있다. 

위기 이후, 팀 기반의 자문 모델은 개인 자문 모델을 
누르고 점차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팀 기반의 자문 
모델은 아시아태평양 HNWI의 변화하는 니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배분 및 리스크 관리 전문성. 투자 및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은 HNWI들이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성향과 
일치하는 보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배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 유동성, 의무 
보유 기간, 수익률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자사 및 타사 상품의 특정 위험, 시나리오 분석, 상품 
변동성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부가가치 서비스. 전문가들은 
영역별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객 담당 어드바이저가 
바뀌더라도 자산관리회사가 일관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객 관계 유지를 위한 전담 어드바이저를 
배치하면서도 필요 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HNWI들이 전문가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투자 결정을 더욱 철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문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자산관리회사들은 자사의 인재풀 규모, 회사 규모, 시장 
진출 범위, 목표 고객 등에 따라 이러한 팀 모델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들은 핵심팀 전문가들을 
일선 어드바이저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특정 고객 
니즈에만 활용한다. 이처럼 필요 시에만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어드바이저들은 고객에게 고객의 니즈와 
직접 연관된 전문가 팀에 대한 접근을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 은행들은 본사 및 지역별 전문가 팀을 상시에 
투입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그림 12). 이를 
통해 HNW 고객에게 더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공할 수 있다(예를 들어 더 많은 시장, 업종과 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나 기업 파이낸싱, 법률, 
감사 등 보다 많은 영역을 다루는 전문가). 이러한 모델의 
한 가지 변형으로서 선배 어드바이저가 후배 팀원에게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지식이전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있다. 

그림 12. 대규모 시장 영역을 갖춘 자산관리회사에 적합한 핵심 팀 모델 

자료: Capgemini analysis, 2010

전문가�팀�모델�

팀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투자상품, 
재무설계, 기업 
파이낸싱, 법률, 감사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성 보유

선임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후배 
어드바이저의 멘토 역할 
수행

HNWI의 특정 
자산관리 니즈에 
따라 지원 제공

어드바이저에게 
표준화된 상품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필요 
영업 지원 제공

상품 교육 및 지원 
제공

선임 파이낸셜 어드
바이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고객 

전문가 팀 (본사)

전문가 팀 
(지역 사무소)



2010 AsiA-PAcific WEALTH rEPorT28

2010 중점사안

72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 2010
73 Capgemini Executive Interviews, July 2010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고객 서비스 

모델이 나름의 난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현장 뒤에서 “풀” 에 갇히기를 원치 않을 수 있다. 또한 

보상 문제도 있는데, 고객 관계 관리자가 고객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갖고 있지만 고객 수익성은 전문가 

풀의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더 나아가 전문가 인력풀 모델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아시아태평양 HNWI들의 다른 우선 순위도 지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투명성이다. HNW 고객들은 갈수록 

자산관리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위험성, 구체적인 수수료 구조, 회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관리회사들은 고객 서비스 조직이 상품, 위험, 

수수료 구조 등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포트폴리오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적절한 업데이트를 자주 제공해야 

한다. 

사실 팀모델의 성공은 둘째 치고 아예 기능을 하려면 

전문가의 특정 임계 질량이 요구된다. 아시아태평양 

내 모든 자산관리회사들이 이러한 조직을 갖추고 

나아가 위기 이후 더욱 높아진 HNW 고객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인재를 확보하고 있지 않거나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재 관리 

새로운 HNW 니즈에 대한 대응은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회사들의 “인재” 전략에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기 이후 어드바이저들은 자산배분과 

리스크 관리 원칙들을 이해하고 상품에 대한 실사를 

제공해야 하며 경쟁회사의 상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어드바이저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전문성을 결여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72,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의 

어드바이저 가운데 60% 가까이가 4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미와 유럽의 경우 40

세 이상 어드바이저는 각각 85%와 50%를 차지했다. 

더구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의 어드바이저들은 

평균 경력이 불과 9.3년이며 소속 자산관리회사에 

근무한 지는 6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북미 어드바이저의 평균 경력은 23.8년이며 근속 

연수는 20년이다. 

따라서 현재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회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새로운 고객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일선 어드바이저의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다. 구체적으로 업계 임원들은 어드바이저들에게 

가장 절실한 교육∙지원 분야로 자문 역량, 영역별 

전문지식과 상품 지식을 꼽았다(그림 13). 

실제로 자산관리회사들은 자문 역량을 오늘날 시장의 

차별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드바이저 교육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식 공유를 위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선배 어드바이저와 후배 인력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어드바이저들이 적정 자격을 갖추고 

상품(타사 상품 포함) 및 위험 관리 전문지식, 투자 

전략 전문성(행태 재무학 등)과 같이 HNW 고객들이 

기대하는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석사 

교육 과정 및/또는 인턴십 제도를 회사 내부적으로 

혹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들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의존하는 방식인 경쟁업체를 

통한 인력 영입 외에 자사 내부의 다른 부서에서도 

인재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자산관리회사들은 인재 유지를 위한 능동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좋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자산관리회사일 수록 어드바이저를 유지하기가 쉽다. 

어드바이저들은 고객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자신들에게 확실한 

경력 방향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오래 일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직원 보상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조직 문화(일과 삶의 균형)

도 하나의 고려 요소이다.73 

아시아태평양의 자산관리 인재는 부족한 반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능한 

어드바이저의 확보, 육성 및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은 

역내 자산관리회사들의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객 서비스 모델 등의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떠한 광범위한 노력도 

필요 역량과 능력을 결여한다면 위협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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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중점사안

결론: 자산관리회사들은 
새로운 고객 중심 전략 운영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 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고액자산가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접근방식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회복과 아시아태평양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역내 HNWI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정한 위험 성향에 
적합하고 보다 균형 잡힌 자산배분에 기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고객 요구는 신흥 부유층과 기존의 HNWI들 
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나며 향후 아시아태평양 HNWI
층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산관리서비스의 한 조직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산관리회사들은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투자 
제의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회사들은 목표 HNW 고객층을 
파악 및 확인하고 선택된 고객 전략을 실행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의 자산관리업계가 직면한 운영 
및 규제 장벽, 수익성 악화, 인재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각 회사가 나아가는 길은 당연히 회사의 정체성 
(규모, 시장 진출 영역, 목표 고객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로운 고객 중심 전략을 실행하려면 
자산관리회사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역량, 
프로세스 및 기술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회사들에게 있어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들이 

외부 전문성과 상품의 활용 여부 및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수익성 압박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력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자문과 상품 및 

영역 전문성의 분야에서 어드바이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더이상 경쟁업체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 없으며 인재 확보, 육성 및 유지를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전문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식 공유 및 

이전을 장려하는 조직 모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프로세스는 상품 및 서비스와 고객 서비스 모델에 

필요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개방형 구조로의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확장형 포트폴리오 보고, 위험 분석, 종합적인 

투자자문과 자산 배분에 타사 상품을 반영해야 한다. 

 �운영과 기술 또한 고객 서비스 모델 중심의 프론트 

오피스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플랫폼 통합도 

요구된다. 

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의 자산관리업계는 HNW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부담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들은 상품 
및 서비스 다양성을 포용하고 고객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점차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장기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탓에 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핵심 열쇠는 이러한 변동 요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림 13. 아시아태평양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교육 및 지원 필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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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reas where Advisors in Asia-Pacific require additional training and support

자료: Capgemini Executive Interviews, Jul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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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는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등 12개 핵심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95.0%를 차지한다. 

시장규모 산정 모델(market-sizing model)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경제리뷰 섹션은 이들 핵심 시장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11개 시장을 

다룬다. 자산배분 섹션은 뉴질랜드와 태국을 제외한 10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관련 조사는 뉴질랜드와 한국을 제외한 10개 핵심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1980년대 Capgemini가 메릴린치에 컨설팅을 제공할 당시 개발했던 Capgemini 

Lorenz 곡선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자산 규모와 성장을 산출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HNWI의 금융 자산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이 모델은 매년 갱신된다. 

이 모델은 두 단계에 걸쳐 구축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별 총 자산이고, 두 번째는 해당 

국가 성인 인구에 대한 부의 분배이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권위있는 기관의 국가 

계정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별 총 자산 수준을 추산해 연간 총저축을 파악했다. 이를 일정 

기간에 걸쳐 합산하여 총 누적 국가 자산을 산출했다. 

이 단계에서 장부 가치로 파악된 금융 자산을 각국 증시 지수를 토대로 조정하여 최종 

수치가 HNWI 자산 가운데 주식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노력에 맞추어 보고서에 발표된 과거 

수치들은 이전 보고서들이 출간된 이후에 최신 자료로 갱신되었다.

지난 2005년 당사는 지역별로 발표하던 연간 결과를 국가별 결과도 포함시키기 위해 

방법론을 수정하였다. 국가별로 상이한 자산 분배는 이미 알려진 자산과 소득 간의 

공식화된 관계를 토대로 한다. 소득 분배에 관한 자료는 세계은행, Global Insigh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및 각국의 공식 통계를 이용했다. 그런 다음 Lorenz 

곡선을 이용해 각국의 성인 인구에 걸쳐 자산을 분배하였다. 총 자산 대비 금융 자산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국가 통계를 이용하여 총 자산 수치로부터 금융 

자산을 산출했고, 이러한 결과들을 세계 다른 지역에도 외삽하였다. 매년 당사는 부 

창출에 영향을 주는 대내 경제 요인들을 심층 분석하여 거시경제 모델을 향상시킨다. 

당사는 대내, 재정 및 통화정책이 HNWI의 부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기업들과 함께 협력한다. 

당사가 공표하는 금융 자산 수치에는 장부 가치로 명시된 비상장 주식을 비롯해 상장 

주식, 채권, 펀드 및 현금 예금 일체가 포함된다. 수집품, 소비재, 소비 내구재 및 1차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론적으로는 해외 투자도 해당되지만, 국경간 자산과 투자의 

흐름을 정확히 추산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 본 보고서는 미신고된 예금도 감안한다. 

최근 몇년 간의 환율 변동성, 특히 미 달러화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당사는 환율 변동성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당사 방법론이 유효하고 환율 변동성이 

분석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달러화로의 환산은 연 평균 

환율을 사용했다. 세계 부자 보고서 모델은 100년을 넘는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화 

기준으로 누적 자산을 산출하므로, 1-2년 간의 극심한 환율 변동이 미치는 효과는 경미한 

수준이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정보의 정확도나 완결성 또는 정보와 

연관된 분석의 정확도나 완결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배포를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하는 당사자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의 편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보고서의 전체 리더십을 맡은 
Capgemini의 Ileana van der Linde, 
William Sullivan과 Nikhil Shinde, 심도 
있는 시장 분석을 제공해 준 동시에 
조사 결과를 분석, 취합 및 작성한
Sanket Gupta, Dhawal Jadhav, Ashish 
Kanchan, Rajat Pal과 David Wilson, 금년 
보고서를 제작하면서 통찰력과 업계 
지식을 제공해 준 Bhushan Joshi, Lai 
Kiun Foong, Wayne Li와 Capgemini 
Wealth Management Practice의 
멤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글로벌 지원을 제공해 준 
Karen Schneider과 Lisa Boughner에게 
감사드립니다.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접근, 
업계 전망과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준 
메릴린치의 Selena Morris, Chia-Peck 
Wong과 Sunny Wong, 업종별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해 준 Eng 
Guan Lim, Francis Liu, Miwa Ohmori, 
Chris Selby, Atul Singh, Wilson So, 
Sharmila Whelan를 비롯한 메릴린치 
임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또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하여 조사결과를 검증하고 분석에 
깊이를 더해준 수백 명의 Capgemini와 
메릴린치 그리고 다른 기관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및 지역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전세계 
자산 업계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 여러 회사들과 금년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HNWI 고객 설문조사에 
도움을 준 회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BN AMRO Bank Singapore; ANZ 
Private Bank; Artvest Partners; BNP 
Paribas India; CIMB Investment Bank; 
Citigroup; Deutsche Bank Singapore; 
HSBC India; ICICI Bank Ltd; JM 
Financial Services Pvt Ltd; Kotak 
Mahindra Bank Ltd; Morgan Stanley 
Private Wealth Management India; 
National Australia Bank; Religare 
Macquarie Wealth Management; Roy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Scotland 
(Private Bank) India; Standard Chartered 
Bank; United Overseas Bank.

방법론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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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Capgemini FinanCial ServiCeS
세계 최정상의 컨설팅, 기술 및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업체인 Capgemini 는 고객이 기술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apgemini는 고유의 업무 방식인 Collaborative Business Experience TM를 통해 고객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통찰력과 역량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서 최적의 인재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Rightshore® 글로벌 
서비스 제공 모델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의 팀으로 협력합니다. 세계 30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Capgemini는 2009년 84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에 9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Capgemini의 자산 관리 부문은 기업의 전략 수립과 이행을 지원합니다. 전 세계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잠재력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규 고객 전략 이행, 실행 모델 도입, 매출과 수익성 기대에 적합한 솔루션과 비용 확보 등을 
제공합니다. Capgemini는 또한 기업들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영업 모델, 
프로세스, 기술 등 운영 인프라를 구축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apgemini.com/financialservice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웹사이트와 아시아태평양 내 당사의 전략적 파트너에 관한 정보는 www.capgemini.com/locations/asia_pacific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Capgemini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Capgemini 본사

Beijing +86 10 656 37 388

Chennai +91 44 6633 1000

Hong Kong +852 3512 3888

Hyderabad +91 40 2312 5000

Mumbai +91 22 6755 7000

Pune +91 20 2760 1000

Shanghai +86 21 6182 2688

Singapore +65 6224 6620

Sydney +61 2 9293 4000

Taipei +886 2 8780 0909

Paris +33 1 47 54 52 00 New York +1 212 314 8000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GWM)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자산관리회사로서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약 15,100명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약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GWM 고객 관계의 2/3 이상은 순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WM 내 Private Banking & Investment Group은 초고액자산가에게 부티크형의 친밀한 서비스와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의 자원을 토대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60개 이상의 Private Wealth Advisor 팀이 투자 관리, 
집중형 주식 관리, 재산 상속 전략 등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errill Lynch Wealth 
Management는 Bank of America Corporation의 계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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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Merrill Lynch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Bangkok +662 685 3548

Beijing +86 10 6535 2788

Fukuoka +81 92 715 0030

Hong Kong +852 2844 5678

Mumbai +91 22 6632 8000

Nagoya +81 52 217 2900

Osaka +81 6 6344 1258

Seoul +82 2 3707 0400

Shanghai +86 21 6132 4888

Singapore +65 6331 3888

Sydney +61 2 9225 6500

Taipei +886 2 8758 3600

Tokyo +81 3 6225 8300

Pasadena +1 626 817 6888

San Francisco +1 415 693 5500

New York +1 212 236 2128

아시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도시



더 자세한 정보는 wealth@capgemini.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apgemini 취재 요청은

Lisa Boughner (+1-312-451-833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메릴린치 취재 요청은

Chia-Peck Wong(+852-2161-7746, 아시아태평양),

Selena Morris( +1-212-236-2272, 글로벌)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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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gemini와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 본 보고서에 언급된 양사의 서비스와 

각각의 로고는 각 회사의 상호 또는 등록상호입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다른 모든 회사, 상품과 서비스 

명은 해당 소유주의 상호이며, 상호권 침해를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Capgemini

와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 또는 수단으로도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공지사항: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본 보고서의 배포 또는 사용이 해당 국가의 

법규에 위배되거나 Bank of America Corporation나 Merrill Lynch를 비롯한 그 자회사, 혹은 

Capgemini가 해당 국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에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배포 혹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Bank of America 또는 Merrill Lynch가 특정 금융계좌,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 혹은 제공하기 위한 특정 제안이나 이를 청약하기 위한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Bank of America와 Merrill Lynch는 계좌,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며, 따라서 Merrill Lynch Wealth Management 의 비즈니스는 모든 나라와 시장에서 

제공가능하지 않습니다. 

Bank of America Corporation은 호주의 1959년 은행법에 따른 공인예금수취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이 아니며 호주금융감독위원회(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규제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정보이며, 전문가적 조언 또는 견해로서 혹은 특정 

접근방법에 대한 권유로서 사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보고서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접근방법 또는 조치를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투자목표나 위험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가증권 매매를 체결하거나 다른 투자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한 

권유로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직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기준입니다. 

Capgemini와 Merrill Lynch는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읽고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투자대상 상품의 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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