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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께,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 와 Capgemini를 대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액 

순자산 시장을 심층 다룬 네 번째 연간보고서인 2009년도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발간 13주년을 맞이한 세계 부자 보고서의 성공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양 보고서는 고액 순자산 보유자(HNWI)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트렌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2년은 시장 관점에서 볼 때 전례없는 시기였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가 예상치 못한 속도와 

강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타하면서, 지리적으로 먼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위기로부터 아태 

지역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들이 각기 다르듯이, 위기의 

충격도 각기 달랐지만, 최종 결과는 광범위한 자산 손실과 HNWI 수의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의 2008

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HNWI는 시장, 규제기관 그리고 일부 경우, 금융자문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HNWI 및 보유자산에 미친 금융위기의 영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아태 지역과 역내 

HNWI가 세계 최강 경제국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특히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역내 HNWI는 전 세계 

부자 가운데 더욱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및 업계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한 테마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중점사안 

영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HNWI 시장에서 장기 포지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산관리회사들이 직면한 핵심 

사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고객 관리와 브랜드 전략 구축 그리고 기존 고객 유지와 

동시에 자체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자문 서비스 및 지원 수단 개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금년 보고서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당사의 전망에 내재된 가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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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액 순자산 보유자(HNWI)들은 거주주택, 수집품, 소비재 및 내구 소비재 등의 자산을 제외한, 
최소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자들이다.

2  초 고액 순자산 보유자(Ultra-HNWI)들은 거주주택, 수집품, 소비재 및 내구 소비재 등의 
자산을 제외한, 최소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자들이다.

세계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태평양 HNWI

3년에 걸친 급성장 이후 200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HNWI 인구의 

규모 및 보유자산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역내 HNWI 인구는 전년도 대비 14.2% 감소한 240만 명(그림 1  

참고)을 기록, 세계 HNWI 인구 감소율인 14.9%와 대조를 이뤘다.  

HNWI 보유자산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두 자리 수 성장을  

보인 이후 2008년 미화 7조 4천억 달러로 22.3% 감소해, 세계  

평균 감소율인 19.5% 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역내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은 2006년 말 수준을 밑돌며 2008년을  

마감하였다. 

아시아태평양 HNWI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2005년 미화  

320만 달러에서 2007년 미화 340만 달러로 연간 3.0%씩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미화 310만 달러로 8.8% 감소했다.  

홍콩 HNWI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미화 490만 달러로, 

HNWI 총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HNWI 1인당 보유자산을 나타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이 미화 380만  

달러인 HNWI 1인당 세계 평균 금융자산에 못 미쳤다. 

세계 Ultra-HNWI 인구는 24.6% 감소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Ultra-HNWI 인구는 14,300명으로 29.6% 감소했으며 

이들의 보유 자산은 세계 감소율인 24.0%와 대조적으로 

35.1% 감소하였다. 아시아태평양 Ultra-HNWI는 다른  

지역의 Ultra-HNWI 보다 투자의 더 많은 부분을 부동산 및  

대안투자와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할당하였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이들의 부동산 및 대안투자에 대한  

비중은 30%였던 반면, 세계 Ultra-HNWI 의 경우 26%를  

나타냈다. 그 결과, 이들은 과잉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평균을 상회하는 많은 이들이 Ultra-HNWI 영역 밖으로 밀려

났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Ultra-HNWI가 역내 전체 

HNWI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6%로 다른 지역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역내 HNWI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로 나타났다 (그림 2 참고).

아시아태평양의 

                자산 현황

� 200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HNWI1) 인구는 24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14.2% 감소한 

한편, 보유 자산은 미화 7조 4천억 달러로 22.3% 감소하였다. 

� 2008년 말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은 전년도에 비해 특정 국가에 더 집중되었다. 일본과 중국이 전체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 및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1.9%와 65.8%로, 전년도의 68.8%와 62.4%보다 

상승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초 고액 순자산 보유자(Ultra-HNWI2)는 다른 지역의 Ultra-HNWI 보다 자산 손실 규모와 

인구 감소폭이 더 컸다. 2008년 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Ultra-HNWI 인구는 전년도 대비 29.6% 감소하며 세계 

평균 감소율인 24.6%와 대조를 이뤘으며,  보유자산은 35.1% 감소해 세계 평균 감소율인 24.0%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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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WI
의 수

(단위: 천)

홍콩 -61.3%

태국 -4.5%

대만 -18.0%

싱가포르 -21.6%

인도 -31.6%

한국 -11.0%

중국 -11.8%

일본 -9.9%

기타 -7.4%

인도네시아 -20.4%

호주 -23.4%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의 시장별 증감률

2007-2008

2006

총 260만 명 총 280만 명 총 240만 명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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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2006-2007: 8.7% 증가율  2007-2008: -14.2%

*

주: *기타에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및 베트남 등 8개국이 포함됨. 모든 차트 수치는 반올림됨.
출처: Capgemini Lorenz curve analysis, 2009

그림 1.  시장별 아시아태평양 HNWI의 수, 2006년-2008년 

(단위: 천)

7,741,700
(전체의
90.2%)

759,200
(전체의
8.8%)

78,000
(전체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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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00
(전체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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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4.4% 43.3% 53.6%

22.0%

34.7%

23.8%

22.5%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Ultra-HNWI

미화 5백만-3천만 달러
  “중간급 백만장자”

미화1백만-5백만 달러
“이웃집”백만장자  

HNWI의 수
2008

HNWI 인구 증가율
2007-08

HNWI 자산 증가율 
2007-08

HNWI 자산의 비중 
2008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출처: Capgemini Lorenz curve analysis, 2009

그림 2. 자산계층별 HNWI의 수, 2007년-2008년(글로벌 및 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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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에 집중된  
아시아태평양 HNWI 및 보유자산

2008년 말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은 전체 아시아태평양 HNWI 

인구의 71.9%와 보유자산의 65.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수치인 68.8%와 62.4%에서 상승한 것이다(그림 3  

참고).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HNWI 자산 손실분의  

51%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양국이 전체 역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의 자산  

감소율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양국이  

역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에 오히려 늘어났다. 

Ultra-HNWI 가운데 68.6%가 일본 및 중국 출신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HNWI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은  

2008년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HNWI 인구 감소를 보였다. HNWI 

인구는 9.9% 감소한 136만 6천명이었으며 보유자산은 16.7% 

감소한 미화 3조 2천억 달러였다. 이러한 감소는 과거 추이로  

인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의  

증가세는 2007년 일본의 거시경제 성장 둔화 및 주식시장  

약화(2007년 시가총액은 6.1% 하락)로 인해 이미 한계에  

부딪혔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일본 HNWI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로 이러한 투자방식 덕분에 2008년 손실은  

제한적이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일본 HNWI는 보유자산의 

54%를 현금 기반 투자로 보유하였다3.  

중국 HNWI 인구는 2007년 프랑스를 능가한 데에 이어 2008년 

영국 HNWI 인구를 넘어서며 세계 4위 HNWI 인구 보유국으로  

등극하였다. 중국은 시장의 폐쇄적 성향 및 경제의 상대적 강세에 

힘입어 역내 다른 국가와 달리 극심한 손실을 면하였다. 그래도 

전체 HNWI 인구는 11.8% 감소한 36만 4천명이 되었으며 HNWI 

자산은 20.7% 감소한 미화 1조 7천억 달러가 되었다.

HNWI 인구는 홍콩과 인도에서  
가장 크게 감소

홍콩과 인도의 HNWI 인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시가총액 비율, 

HNWI의 자산배분 성향, 이들 국가의 HNWI 보유자산 분포 등과 

같은 요소들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홍콩 HNWI 인구는 61.3% 감소한 3만 7천명으로, 백분율  

기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HNWI  

보유자산도 65.4% 급락하며 미화 1,810억 달러가 되었다.  

홍콩은 신흥 산업화경제로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6.2로  

매우 높다. 따라서 홍콩은 2008년 상황(-49.9%)과 같은 대규모  

시가총액 손실에 특히 취약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싱가포르와  

인도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각각 1.49 및 1.1이다. 또한,  

홍콩 HNWI의 대다수가 미화 1백만-5백만 달러 자산 계층에  

속하였으나, 2008년 시장 손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미화 1백만  

달러 기준선 밑으로 밀려났다. 

3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 2009

일본 3,179

중국 1,672

호주

인도 310

한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대만 176

인도네시아

기타* 671

시장별 아시아태평양 
HNWI 자산, 2008년 

(미화 10억 달러)

합계: 미화 7조 4천억 달러

일본
43.1%

기타
9.1%

중국
22.7%

호주
5.2%

인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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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6%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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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4%

인도네시아
0.8%

380

276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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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1

주: *기타에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및 베트남 등 8개국이 포함됨. 모든 차트 수치는 반올림됨.
출처: Capgemini Lorenz curve analysis, 2009

그림 3. 시장별 아시아태평양 HNWI 자산 분포,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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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HNWI 인구는 2007년 가장 높은 증가율(22.7%)을  

기록했었으나 2008년에는 8만 4천명으로 31.6% 줄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아직 신흥경제국인 인도는 

2008년 자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해  

GDP가 둔화되고 시가총액이 대폭 하락하였다(-64.1%). 2008년 

말 HNWI 자산은 29.0% 감소한 미화 3천 1백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화 1백만-5백만 달러 자산 계층이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31.8%).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정도는 약하지만 HNWI 인구 

및 보유자산 모두 감소했다. 일례로, 호주 HNWI 인구는 23.4%  

감소한 12만 9천명으로 줄어들었고 보유자산은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29.7% 하락한 미화 3천 8백억  

달러). 싱가포르는 GDP 성장이 둔화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함에  

따라(시가총액 50.8% 하락)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은 각각 

21.6%, 29.4% 감소하였다. 

태국과 한국의 HNWI 인구는 각각 -4.5%, -11.0% 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두 국가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홍콩의 6.2에 비해 각각 0.4, 0.5로  

매우 낮아, 경기하강에 대한 취약성이 덜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  

감소의 대부분이 미화 5백만-3천만 달러 자산을 보유한 “중간급  

백만장자”와 Ultra-HNWI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계층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잃어도 여전히 HNWI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경제는 2018년까지 역내 
HNWI 자산 성장을 촉진할 전망 

당사는 거시경제를 비롯한 자산 창출의 원동력을 토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향후 세계 HNWI 금융자산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시장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심지어 성장엔진으로 알려진 중남미 시장 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양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의 국내  

소비가 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소비 수요  

증가, 투자자의 리스크 선호 증가 등 일부 초기 조짐들로 미루어  

보아, 주요 서구 경제의 수요에 상관없이 번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주식 시장은 2009년 초반 몇 달 간 8.4% 상승하며  

모든 G7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시현하였다 4). 또한 인도 경제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가운데 하나로 최근 수치에 따르면, 인도의 2008년 회계년도  

실질 GDP 성장률5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2009년 2분기  

성장률도 예상 보다 나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6. 

일본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체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이 일본과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음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은 역내 HNWI 성장 전망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일례로 2007년 역내 HNWI 인구 및  

보유자산은 각각 7.7%, 12.5% 증가하였던 반면, 일본의 경우  

2.2%와 3.2%에 불과했다. 현재 저조한 경제성장 및 시장 수익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의미있는 경기회복은 이 지역 HNWI  

인구 및 보유자산 성장을 현저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시아태평양 HNWI의 보유자산

은 2008년-2018년에 걸쳐 연평균 8.8%씩 성장하며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인 7.1%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4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4월 10일까지 중국 및 G7 국가의 MSCI 주식 지수
5   Country Data for India, Economist Intelligence Unit, June 2009

6  “Indian growth unexpectedly strong”, BBC News (http://news.bbc.co.uk), May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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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수요 붕괴로 
아시아태평양 수출 급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2007년  

10.0%에서 2008년 5.2%로 하락하였다7. 견조한 역내 무역은  

수십 년 동안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아시아태평양이 선진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경기  

사이클로부터 탈동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었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역내에서 거래되는 많은 상품들이  

최종적으로 역외에서 소비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2000년-2008년에 걸쳐 전체 아태 지역 무역 가운데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20%를 초과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의 수요 붕괴는 통합된 공급사슬을 빠르게  

거치며 역내 무역에 손상을 가했다. 또한, 신용경색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와 같이 경기사이클에 따라 수요 트렌드가 증감하며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이 지역 주요 수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례로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2008년  

9월과 2009년 3월 사이 70% 가까이 감소하였다8.

금융 연계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글로벌 디레버리징 세력에 노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덕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이 지역 은행 시스템에 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시아태평양은 순식간에 

금융위기에 휘말렸으나 
급속도로 회복될 전망이다

7 Regional Data, Economist Intelligence Unit, May 2009 8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Global Crisis: The Asian 
Contex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ay 2009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태 지역의 2007년 견실한 거시경제 기반과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 초기에는 글로벌 경제침체로부터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듯했다. 

그러나 곧 무역 및 금융흐름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금융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아태 지역은 고전하기 시작했다.

• 주요 자산 창출 원동력은 금융위기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다. 2008년 GDP 성장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쳐  

둔화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위축을 보이기도 했다. 2008년 말 소비자 신뢰도가 악화되면서 민간소비는 전  

지역에 걸쳐 감소하였다. 시가총액은 약 50% 하락하였으며 주택 가격 또한 전 지역에 걸쳐 하락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투자는 2008년 심각한 손실을 입었으며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로 선회하였다.  

아시아태평양에 중점을 둔 헤지펀드는 투자가치의 21%를 잃었고 사상 최고 수준의 환매를 경험하였다. 그  

결과, 많은 헤지펀드가 폐쇄되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 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신흥 아시아는  

평균 이상의 성장을 구가하며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의 기업 전망 또한  

긍정적이며 실업률은 글로벌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 내수 성장이 경기회복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내수 성장은 2009년-2013년 사이  

세계 평균 내수 성장을 능가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빠른 경기회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6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 2009



7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 2009

9  위와 동일함 10  신흥 아시아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이 포함됨(국제통화기금 정의)
11 신흥 산업화 경제에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 및 대만이 포함됨(국제통화기금 정의)
12 산업화 아시아에는 호주, 일본 및 뉴질랜드가 포함됨(국제통화기금 정의)
13 Economist Intelligence Unit, June 2009
14  “MasterCard Worldwide Index of Consumer Confidence”, Master Intelligence 

(http://www.masteringelligence.com), June 2009

미미하였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무시 못할 수준이었다. 자본  

손실 급증에 직면한 은행들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을  

줄여감에 따라 아태 지역으로의 해외 은행 자금유입액은  

2008년 상반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해외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또한 어려워져서 국채와 최상위  

회사채 발행기업들만이 자금을 빌릴 수 있었으며 이 마저도 큰  

폭의 스프레드로 가능했다. 글로벌 기관 투자가 및 헤지펀드가  

비중을 줄여감에 따라 지역 주식시장 또한 순 자금유출을  

기록하였다. 일례로, 아태 지역 헤지펀드는 2008년 말 기준으로  

미화 1,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이는  

2007년 규모의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9. 글로벌 리스크  

선호도 감소는 이 지역 통화의 평가절하에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달러 자금 부족은 2008년 하반기 지역 자금시장의  

긴장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당국은 지역 경제에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하였다. 점점 리스크 기피 현상을 보이는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자금조달 또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자산 창출 원동력은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타격 받아

글로벌 금융위기는 결국 거시경제지표(GDP, 저축률 및 소비),  

시장 수익률(채권, 부동산, 시가총액 및 대안투자) 및 기타  

요소(원자재 및 환율 변동)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주요  

자산 원동력에 악영향을 끼쳤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성장률이 둔화했으며 역내 일부 산업화  

경제의 경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08년 신흥 아시아10는  

중국(9.0%, 그림 4 참고)을 선두로 역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신흥 산업화 경제의11 GDP 성장률은 둔화했는데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2007년 7.8%에서 2008년 1.2%로  

하락하였으며 대만은 5.7%에서 0.1%로 하락하였다. 산업화  

아시아12의 경우 GDP 성장률은 크게 위축되었는데, 일례로  

뉴질랜드의 성장률은 2007년 3.1%에서 2008년 -1.0%로 하

락하였다.

•  2008년 하반기에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함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도 둔화하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역 대부분에 걸쳐  

둔화하였으나 특히 신흥 산업화 경제에서 두드러졌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홍콩의 경우 2007년 8.5%에서 2008년 1.8%로  

폭락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5.1%에서 0.9%로 하락하였다13.  

주요 원인은 2008년 하반기, 특히 신흥 산업화 경제 및 산업화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에 걸친 소비자 신뢰도의  

급락이었다14. 200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중국(8.0%)과  

인도(6.1%)를 필두로 신흥 아시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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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가총액 통계, 세계거래소연합(http://www.world-exchanges.org/statistics), 2009년 6
월 입수

16 위와 동일함.
17 위와 동일함.
18 Country Report for Hong Kong, Economist Intelligence Unit, March 2009
19  2007년 12월 인플레이션 조정된 월별 가격 편차 - 2008년 12월 기간, Global Property 

Guide, 2009
20  Bei Hu and Tomoko Yamazaki, “About 20% of Asia Hedge Funds Shut Since 

January 2008”, Bloomberg News(http://bloomberg.com), April 27 2009

21  David Dolan, “More hedge funds, PE firms to scale back in Asia”, Reuters 
(http://reuters.com), March 24 2009

22  Bei Hu and Tomoko Yamazaki, “About 20% of Asia Hedge Funds Shut Since 
January 2008”, Bloomberg News(http://bloomberg.com), April 27 2009

23  순 소매투자(net retail investment)의 주요 요소는 저장용 골드바 , 공식 주화, 메달/모조품 
주화 등이 해당

24  “Gold Demand Trends: Full and Fourth Quarter 2008”, World Gold Council and 
GFMS Ltd., February 2009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가총액은 평균 49% 감소하였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며 자본 보전에 중점을 두고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여건은 2008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극도로 악화되었다. 연말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가총액은 평균 48.6% 급락하여 지난 5년에 걸쳐  

쌓아온 엄청난 상승분을 송두리째 날렸다15. 시가총액은 인도와  

중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며(각각 -64.1%와 -60.3%16,  

그림 5 참고)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상실하였다. 역내 모든  

주요 거래소에 걸쳐 거래 주식의 총가치가 감소했으며, 평균  

감소율은 22.6%를 나타냈다17.

•  주택 가격은 전 지역에 걸쳐 하락하였다. 2008년 하반기 홍콩의  

부동산 부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11월까지 주택 매매  

건수는 전년도 대비 79.3% 감소하였으며 주택 매매 계약의  

가치는 87.2% 하락하였다18. 중국은 2008년 이전에 부동산  

버블이 없었지만 주로 정부 정책(예를 들어, 높은 금리가 구입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2008년 부동산 경기 둔화를  

경험했다. 뉴질랜드 주택 시장은 높은 자금조달 비용으로  

냉각되었고 일본의 경우 건설회사들은 신규 건설사업을 위한  

대출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싱가포르 주택 시장은  

2008년 한 해 동안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8.8% 하락하면서  

하반기에 고전하였다19. 

•  헤지펀드는 아시아태평양 비중을 급격히 줄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2008년 펀드 가치의 21.0%를 상실한 아시아태평양 

중심 헤지펀드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헤지펀드들은 

밀려드는 환매 요청으로 인해 곤경에 처했으며 한 해 동안 미화 

240억 달러가 인출되었다20. 부실자산(toxic asset)에 대한 

노출은 헤지펀드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여 일부 헤지펀드들이 

폐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Blackstone Group의 미화 

250억 달러 신용 헤지펀드인 GSO Capital Partners LP

는 아태 지역 내 매력적인 투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아시아 

투자 데스크를 폐쇄하였다21. 약 129개의 아시아태평양 중심 

헤지펀드가 폐쇄되었는데, 이는 2007년의 두 배에 근접하는 

수치이다22. 그러나 생존한 펀드 매니저들이 전략적 펀드 구성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질적으로 높은 새로운 헤지펀드 업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대대적인 개편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금에 대한 소비 수요가 아시아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2008년 순 

소매투자 (net retail investment)23 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였으며 귀금속에 대한 소비 수요도 일부 시장에서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우, 귀금속 구매가 8.0% 늘어난 반면, 

순 소매투자는 169.0% 급증한 68.9톤에 이르렀다24. 태국의 

경우,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2007년 4.7톤에서 2008년 46.7

톤으로 치솟았다. 홍콩의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3.0% 증가했던 

반면, 4분기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결혼시즌으로 인해 12.0%

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대만의 경우, 귀금속 수요는 17.0% 

감소하였으나 순 소매투자는 18.0% 증가하였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투자 정서를 압박함에 따라 일본 및 인도네시아의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4분기에 걸쳐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008년 인도의 귀금속 수요는 톤을 기준으로 2007년 대비 

14.0% 감소했으나 이는 여전히 루피화 기준에서 13.0% 

증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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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 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의 과거 데이터, Ozforex (http://www.ozforex.com), May 2009
26 위와 동일함.
27 Regional Data,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ugust 2009
28 위와 동일함.
29  Ravish Tiwari, “40 pc dists now stare at drought”, IndiaExpress.com, August 

19,2009
30  Timothy R. Homan, “World Bank Raises China 2009 Growth Forecast to 7.2%”, 

Bloomberg News (http://bloomberg.com), June 18 2009

31  “Globalisation stalled: How global economic upheaval will hit business 
environment”, Economic Intelligence Unit, May 2009

32 위와 동일함.
33 동아시아에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및 대만 등이 포함됨.
34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이 포함됨.
35 남아시아에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 등이 포함됨.
36  Global Employment Trends Updat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nternational Labor Office - Geneva), May 2009

•  대다수 통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하락하였다. 2008년  

상반기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통화는 미 달러화 대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호주 달러화 및 대만 달러화는 미 달러화 대비 각각  

7.9%, 6.4% 상승하였던 반면, 한국 원화와 인도 루피화는  

각각 -11.2%, -8.9% 하락하였다25. 그러나 하반기에 걸쳐  

각각 -38.1%, -32.1%를 기록한 호주 달러화 및 뉴질랜드  

달러화를 선두로 대다수 아시아태평양 통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 하락하였다. 원화와 루피화는 각각 -20.3%, -15.8%를 

기록하며 하락을 지속하였다. 2008년 후반, 미 달러화 및 일본 

엔화는 통화 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광범위한 매수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여 급등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엔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14.9% 상승하였다26. 

아시아태평양 경제는 글로벌 경제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융위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기 약세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은 글로벌 경기하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  

위기로부터 받는 악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 아태 지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비해 위축 정도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아시아태평양 GDP는 0.9%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GDP 하락 전망치인 2.7%에  

비해 낮은 것이다27. 2010년에는 3.5% 성장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웃돌며 세계 경제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8.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 아시아는 평균  

이상의 성장을 구가하며 2009년 이 지역에 미치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경감시키고 2010년 전체 성장에 현저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2009년 중국과 인도의  

정부 대응책, 특히 경기부양책은 2009년-2010년 자국  

경제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의  

성장은 가뭄으로 인해 저해될 수 있다. 2009년 평균 이하의  

몬순 강우로 인해 인도 지방의 약 40%가 가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주어 식료품 가격의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29. 

•  중국은 2009년에도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9년에 8.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성장 원동력은 4조 위안(미화 5,8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 첫 5개월 동안 기록적인 대출 및  

투자 급증을 야기하였다30.

  시장 중심 투자는 많은 제조업 업종의 과잉 설비 속에서 수익성  

압박으로 인해 부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부의 대규모 지출이 향후  

몇 년에 걸쳐 중국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 전망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요인들을 토대로 특정 국가에서의 사업 및 투자를  

결정한다. 경제 위기는 이러한 변수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체 기업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중국과 인도의 기업 환경은 2009-2013년 동안 현저하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기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 BER)에  

따르면, 중국의 2009-2013년 기업환경순위는 2004-2008년  

보다 11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31.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의 기초 경제의 상대적인  

견실함이 주된 요인이다.   

  싱가포르 및 홍콩과 같이 무역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경제의 순위는  

확연한 하락을 나타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우세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평균 기업환경 점수가  

2004-2008년 6.72에서 2009-2013년 6.61로 하락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체 평균 기업환경 점수는 같은 기간  

6.60에서 6.58로 소폭 떨어지는 데 그쳤다3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당수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

ment, FDI)를 증대하고 자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눈을 돌리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의 실업률은 글로벌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실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실업률이 2008년  

5.9%에서 6.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실업률은 동아시아33에서는 4.6%,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34에서는 6.0% 그리고 남아시아35에서는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36. 

  고용 증대 노력이 지역 전체에 걸쳐 진행되면서 아태 지역의  

독립적인 경기회복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정부는 은행 대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SME)의 대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특별 리스크 분담 정책

(Risk-Sharing Initiative)을 도입하였다. 실업률 억제 및 고용  

증대 조치는 실업률이 GDP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의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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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Regional Data,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ugust 2009
38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Global Crisis: The Asian Contex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ay 2009

•  내수 성장이 이 지역 경기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내수 증가율은 2009-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계 평균 내수 증가율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며37,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빠른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내수 증가율은 2009-2013년  

각각 연평균 9.7%, 7.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과  

인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 지역은 성장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수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8년 37.2%에서 2009년  

29.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사회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교육  

및 은퇴를 위한 개인의 저축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더욱 내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38. 이러한 노력들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치의 절상을 용인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국내 소비를 위한 생산 증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화 가치 상승은 실질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적인 공조 및 통합  

강화는 역내 무역을 확대하고 해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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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HNWI들은 매우 높은 다양성을 보유한 집단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각기  

다른 투자 성향 및 스타일에 따라 손실이 악화되거나 경감되었다. 그러나 전 지역에 걸쳐 HNWI들 사이에 뚜렷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자산 배분 트렌드가 두드러졌다: 

•	 불확실한 시장 여건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예금으로 이동했다.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다른  

지역의 HNWI(21%)에 비해 현금/예금(29%)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	 부동산에 대한 비중(22%)은 전 세계 HNWI 평균(18%)을 소폭 웃돌았지만, 아태 지역 부동산 시장은  

2008년 말에 이르러서야 실제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두 번째로 큰 하락(-48.6%)을 보임에 따라 주식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주식은 전체 아시아태평양 HNWI 금융자산의 2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26%에서 하락한 수치이다. 

•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및 신용 경색 기조로 인해 HNWI들은 역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2008년 아시아태평양 HNWI는 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을 2007년의 53%에서 67%로 늘렸다.

•	 아시아태평양 HNWI는 단기적으로 자본 보전을 최대 목표로 삼으며 자산 배분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사는 장기적으로 보다 균형잡힌 투자 방식을 전망한다.

2008년 아시아태평양 HNWI들은 
현금 기반 투자의 
안전성 및 유동성 선호 

아시아태평양 지역 HNWI는 다른 지역 HNWI에 비해 항상 현금  

기반 투자를 더 선호하여 왔으나, 이러한 선호 현상은 2008년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화되었다. 아시아태평양 HNWI들이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하고 포트폴리오 유동성을 늘리며 보유자산  

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함에 따라 2008년 말 기준으로  

보유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에 대한 비중은 글로벌 HNWI 평균인  

21% 보다 높은 29%를 나타냈다(그림 6 참고). 

그러나 지역 평균은 이 지역 전체 HNWI 금융자산의 43%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으로 인해 다소 부풀려졌다. 일본 HNWI는 자국  

금융기관을 높게 평가하며, 경기침체기에 국내 은행을 안전한  

투자처로 여긴다. 그 결과, 이들은 제로에 가까운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융기관에 현금/예금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기를  

원한다. 2008년 일본 HNWI들은 다른 어떤 자산 종류 보다도  

현금/예금(30%, 그림 7 참고)에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HNWI는 자산의 26%를 현금/예금에  

배분하였다. 

대만 HNWI는 가장 높은 현금/예금 비중(41%)을  

보였다. 2008년 대만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면서(-46.3%39)  

HNWI들은 자본 보전을 위해 보다 보수적인 투자 수단에서  

피난처를 모색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예를  

들어, 호주의 부동산 및 인도의 확정만기펀드) 호주, 인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현금/예금 비중이 지역 평균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호주 19%, 인도13%). 

2008년 말 기준으로 일본 제외한 아시아에서 현금 기반 투자의  

29%가 비제도권 금융기관(금고 등)에 보관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평균인 19%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주로 선진시장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지는 역내 신흥시장 은행시스템에 대한 HNWI의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39  시가총액 통계, 세계거래소연합 (http://www.world-exchanges.org/statistics), 2009년  
4월 입수

위기가 고조되면서 

아시아태평양 HNWI는 
안전자산으로 대거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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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화상품, 헤지펀드, 파생상품, 외환, 원자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포함
b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투자신탁(REITs), 주거용 부동산(1차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경우 제외), 미개발 부동산, 농지 및 기타 포함
주: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율의 총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 March 2007, April 2008, March 2009

그림 6. 아시아태평양 HNWI 금융자산 구성, 2006-20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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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화상품, 헤지펀드, 파생상품, 외환, 원자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포함
b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투자신탁(REITs), 주거용 부동산(1차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경우 제외), 미개발 부동산, 농지 및 기타 포함
주: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율의 총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 March 2009

그림 7. 아시아태평양 HNWI의 시장별 금융자산 구성,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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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Asia Investment Market View 2H 2008”, CB Richard Ellis (http://asia.cbre.com.
hk), June 11 2009

41  총 부동산 투자에는 주거용 부동산(1차 주거용 제외),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투자신탁(REITs), 
미개발된 부동산, 농지 등이 포함됨

42  “Asia Pacific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Bulletin, Quarterly Update April 
2009”, Colliers International (http://www.colliers.com), June 11 2009

43  HPI average of 8 capital cities (Sydney, Melbourne, Brisbane, Adelaide, Perth, 
Hobart, Darwin, Canberra), 2007-08 annual growth, Global Property Guide, 2009

44  “Asia Pacific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Bulletin, Quarterly Update April 
2009”, Colliers International (http://www.colliers.com), June 11 2009

45  Capgemini analysis based on interviews with industry experts, Asia-Pacific, 
July 2009

46  북미, 중남미 포함
47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48  시가총액 통계, 세계거래소연합(http://www.world-exchanges.org/statistics), 2009년 6

월 입수
49 위와 동일함.
50  위와 동일함.

아시아태평양 HNWI의 채권 비중(20%)은 2008년에도 글로벌  

평균(29%)을 밑돌았다. 많은 역내 채권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 되었고 채권 투자가 일반적으로 북미 및 유럽의  

선진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전통적으로 채권은 아시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자산은 아니었다. 일례로, 중국 HNWI는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 보다 채권으로 구성된 구조화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 종류로서의 채권은 발행이 제한적이고  

극소수 형태의 채권이 이용 가능하며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중국 HNWI에게 덜 매력적인 상품이다. 

부동산 비중은 소폭 증가

상속 또는 취득이든 간에 부동산 소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자산 원천이 되어왔다. 그 결과, 이 지역 HNWI는 전통적으로 금융  

자산의 많은 비중을 부동산으로 보유하여 왔다. 2008년 부동산  

투자는 아시아태평양 금융자산의 2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보유 비중이 전년도 대비 9 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던 2007년의  

20%에서 소폭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부동산 시장은 2008년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급격한 하강국면에 진입하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비중 증가는 부동산 가격 폭락이 시작되면서  

절호의 매입 기회라는 트렌드와 함께 HNWI의 유형자산 선호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은 자금난을 겪던 일부 개발업자 및 기관  

투자가들이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헐값의  

부동산을 찾아나섰다.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점도 매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40

부동산 투자41 중에서도 아시아태평양 HNWI(55%)는 다른 지역의  

HNWI(45%) 보다 주거용 부동산을 선호하였다. 이 지역 전체  

HNWI 부동산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에서 2008년 26%로 떨어졌다. 기업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노력은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와 자본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싱가포르 및 홍콩과 같은 역내 상업 중심지에서의 임대료는 많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 공간의 일부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함에 따라 현저하게 하락하였다42. 임대료 하락, 공실률 증가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낮은 수요로 인해 HNWI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갔다.

아시아 부동산투자신탁(REIT) 시장은 가격이 급락하고 신규상장이  

고갈됨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리츠 시가총액이 약 미화 480억  

달러로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아시아 리츠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HNWI는 금융자산의 9%만을  

리츠로 보유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18%에서 하락한 수준이다.

호주 HNWI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명목가치가 완만한 하락(-3.3%)을 보임에 따라 매우 높은 부동산  

비중(41%)을 보유하였다43. 호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낮은  

공실률을 보였으며 양질의 사무용 공간에 대한 수요도 지속되었다.  

많은 기관 매수자들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유동성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자, 민간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의 틈을  

타 많은 물량의 사무실 및 산업용 부동산 개발을 확보하였다44.

한국 HNWI는 오랜 세월 동안 국내 HNWI의 주요 자산 원천이  

되어왔던 부동산에 보유 자산의 38%를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7년 대비 2 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시장  

가치 하락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장기 투자  

대상으로 간주되는 점은 부동산 비중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로 풀이된다45.

증시 폭락으로 주식 비중 감소

2008년 아시아태평양 증시는 48.6% 폭락하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두 번째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다(미 대륙46의  

-42.9% 및 EMEA47의 -49.3%). 아시아태평양 HNWI도 글로벌  

주식 대량매도에 동참하며 연말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 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23%를 주식에 배분하였다.  

인도 HNWI는 가장 높은 주식 비중(33%)을 보유하였다. 시가총액  

감소(-64.1%48)로 인해 2007년 수준(37%)에서 하락하긴  

했으나, 인도 HNWI가 특히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식 시장의 눈부신  

실적(시가총액은 2007년과 2006년, 각각 118.4%, 49.0%  

상승49)의 영향으로 주식 투자에 친숙해지고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유지되었다. 2008년 홍콩 HNWI는 주식 비중을 현저히  

줄였으며(33%에서 21%로), 호주 HNWI도 마찬가지로 주식  

비중을 줄였다(38%에서 25%로). 불확실한 시장 여건으로 양국의  

국내 시가총액은 대폭 감소했다(홍콩과 호주가 각각 -49.9%, 

-4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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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투자 비중은 감소

2008년 아시아태평양 HNWI는 시장 동요가 고조되는 가운데  

불투명하고 변동적인 상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에 따라 대안  

투자 비중을 2007년의 8%에서 6%로 줄였다. 대다수 자산이  

국내 통화로 보유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헤지수단으로서  

외환은 일본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의 HNWI에게 최고(25%)의  

대안 투자 대상으로 꼽혔다. 일본과 인도 HNWI는 구조화상품을  

선호하였는데(각각 38%, 30%), 전통적인 채권 투자 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화상품과  

정반대되는 원금 보호 조항이 있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였다.   

아시아태평양 HNWI는 다른 지역 HNWI에 비해 헤지펀드에 적은  

비중을 두었다. 아시아 헤지펀드 업계는 변동 장세에 취약한 주식  

헤지 전략 펀드의 비중이 높고 매크로 헤지 전략 펀드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HNWI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역내 투자를 더 선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 및 국내 투자는 투자자들이 고수익의  

기회를 모색하게 되면서 200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국 편향(home bias)”현상은 2008년에 더 두드러졌는데  

그 원인은 예전과 달랐다.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과 신용경색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HNWI는 다른 지역에의 투자를 꺼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2008년 아시아태평양 HNWI는 역내 및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을 2007년의 53%에서 67%로 늘렸다.

투자의 지역적 분포도(그림 8 참고)는 일본 HNWI에서 가장  

다각화된 양상을 보였다. 일본HNWI들은 아시아 내 다른 지역의  

HNWI에 비해 리스크 노출을 줄이고자 신흥경제, 신흥 산업화  

경제, 산업화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에 걸쳐 투자를  

다각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일본 HNWI들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자본 보전을  

추구하고자 2008년 역내 투자의 64%를 국내 자산에만  

배분하기도 했다. 

투자의 지역 분포도는 인도와 중국 HNWI에서 가장 낮은 다각화를  

보였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NWI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지역 시장에 투자를 집중하였는데 이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들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주목할 점은  

비일본계 HNWI가 제일 먼저 선택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2008년 말 기준으로 전체 역내 투자의 30% 차지)이었다는  

사실이다. 

(%)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0

25

50

75

100

77%
83%

5%
7%

71%

14%

7%

4%

86%

6%
4%

65%

18%

11%

55%

26%

13%

4%

76%

10%

9%

75%

12%

10%

74%

13%

4%
7%

13%

8%
1%
1%

1%
1%

2%
3%

3%
1% 3%

0%
2%
1%

3%
1%
1%

1%
3%
1%

3%
2%
1%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주: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율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 March 2009

그림 8. 시장별 아시아태평양 HNWI 자산의 지역 분포도,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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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HNWI는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후
다시 리스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당사는 아시아태평양 HNWI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보다는 금융자산 보호에 중점을 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이 겪은 엄청난 자산 손실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2010년에 이르러 시장이 반등하고  

포트폴리오 유동성 증가로 HNWI들이 리스크 선호 성향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HNWI가 주식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HNWI가 균형잡힌 투자 방식을 추구하고 주식  

매수에도 유동성을 유지하려고 함에 따라 채권 및 현금/예금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용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신용 경색  

및 신규 공급 물량 감소로부터 타격을 받음에 따라 부동산 비중은  

글로벌 예상 평균 비중과 발맞추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및 역내 투자에 할당된 아시아태평양 HNWI 금융자산 비중은 다른  

지역의 시장들이 금융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함에 따라  

2010년까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시장인 북미  

및 유럽에 대한 비중은 HNWI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고 포트폴리오의 투자 지역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 노출을  

관리하고자 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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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의 자산관리업계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이러한 위기와 그 파장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산관리회사들은 이미 매우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성공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금융위기가 촉발되기 이전에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시장의  

잠재력은 특히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많은 시장 진입자를  

끌어들였으며 이에 따라 수익 창출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다.  

금융위기로 인해 HNWI 고객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면서  

자산관리회사들의 관리자산(AuM) 규모와 이익마진이 감소하였고  

어드바이저, 자산관리회사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HNWI의  

신뢰가 손상되었다.

당사의 리서치51는 글로벌과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들이 모두  

고전하였으며 사업 및 영업모델 재정비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어드바이저 모델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산관리회사들은 운영 환경의 전면적인 변화, 치열한  

경쟁 환경의 변화 및 시장 잠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규제 장벽에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금융 

위기는 오히려 자산관리회사들에게 자사의 HNWI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사  

역량 및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간단히 말하면, 위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산관리업계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위기 이전에 자산관리회사들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적극 진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5년 여 전부터 아시아태평양의 자산관리 

시장은 왕성하게 성장하며 역동적이며 경쟁이 극심한 시장으로  

변화하였다. 역내 정치, 경제 및 사회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특히 해외 자산관리회사들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급속도로  

시장에 진출하였다.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주요 시장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규제당국과 정부들도 전반적으로 시장개방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은 높은 GDP 성장률을  

구가했으며, 시가총액과 거래는 급증하고 부의 수준과 HNWI  

인구도 증가세를 보였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은 금융시스템의 수익 창출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록 역내 또는 국내 시장에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리스크와 레버리지 감수에 대해서도  

안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해외 자산관리회사들은 사업과  

운영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지역 은행들도 자산관리부문으로  

진출하였고, 일부 전문 부티크 회사들 또한 시장에 진입하였다.  

업계 경쟁은 치열해졌으며 기업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많은 어드바이저를 고용함에 따라 기업 운영 비용은 상승하였다.  

그러나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던 반면, 자사의 역량을 키우거나  

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한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일례로 해외 자산관리회사들은 어드바이저 지원(예를 들어,  

최상위 도구 제공)에는 탁월하였지만, 일반적으로 탄탄한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한 회사는 지역/국내 회사들이었다. 

이와 동시에 사업모델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상품  

판매에 치중되었으며 많은 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대중적  

부유층(mass affluent segment)까지 잠재 고객으로 삼았다.  

한편 HNWI는 선택 가능한 자산관리회사의 폭이 넓었으며 많은  

이들이 다양한 회사들과 거래하며 다각화된 관계를 형성하였다. 

51  본 리서치는 정량적 및 정성적, 1차 및 2차 분석에 기초한 것임.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에 
걸친 4백명 이상의 어드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 지역에 걸친 20명의 고위 
자산관리임원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됨. 

중점 사안:
            자산관리회사들의 위기 이후 최대 과제는 
                    사업 모델 정비 및 역량 강화

16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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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 업계 약점 노출

사업 모델 및 고객관계 구축 단계에 있던 자산관리회사들에게  

금융위기가 준 충격은 갑작스럽고 격렬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이 지역 HNWI는 글로벌 평균 보다 더 큰 자산손실을 보였다.  

이러한 손실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었고  

고객이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태  

지역(일본 제외) 어드바이저의 65%가 2008년 대규모 HNWI  

자산 인출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일본의 경우 54%).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는 이 지역 자산관리회사 역량의 약점을 

노출시켰으며 특히 해외 자산관리회사와 지역/국내 경쟁사 간의 

서로 다른 장단점을 드러냈다.  

일례로,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들은 보다 넓은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긴 했지만, 다수의 회사들이 불안해하는 HNWI를 

안심시키고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경험 있는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역량 부문 참고)나 효율적인 자문 서비스 모델은 

결여했다. 그러나 불안한 HNWI들이 자산을 국내 회사로 옮김에 

따라 해외 자문관리회사들 또한 광범위한 글로벌 경험과 탄탄한 

어드바이저 서비스 모델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탈을 경험했다. 

이제 아태 지역 자산관리회사들은 위기로 촉발된 새로운 제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위기의 영향을 극복하고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핵심 시장에 주력

모든 회사들이 최초로 내리는 결정 가운데 하나가 자사의 핵심  

역량을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다. 당사의 리서치에 따르면,  

대다수 회사들이 HNWI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리적 범위와 자산 배분 측면에서 광범위한 입지(여러  

도시에 상주)가 요구되는 핵심 시장(일본, 중국, 인도 및 호주,  

그림 9 참고)에 투자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평균 보다 많은 자산관리회사가 여러 도시에 걸쳐 있다. 반대로,  

중국에는 대략 같은 수의 자산관리회사가 있으나, 이들의 활동  

범위는 몇몇 도시로 제한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시장이  

자산관리중심지로 자리잡은 싱가포르 및 홍콩 보다 적은 수의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다수 회사들이 탄탄한 입지를 갖는  

해외 자산관리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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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풍선의 크기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해당 국가의 시장 크기를 나타냄. 자산관리회사의 영향권은 시장 및 도시에 걸친 입지를 토대로 함.
출처: Capgemini analysis, 2009; Company annual reports, 2007-08

그림 9.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 현황, 2008-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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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시장에 중점을 두는 것은 향후 아태 지역의 부가 급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신흥  

HNWI 인구는 이러한 미래 잠재력을 가장 잘 대변해준다(“많은 

자산관리회사들이 중국와 인도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역 참고). 

그러나 핵심 시장에 중점을 두는 것은 모든 자산관리회사의  

공통된 특징이지만, 각 해외 및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출발점에서 항해를 시작할 것이다. 

몇몇 해외 자산관리회사들은 금융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역내  

사업확장 계획을 줄이거나 자국 시장으로 철수하였다. 일부 회사의  

경우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반면, 수익성  

악화 또는 내부 자본 보전 필요성으로 인해 철수한 회사들도  

있었다. 많은 자산관리회사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 계획을 연기하며  

사업 범위와 인력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 대형 자산관리회사 및 몇몇 부티크 회사들은 위기 동안에도  

확장을 지속하였다. 이들은 향후 핵심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견고한 입지를 다지면서 혁신적인 맞춤형 고객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을 높여 나갔다. 

한편, HNWI가 현재 안전한 국내 투자와 자산관리회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인식한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들은 일부 해외 자산 

관리회사들의 퇴각을 기회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관리자산이  

해외 자산관리회사에서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투명하고 단순한 상품에 투자되었고,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들이 향후 HNWI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자금 이동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다.

금융위기가 HNWI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모델 재정비

자산관리회사의 임원들은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아태지역 업계의  

향후 주요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보다 전문화된 HNWI 서비스  

제공으로의 이동(또는 일부에게는 회귀)과 금융위기 이전 시절에  

많은 회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성급하게 채택했던 리테일 사업  

모델에서의 탈피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 해외 자산관리회사 및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들은  

전체 사업 방식을 조정하는 동시에, 특히 위기로부터 야기된  

HNWI의 수요 및 성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당사 리서치에 따르면,  

많은 자산관리회사들이 이미 다수의 핵심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했으나 이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 및 자문 서비스. 자산관리회사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아시아태평양 HNWI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범위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상품 선택은 특히 자국 투자와 리스크가  

낮은 투자로 돌아섰던 고객들이 다시 투자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상품은  

또한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일례로, 저마진  

여건). 자문 중심 서비스 모델로의 이동은 HNWI의 정교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특히 전통적으로 소매 금융에 중점을  

두었던 회사에게 있어 대대적인 변화)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은 아태 지역 자산관리 임원 사이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45%가 2009년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고객 분석 및 시장 범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들은 각기 다른 고객 영역을 파악하고 목표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요구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자산관리업계  

잠재력의 상당 부분이 신흥 부유층과 신규 영역에 존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산관리회사들은  

기존 HNWI 외에도 새롭게 성장하는 고객 영역에 대한 시장  

접근성과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계열사(예를 들어, 소매금융)와  

공조하거나 다른 회사와 협력할 수도 있다. 적절한 툴을 이용한  

공격적인 의사소통 및 마케팅 계획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운영 효율성 및 툴은 수익성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 및 어드바이저  

역량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산관리회사들이  

HNWI에 주력함에 따라(소매금융 비중 감소), 어드바이저들은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비롯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화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IT 보급률이 높은 아태 지역의  

고객들은 특히 최신 IT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옵션을 요구할 것이다.  

수수료 구조는 특히 소매 상품에 익숙한 고객들에게 이슈가 될 수  

있다. 자산관리회사들은 상품 가격 결정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과 리드에 대한 접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및 수익  

배분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외국 및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의  

각기 다른 발전 양상

각 자산관리회사의 사업 및 운영 모델의 발전은 현재 보유하는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당사가 아태지역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국 자산관리회사와  

지역/국내 회사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그림 

10 참고).

어드바이저 데스크탑, 관계관리도구 및 정보 기술(IT)은 고감도 고객  

서비스 자문 모델 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IT 및 도구를  

선진시장으로부터 도입할 수 있는 외국 회사가 탁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역량은 아태 지역의 서비스 제공이 진화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지역/국내 회사들은 소매 및 거래 중심 활동에  

중점을 두며 역량 지원 도구, 기술 및 리서치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하였던 만큼 향후 이러한 틈새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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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서비스 및 자문서비스. 자산관리회사 임원들은 외국  

자산관리회사가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보다 탁월한  

자문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역내  

자산관리회사들이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외국 자산관리회사들을  

우월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아마도 금융위기  

동안 HNWI들이 글로벌 회사들이 다루는 복잡한 형태의 상품을  

회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외국  

자산관리회사들이 보다 성숙된 시장에서 HNWI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한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기존  

HNWI의 위험선호도가 개선되고 아태지역 HNWI 인구 및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상품 리스크 및 실사 과정 측면에서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들이  

외국 회사 못지 않은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산관리회사들은 자신들이 확연하게 월등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분야에 대한 지역/국내 회사들의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태 지역의 관리감독은 운영  

및 기술 방식 측면에서 특히 외국 회사일 경우 굉장히 엄격하지만,  

상품 리스크 관리는 덜 엄격한 편이다. 또한, 외국 회사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 및 실사 역량을 요구하는 혁신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익숙하다. 이는 외국 자산관리회사들의  

강점으로서, 상품 서비스가 진화하고 역내 규제기관이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강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브랜드. 복잡한 상품과 시장을 통해 명성을 쌓았던 외국 회사에  

대한 HNWI의 신뢰는 금융 위기로 인해 손상되었다. 많은 HNWI들은  

역내 또는 자국에 근간을 두는 회사로 눈을 돌렸다. 이러한 현지  

회사들은 적어도 HNWI의 자산을 보다 보수적인 자국 기반의  

투자에 재배분하는 데 있어 외국 회사 못지 않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회사의 후퇴는 금융위기가  

해소됨에 따라 다시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테일 고객에 대한 접근성 및 현지 지점이 오랜 기간 동안 

아태 지역 규제기관 및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상황으로 인해 

지역/국내 회사들은 외국 회사에 비해 영역 확장이 용이하였고 

고객 확보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외국 회사에 

대한 제한은 이들 회사의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및 활동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지역/국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영역은 자산관리가 아닌 리테일 및 

대중 부유층 시장이다. 대다수 지역/국내 회사들의 거래 중심 및 

리테일 위주 방식은 향후 HNWI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전문 

상품 제공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객 보고(온라인 및 거래내역서)가 임원들이  

특히 대형 시장에서 외국 회사와 지역 회사를 거의 동일한 순위로  

평가한 유일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HNWI의 고객보고 기준이  

리테일 고객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임원들은 HNWI를  

대상으로 하는 고객 보고를 평가할 때 리테일 고객만큼 높은  

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HNWI는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보유 및 관리(수수료 포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실시간 정보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고객 보고에 대한 기준이 향후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자산관리회사들은 자신들의 사업 계획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출처: Capgemini analysi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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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회사의 역량, 2009년

(평균 등급 1 - 5 높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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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주요 과제는 
고객 신뢰 회복과  
어드바이저 역량 강화

향후 몇 년에 걸쳐 자산관리업계의 규모와 성숙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업 목표와 역량을 잇는 가장 중대한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로서 위기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설문조사 대상 아태지역 임원 및 어드바이저들은 HNWI 고객들이  

이번 위기로 인해 회사, 어드바이저, 금융시장 및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아태지역 자산관리회사  

임원들은 이러한 불신이 회사 또는 개별 어드바이저 보다는  

금융시스템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면서도 이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임원의 48%가 자사 고객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답한 반면(어드바이저의 31%가 동일한  

답변), 임원의 10%만이 HNWI가 어드바이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답했다(어드바이저의 3%만이 동일한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들이 고객을 안심시키고 이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실제로, 임원의 

85%가 고객 신뢰/고객 관계 유지를 2008-09년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회사가 당면한 양대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으며, 40%는 

고객 신뢰가 2009년의 3대 해결 사안에 속한다고 답하였다.

어드바이저 교육은 회사가 고객의 신뢰와 확신을 다시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조사 대상 임원 가운데 55%가  

어드바이저 교육이 2009년의 3대 당면 과제에 해당한다고 답변하는  

등 어드바이저 교육은 가장 많이 선택된 최우선 과제였다.

이는 당사 리서치를 통해 파악된 요구사항과도 일치하며 HNWI의  

포트폴리오나 심리에 미치는 위기의 영향을 관리할 능력을 갖춘  

어드바이저가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설문에 참여한  

아태지역 어드바이저의 40% 이상이 2008년에 대규모 고객  

이탈을 목격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예전에 이번 위기처럼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는 어드바이저는  

소수에 불과했다. (아태지역 어드바이저의 평균 경력은 9.7년으로  

글로벌 평균인 13.3년을 크게 밑돈다.) 41세 이하의 젊은  

어드바이저와 단독으로 활동하는 어드바이저는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더 컸다(그림 11 참고).

당사 리서치에 따르면, 어드바이저 지원 수단 및 활동은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제성에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역량 지원에 만족하는 어드바이저52  

들은 그렇지 않은 어드바이저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족하지 않는 어드바이저의 74%가 2008년에  

고객이탈을 경험했다.

외국 및 지역/국내 회사들 모두 향후 어드바이저 역량 지원 수단의  

적절한 조합을 결정해야 하며 이 같은 결정은 전체 사업 및  

운영모델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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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apgemini Analysis, 2009

그림 11. 2008년 고객이탈을 경험한 아시아태평양 어드바이저의 연령 및 고객서비스모델

52  어드바이저들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주요 역량지원 수단에 대해 일정 정도의 불만족을 표시할 
경우“불만족”으로 구분되었다 (다시 말해,‘어드바이저 데스크탑’및 고객관계관리’도구와 
같이 어드바이저가 최소한의 통제권을 갖는 수단/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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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규제 변화 관리 필요

규제는 아태지역 자산관리의 항상 변화하는 또 다른 영역에  

속한다. 최근 일련의 규제 강화 추세를 위기에서 야기된 반사적  

현상으로 보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복귀될 것으로 치부하기  

쉬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리감독은 보다 선진화된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통제받지 않아온 특정 사업 영역들을 주요  

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규제는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상품 개발의 주요 영역에  

직접적인 제한을 주는 요소로 풀이된다:

• 상품 실사 

•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제공

• 금융서비스 회사의 외국인 소유

• 수익/수수료 구조

• 여신 및 신용대출

• 지점/네트워크 영향권

이와 같이 규제는 외국 회사에 있어 시장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영역 참고). 따라서, 자산관리회사들은 과거 전통적인 방식  

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규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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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시장 가운데 다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다. 2008-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몇몇 국가(일본, 한국, 태국 및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특정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위기는 아태지역의 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를 초래하였다.

규제기관들은 특히 외국 은행들의 실적 및 재무건전성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외국 기업에 대한 은행 부문 개방  

조치를 보류하거나 지연시켰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자산관리자금  

및 구조화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제한까지 가해지자, 자산관리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당사는 역내에서 활동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상황을 가늠하기 위해  

사업 및 규제 점수를 토대로 각각의 아태지역 시장을 분석하였다.  

점수는 은행 규제, 외국 은행에 대한 제약, 상품 제공, 진입 장벽,  

전체 시장의 성숙도, 시장 전망 및 기타 기업환경점수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자산관리  

시장을 네 영역으로 구분했다(그림 12 참고). 

‘진입이 용이한(Easy-to-Enter)’ 홍콩 및 싱가포르는 가장 

우호적인 기업환경 및 규제를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자산관리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자유로운 규제 및 정책을 보유한 시장으로 이러한 여건에 

힘입어 대다수 외국 자산관리회사가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엄격한 은행 비밀보장법, 신뢰성 있는 법 체제, 매우 효율적인 

정부, 효과적인 은행 규제 등을 반영하듯 규제와 사업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럽연합이 유럽의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유한 유럽인들은 

역외투자중심지로서 점차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태지역 시장의 

자산 유입 교두보에서 글로벌 자산관리중심지로 도약했다.

‘진입이 가능한(Accessible)’ 시장(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및 대만)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기업환경과 덜 엄격한 규제를 

갖추고 있어 외국 은행들의 진입이 순조롭다. 말레이시아와 

대만은 외국 회사들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투자의 국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외국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대만은 또한 지점 

은행업무 및 대만 달러화 예금에 대한 제한을 풀어 외국 은행들의 

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산관리시장은 성숙되어 있으나, 국내 자산관리 및 부티크형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말레이시아 및 대만과는 달리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 은행들은 국내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진입이 어려운(Challenging)’ 시장(중국, 인도, 태국, 한국 및 

인도네시아)은 엄격한 규제를 갖추고 있으나, 아시아태평양 시장 

가운데 높은 자산관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다. 최근 중국과 

인도에서 전개된 상황은 외국 은행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를 보여준다. 일례로: 

•  중국은 최근 자산관리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은행들이  

이러한 자금을 유통시장과 복잡한 고위험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은행의 경우 국내 법인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 은행들이 광범위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인도에서는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외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2009년 4월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53에 의해 연기되었다. 그 결과, 외국 은행의 전액출자 

자회사들은 여전히 인도 국내 은행과 차별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인도 민간은행에 대한 지배지분도 획득할 수 없다. 사업 

확대가 곧 허용되어 성장하는 인도 자산관리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외국 은행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제약으로 인해 낙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자산관리시장은 매우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많은 자산관리회사들이 중국과 인도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영역 참고.)

한국은 2009년 2월자로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었다54. 이 

법안은 금융서비스업계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사업 영역과 상품 제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더 나은 결제거래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외환 

거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였다. 한국과 태국의 규제 

또한 엄격한 편이지만, 자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진입이 매우 힘든(Tough)’ 시장(일본, 베트남 및 필리핀)

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침투하기 

어렵다. 일례로 국내 기관들이 점령하고 있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양 은행들이 진입하기 매우 힘든 시장이다. 외국 은행들은 

자사의 글로벌 영향력과 상품 전문성을 내세울 수는 있어도 일본 

경쟁업체들의 지점 네트워크와 국내 자원은 결여한다. 일본의 

국내 자산관리시장은 늘 전문성, 상품 및 서비스가 부족하였지만, 

외국 기관들은 여전히 일본 고객의 두터운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은행들은 최근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이 은행의 증권 업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다소 숨통이 트였다. 과거 은행의 계열사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22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 2009

53  Vaibhav Aggarwal, “Foreign Banks to reconsider growth plans for India”, 
Rupee times (http://www.rupeetimes.com), April 2009

54  “South Korea: Buckling the trend”,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http://
www.iflr.com),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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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권유는 금지됐었다. 새로운 규제는 일본 국내 은행과 같은 

지주 회사 구조가 결여되어 기존 규제로부터 가장 불리한 영향을 

받았던 외국 은행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55. 

베트남과 필리핀 또한 규제가 엄격하여 진입이 매우 힘든 

시장이다. 베트남은 최근 신용법을 개정하여 신용 및 은행-주식 

소유에 엄격한 제한을 적용하였다. 외국 은행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베트남에서의 향후 성장계획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필리핀 또한 외국 자산관리회사의 현지 영업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어 많은 회사들이 주로 역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결론

금융위기는 대체로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업계에 더 많은 규제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정 시장의 진입 가능성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여전히 역내 자산관리 

중심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은행들이 아태 지역에서 성공하려면 사업 모델을 규제 

현실에 맞추어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국 및 

인도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감시가 엄격한 시장에서 

전반적인 자유화를 기다리는 한편, 규제의 단편적인 변화를 

활용하면서 시장 진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해외거주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규제와 고객 니즈가 뒷받침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 

자산관리회사들은 앞으로 있을 규제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업계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새로운 조치들이 지나친 

제약성을 갖지 않도록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회사의 

임원들은 규제가 아태지역 전체에 걸쳐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들은 규제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자사의 성장 전략에 미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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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풍선 크기는 2009년 자산관리시장의 규모를 나타냄.
출처: Capgemini Analysis, 2009

그림 12. 전체 사업 및 규제 점수별 아시아태평양 시장 구분, 2009년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55  “Knocking down the wall”, Economist (http://www.economist.com),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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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금융자산의 성장은 향후 십년 내 

글로벌 자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중국, 인도 및 일본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3 참고). 일본은 아태지역의 핵심 

시장으로서 중추 역할을 유지하는 한편, 인도와 중국은 매우 높은 

자산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7% 대비 인도 14%

와 중국 12%)56 . 아태지역 최고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장기 투자를 위한 주요 시장이다. 이미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와 인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들은 향후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자산관리회사들이 2008년 이후로 중국 또는 인도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지 은행과 자산관리회사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사업 기회에 주력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미개척 시장 잠재력

•  상품 구성 및 신규 고객 영역의 혁신   

그러나 자산관리회사는 여전히 어려운 시장여건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적합한 전술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러한 

주요 성장 원동력과 규제제도에 부합하는 방식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이다. 

2018년까지 중국 HNWI 인구는 2008년 규모의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57, 중국의 소도시들이 팽창하고 대도시 

이외 지역의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HNWI의 지리적 분포도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성장의 상당 부분이 2015

년까지 중국 4대 도시인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및 심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자산의 지리적 분포도의 

변화는 소비자 및 대중 부유층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58. HNWI 

영역도 이와 유사한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HNWI 인구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으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일본 HNWI 인구의 41%가 66세 

이상이며 보수적인 저마진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국 HNWI 인구의 2%만이 비슷한 연령대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국 HNWI의 47%는 46-55세 연령대에 속한다59. 또한, 중국 

HNWI의 4%만이 자산을 상속60 받은 것에 비해 일본은 22%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중국 HNWI의 특성은 최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허용도를 가능케한 요소이며 

엄청난 HNWI 성장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61.

자산관리회사들은 또한 광범위한 규제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품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은행들은 최근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중국은행감독위원회(China Banking and Regulatory 

Commission, CBRC)의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프라이빗 

뱅킹 사업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자산관리회사들은 고위험 투자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위험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62.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최근 일부 은행들이 매우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갖지만 HNWI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접근 불가능한 중국 창업판 

상장주(GEB-listed)63에 대한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자 노력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자본 보호(단기 트렌드)64, 신흥 자산계층의 수요 충족, 

보다 글로벌 차원의 투자 방식(중장기 트렌드) 등 다양한 상품 

서비스 기회들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 HNWI는 아시아태평양 

이외 지역에 투자된 포트폴리오 비중을 2008년 17%에서 2010

년에는 29%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65.

인도 또한 엄청난 HNWI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도 HNWI 

인구는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2008년 수준의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66. 중국의 경우와 같이 

현재 인도 HNWI 인구 가운데 자산을 상속받은 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일본의 22% 대비 인도 13%), 9%만이 66

세 이상 연령대에 해당하는데 이는 향후 경제성장을 통해 HNWI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자산 또한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의 중산층은 8천만 

가구로 2천5백만 가구만이 뭄바이 및 델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반면, 다수가 소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미 인도의 

51개 구역은 4대 대도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두 배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67, 이는 향후 HNWI 자산 잠재력이 한층 

더 지리적으로 분산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인도의 1인당 송금 상한선이 2004년 미화 2만 5천 

달러에서 2009년 미화 20만 달러로 지난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도의 자산관리회사들은 역외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68. 또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는 최근 뮤추얼 펀드 판매 회사의 물량 제한(entry load)

을 폐지함에 따라 회사들은 투명성이 제고된 자문 중심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69. 

많은 자산관리회사들이  

중국과 인도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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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Capgemini Lorenz Curve Analysis, 2009
57 위와 동일함.
58  “The Coming of Age: China’s New Class of Wealthy Consumers”, McKinsey 

Insights China (http://mckinsey.com), April 2009
59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 2009
60 위와 동일함.
61 위와 동일함.
62  “Lenders turning to wealth management products for growth”, China Daily 

(http://www.chinadaily.com.cn), August 7 2009
63  창업판(Growth Enterprise Board, GEB)은 NASDAQ 형식의 2차 주식시장으로, 금년 

후반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64  Survey of Asia-Pacific’s leading wealth managers, Barclays Capital, April 2009
65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 2009
66 Capgemini Lorenz Curve analysis, 2009
67  “An Increasingly Affluent Middle India is Harder to Ignore”, Knowledge at 

Wharton (http://knowledge.wharton.upenn.edu), July 10 2008
68  “Master Circular on Miscellaneous Remittances from India - Facilities for 

Residents”, Reserve Bank of India (http://www.rbi.org.in/), July 1 2009
69  “Advisories to benefit from MF entry load removal”, The Economic Times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 June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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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해외거주 인도인(non-resident Indian, 

NRI)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있어 막대한 잠재 고객층을 나타낸다. 

NRI 예금액은 2008년 12월 미화 361억 달러에서 2009년  

5월 미화 39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70, 송금액은 2008년 

미화 490억 달러에서 2013년까지 미화 56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2008년도 송금액은 

미화 370억 달러였으며 2013년까지 미화 48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71. 이러한 사실은 NRI 포트폴리오의 

15%-25%가 인도에 투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하다
72. 아시아태평양을 제외하면, NRI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중동과 북미이다73. 이 두 지역은 통틀어 아시아태평양 이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NRI 송금의 70% 가까이를 차지한다74.

결론

자산관리회사들은 규제 여건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국과 인도 

시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특히 외국 자산관리회사들은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여전히 고객 불신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자산관리회사들은 향후 HNWI 인구의 증가와 변화에 따라 교차판매

(cross-selling) 및 상향판매(up-selling)의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 상품 마련에 주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성장하고 개방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제약에도 불구하고 HNWI 

상품 및 영역에서 단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점진적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심층 세분화(Granular segmentation)는 특히 중국과 인도의 각 

지역별로 다양한 방언을 감안하여 볼 때, 신흥 HNWI 고객층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회사들이 

고객 성향과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는 있으나, 인도와 중국은 

아직 시장이 광범위하게 발달하지 못한 탓에 자산관리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회사들은 이러한 부족 현상으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전문 어드바이저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 회사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자산관리회사들은 중국과 인도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앙화된 지역과 현지 지점의 적절한 혼합을 시행하기 위해 확장 

가능한 해결방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장 가능성은 

과도한 리스크 또는 간접비용 없이 생산성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중국과 인도 HNWI들이 2011년 이전까지는 

채권 및 현금/예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 압박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감도, 고비용 활동을 프론트 오피스에서 미들 및 백 오피스로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특정 조치 또한 필요할 수 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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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apgemini Analysis, 2009

그림 13. 글로벌 자산 대비 중국, 인도 및 일본의 자산 비중, 2008년 대 2018년

70  “Outlook for Remittance Flows 2009-2011”, World Bank (http://siteresources.
worldbank.org/), July 13 2009

71 Country Data for India and China,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ugust 2009
72  Tom Burroughes, “Seize Indian Wealth Market Opportunities Now - New 

Report”, Wealth Briefing Asia (http://wealthbriefingasia.com), March 2009
73  “Spread of the Indian Diaspora” - country-specific data for the Middle 

East region, Overseas Indian Facilitation Centre (http://www.oifc.in), accessed 
August 20 2009

74  “Cost of NRI Remittances”, Report of the Working Group submitted to Reserve 
Bank of India, May 2006

75  Capgemini/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Surve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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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자산관리 선두업체 - 싱가포르

비즈니스 모델
• 장기 고객관계 수립에 주력
•  광범위한 역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내시장 여건에 맞는 

일련의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
•  자산관리회사는 고객들이 여러 자산관리회사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쟁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고객이야말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회사가 
보다 의미 있는 상품을 맞춤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자문 모델 
•  팀에 기반을 둔 방식은 어드바이저 한 사람이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보유하고 판매 할 수 없으며 HNWI 고객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  어드바이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영업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HNWI 고객의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투자전략 수립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운영 모델 
•  IT 투자를 통해 어드바이저 지원 및 고객 경험 역량 계발
•  지속적인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을 위해 IT 활용  
•  비즈니스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지향 구조(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 일괄 서비스) 실행 

사례 2: 자산관리 선두업체 - 인도

비즈니스 모델
•  자산관리회사는 부티크 형식에서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상품 

판매 형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도전적인 
사업환경에서 확대된 분산투자 제공

•  확고한 고객 관계 달성하여 모든 고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원스톱 
체제 수립

•  판매망 확장으로 도심지역 밖으로 영향권 확대
•  지역/국내 자산관리회사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국경간 회계처리 

부문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프라이빗 은행처럼 운영

자문 모델
•  고객에게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팀 기반 모델

운영 모델
•  자산배분에 있어 기존 핵심 은행시스템, trigger 등과 같은 기존 

역량을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 포착 추구
•  수익성 개선을 위한 미들 및 백 오피스 최적화

많은 자산관리회사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산관리시장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특히 지금처럼 마진과 수익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있는 

HNWI 관계를 수립 및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HWNI 고객들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분별력이 더욱 높아졌다. 

이들은 회사와 어드바이저가 투명성과 의사 소통력, 신뢰성과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상품의 우수성과 혁신을 

요구한다. 그 결과, HNWI는 보유 자산을 여러 자산관리회사에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머지 않아 아태지역 HNWI의 위험선호도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수익률을 쫓아 아태지역 

전체에 걸쳐 투자를 다각화하고 주요 상품에 대한 비중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특히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수익 개선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기업 환경은 위기 이전의 상황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외국 자산관리회사는 자사의 뛰어난 상품 전문지식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의 신뢰와 자산을 다시 얻게 

되겠지만, 역내 및 국내 회사들과의 경쟁이 예전에 비해 훨씬 

치열해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객 기반 및 수익을 강화하기 위한 합작투자와 같은 업계 

통합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자체성장 또한 아태지역의 신흥 HNWI 

인구와 함께 확장 및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당사 리서치를 통해 현재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시장에 성과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운영 및 서비스 모델이 제시된 두 가지 사례를 

발견하였다. 

향후 방향:
    장기적인 자체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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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당사의 리서치는 아시아태평양 자산관리 부문에서 향후 

지속적인 자체성장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성공요인을 제시한다. 

1.  현재와 향후 HNWI 시장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실무 모델 수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산관리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약화되어 있었다. 많은 자산관리회사들은 

고객 유치 쟁탈전을 벌이며 소매금융에 진출하고 거래에 

치중하였다. 현재 자산관리회사들은 자사 전략을 재검토하고 

이를 HNWI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회사들은 기존 HNWI 영역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는 한편, 신흥 HNWI 영역과 관리자산을 

확보하는 데 동일한 비중을 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중심 영업의 마진과 수익을 유지 및 증대시키기 위해 현행 또는 

미래의 규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비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2.  새로운 시장 및 영역 진출. 성장 전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장의 규모 및 잠재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게 있어 

이는 잠재 수익을 고려하여 규제 제약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가늠하고 단기 및 중장기에 걸친 경쟁 제약 속에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시장에 진입한 

자산관리회사들은 서둘러 기존 및 신흥 HNWI 고객 영역과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각 HNWI 영역에 

맞춤화된 동시에, 경제성이 보장된 접근법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통계, 경제, 정치, 규제 및 투자자 성향에 대한 복잡하고도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3.  효과적인 상품구성 제공. HNWI들의 단기적인 위험 기피 성향과 

수익성 압박을 감안했을 때, 자산관리회사들은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투명하고 단순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HNWI가 현재 친숙하게 느끼는 자국 지역 상품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들은 위험 선호 성향이 회복되면, 이에 따라 

상품을 쇄신하고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HNWI들에게 중요한 

투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다 복잡한(높은 마진) 글로벌 

상품이 포함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전달은 점차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4.  고객 자문 서비스 향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자산관리회사들에게 있어 전통적인 거래 중심 모델에서 보다 

자문 중심의 고객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팀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따라 수수료 구조도 대폭 

개편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 많은 어드바이저를 

고용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는 정교한 인재 관리 전략이 

요구될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의 호황기에는 공격적인 

채용 방식으로 인해 사업 비용이 상승을 거듭했었으나 

자산관리회사들은 현재와 같은 저마진 환경에선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자산관리회사들은 

아시아태평양 HNWI 고객을 유치 및 유지하고 아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번영하는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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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는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대만 및 태국 등 11

개 핵심 시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들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95.3%를 차지한다. 

시장 규모 모델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 국가와 지역이 

포함된다. 당사는 1980년대 Capgemini가 메릴린치에 컨설팅을 

제공할 당시 개발된 Capgemini Lorenz curve 방법론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 자산의 규모와 성장을 추정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HNWI 금융 자산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이 방법론은 

매년 갱신되고 있다. 

이 모델은 두 단계에 걸쳐 구축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별/시장별 총 

자산이고 두 번째는 해당 시장의 성인 인구에 걸친 부의 분배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같은 권위있는 기관의 국가 계정 

통계를 활용해 국가별 총 자산 수준을 추산하여 매년 총 국가 

저축액을 파악했다. 이것이 일정 기간에 걸쳐 합산되어 총 누적된 

국가 자산에 이르렀다. 이 단계에서 장부 가치로 파악된 금융자산은 

각국 증시 지수를 토대로 조정되어 최종 수치가 HNWI 자산 가운데 

주식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과거 수치들은 이전 

보고서들이 출간된 이후에 최신 정보로 갱신되었다.

2005년에 당사는 지역별로 발표하던 연간 결과를 국가별 결과도 

포함하기 위하여 방법론을 개정하였다. 자산 분배는 자산과 수입 

간의 공식화된 관계를 토대로 한다. 수입 분배에 관한 데이터는 

세계은행, Global Insigh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및 

각국의 국가 통계를 이용했다. 그런 다음 Lorenz 곡선을 이용해서 

각국의 성인 인구에 걸쳐 자산을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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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모델을 향상시키고 국내, 재정 및 통화정책이 HNWI의 부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회사들과 공동 

작업하였다. 

당사가 공표하는 금융 자산 수치에는 장부 가치로 명시된 비상장 

주식을 비롯해 상장 주식, 채권, 펀드 및 현금 예금 일체가 

포함된다. 수집품과 소모품, 소비 내구재 및 1차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론적으로는 해외 투자도 해당하지만, 국경간 자산과 

투자의 흐름을 정확히 추산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집계에서 누락된 예금이 있을 수 있다. 

당사는 특히 미 달러화와 관련해 지난 몇 년 동안 나타났던 환율 

변동을 감안해서 통화 변동이 당사의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당사의 방법론이 신뢰할 

만하며, 환율 변동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 달러화로의 환산은 연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세계 

부자 보고서 모델은 100년을 넘는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화 개념으로 누적 자산을 산출하므로, 1-2년 간의 극심한 

환율 변동이 미치는 효과는 경미한 수준이다. 일례로 당사 분석 

결과, 2008년도 환율이 2007년과 같은 수준에서 머물렀다 해도, 

2008년의 글로벌 HNWI 자산은 당사가 보고한 미화 32조 8천억 

달러보다 단지 0.2% 낮은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정보의 

정확도나 완결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산출을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하는 당사자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의 편집에 도움을 주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apgemini의 William Sullivan, Ileana van der Linde, Anjali 

Rudraraju는 금년 보고서의 전체 지도를 맡았습니다. Nikhil 

Shinde, Dhawal Jadhav, Vignesh Kumar, Jairo Rios, David 

Wilson은 심도 있는 시장 분석을 제공하는 동시에 조사결과를 

분석, 취합, 작성했습니다. Capgemini의 자산 관리 실행팀의 

Colin Flynn, Bhushan Joshi, Wayne Li, Martin Lee, Joseph 

Sim, Arvind Sundaresan과 팀 멤버들은 통찰력과 산업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Karen Schneider와 Marion Lecorbeiller

는 전 세계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메릴린치의 Sameer Aurora, Lucinda Horne, Takayuki Inoue, 

Mona Kwatra, Vicki Kwong, Jane Mang, Selena Morris, 

Prakash Muthukrishnan, Angel Ng, Hideki Sakuma, Justin 

Tan, Gea Hong Tho, Phoenney Wang, Sunny Wong은 

금융서비스 업계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의 발전을 위하여 방향, 

업계 전망과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메릴린치의 Naveen 

Agarwal, Kenichi Bando, Riccardo Barbieri, Timothy James 

Bond, Jaeho Chang, Debbie Chin, Pradeep Dokania, Amy 

Fong, Thanomsri Fongarun-Rung, Malcolm Harrow, Eng 

Huat Kong, Francis Liu, Eng Lock Oh, Supavud Saicheua, 

Chris Selby, Hiroyuki Yamamura는 현 산업 추세에 대한 전문 

어드바이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또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하여 조사결과를 검증하고 

분석에 깊이를 더해준 수백 명의 Capgemini와 메릴린치 그리고 

다른 기관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및 지역 전문가들에게도 사의를 

표합니다. 당사는 전 세계 자산 업계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 여러 회사들과 금년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HNWI 고객 설문조사에 도움을 준 

회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Z Private Bank; 

Bank Hapoalim; BNP Paribas; BT Financial Group (Westpac); 

Citi Private Bank; Commonwealth Private Bank; Credit Suisse 

Group; Deutsche Bank; Enam Securities; Fubon Financial; 

HSBC; ICICI; JM Financial Services; Kotak Mahindra Bank; 

Motilal Oswal Financial Services; NAB Private Wealth; Nan 

Shan Life Insurance Company; Overseas-Chinese Banking 

Corp.; Religare Macquarie Private Wealth; Sal. Oppenheim; 

Societe Generale Private Banking; Standard Chartered 

Private Bank; Tata Capital; United Overseas Bank.

부록 A: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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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gemini Financial Services
세계 최정상의 컨설팅, 기술 및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업체인 Capgemini는 당사의 고객이 기술을 통하여 변형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Capgemini는 고유 작업 방식인 Collaborative Business Experience를 통해 탁월한 결과 달성을 가능케 하는 통찰력과 능력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사는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팀 단위로 작업하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최고 인재의 적합한 

균형 유지를 목표로 하는 Rightshore® 글로벌 제공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계 30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Capgemini는 

2008년 87억 유로의 글로벌 수익을 보고하였으며, 세계적으로 9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Capgemini의 자산 관리 부문은 전 세계에 걸친 기업의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잠재력 파악, 시장 점유율 파악, 성장 전략 수립, 실무 모델 

및 고객 경험을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적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Capgemini는 또한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조직을 사업 및 기술적 

관점에 재정렬시킴으로써 기업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capgemini.com/financialservices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지 웹사이트 및 아시아태평양 내 당사의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정보는 www.capgemini.com /locations/ asia_pacific에서 확인 가능하다. 

CAPGEMINI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안내 

MERRILL LYNCH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안내

Beijing  +86 10 656 37 388 

Chennai  +91 44 6633 1000

Hong Kong  +852 3112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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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2 8780 0909

CAPGEMINI 본사

Paris  +33 1 47 54 52 00

New York  +1 212 314 8000 

Bangkok  +66 2 685 3548

Beijing  +86 10 6505 0290

Fukuoka  +81 92 715 0030

Hong Kong  +852 2844 5678

Jakarta  +62 21 515 0888

Kuala Lumpur  +60 3 2333 2000

Melbourne  +61 3 965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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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도시

Pasadena  +1 626 817 6888

San Francisco  +1 415 693 5500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 (GWM)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자산 관리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자산관리회사로, 약 16,000명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미화 1조 1천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업계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있다. GWM 자산의 2/3 이상은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고객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GWM 내 Private Banking & 

Investment Group은 초고액자산가에게 부티크형의 친밀한 서비스와 세계 정상급 금융 서비스 회사의 자원을 모두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투자 관리, 집중형 주식 관리, 재산 상속 전략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150개에 이르는 Private Wealth 

Advisor 팀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는 Bank of America Corporation

의 계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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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wealth@capgemini.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apgemini 취재 요청은
Marion Lecorbeiller (marion.lecorbeiller@capgemini.com 
또는 +33 6 12 73 03 44, 글로벌)  
Lisa Boughner (lisa.boughner@capgemini.com  
또는 +1-702-476-6152, 북미 지역)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 취재 요청은
Vicki Kwong (+852-2161-7746, 아시아태평양) 
Selena Morris (+1-212-449-7283, 글로벌)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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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and Capgemini. All rights reserved.

ⓒ 2009 Capgemini and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Capgemini와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 본 보고서에 언급된 이들의 서비스, 각각의 로고는 각 

회사의 상호 또는 등록상호입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다른 모든 회사, 

상품, 서비스 명칭은 해당 소유주의 상호이며, 상호권 침해를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Capgemin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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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정보이며, 전문가적 조언 

또는 견해로서 사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보고서는 기업이 특정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개인적 요소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접근방식 또는 조치를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오직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접근방식에 대한 추천이 아니며, 특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기준입니다.

Capgemini와 Merrill Lynch Global Wealth Management는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