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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국내외 부(富) 리서비스(Wealth Management)의 주요 운용

상이 되는 부동산자산의 특성을 살펴 으로써 동 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필요성  용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80년  이후 융자율화 

 융공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세계 으로 겸업화  자산의 증권화가 

진 되면서 부계정은 궁극 인 융서비스 모델로 각 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융선진국에서는 실물자산은 물론 증권화 된 부동산자산이 포함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운 이 부(富)계정(Wealth Account) 리서비스의 일

환으로 속히 확 되고 있다.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를 운 하는 라이빗 뱅킹의 

경우 80년  까지만 해도 한정된 부유층을 한 문은행의 유물로 인

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자산의 증권화3)가 진 되면서 일반가계에까

지 그 서비스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4) 이에 따라 국내 융기 들도 부

(富) 리서비스에 해 지속 인 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융자

산에 한정된 자산 리서비스에 머물고 있어 부동산 등 복합자산을 포함한 

본격 인 부(富) 리서비스까지는 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황과는 달리 국내 자산가들이 인식하는 부동산자산의 요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제개발기간  부동산자산의 

가격상승 폭이 컸었던 데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5) 그 결과 규

모면에서도 민간이 보유하는 자산  부동산자산이 융자산보다 훨씬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한편 개인투자의 요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여 민간 융회사들도 부동산자산을 포

함한 복합자산 리에 한 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경험  노하우 부

족 등을 원인으로 본격 인 자산운 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외환 기 이

후 가계를 심으로 한 소매 융의 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개별 융기 들은 수익기여도가 높은 거액투자자의 

3)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부동산자산은 기본적으로 증권화된 부동산자산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연구되고 있는 관련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물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00%의 지분을 소유한 것과 같이 해석하는 일

반적인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고 있다.  

4) 기존의 프라이빗 뱅킹은 거액 재산가들인 부유층(High Net Worth)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최근 

들어 시장을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5) 건교부에 따르면 중동특수가 있었던 ‘75～’79 사이에 토지가격의 상승률은 평균 30.6%에 달하였

으며 서울 올림픽 이후 ‘88～’90 사이에는 주택가격의 경우 평균 16.3%, 토지가격의 경우 26.7%

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01.7～’03.9 기간에도 주택가격이 평균 연간 11.2%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건교부 보도자료,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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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6)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의 종합자산 리

서비스  보험회사들의 재무설계 서비스, 은행권의 고액 주들을 상으

로 한 VIP서비스 는 라이빗 뱅킹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 리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액투자자를 한 자산 리서비스는 융기

들의 기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  

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원인으로 투자심리가 냉각되었던 에도 일부 기인

하겠지만 한편 우리나라에서 융기 의 자산 리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 

거액자산가들의 주요한 심 상인 부동산자산에 해 충분한 서비스가 제

공하지 못하고 있는 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7) 

재 부분 국내 융회사 자산 리서비스는 부동산 련 조세  법률서

비스, 정보 정도의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수 이다. 이는 부동산자산

에 한 투자자의 심이 은 일부 해외 라이빗 뱅킹 문기 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상고객의 자산구조가 상이한 국내 상황을 감안

할 때 재의 서비스에 한 엄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투자자들의 부동산자산에 한 심에 비해 융회사의 련서비스가 부진

한 이유에는 동 자산운 에 한 경험  노하우의 부족과 함께 련 정보

의 부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연기  

등 공  기 투자자들이 부동산자산에 한 투자가 미진했던 이유로 련 

데이터의 부족 등이 지 되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에 한 이용방안으로 국

내시장에서 부 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의 정 투자자산 배분을 도

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에서 부 리

서비스에 한 기본 인 이해를 하여 기존 문헌  조사 자료를 토 로 

부 리서비스의 개념  주요 특징 그리고 외국의 부 리서비스 시장에 

해서 알아보고 이어지는 에서 국내 부 리서비스 시장의 황  국내 

융산업에서 바람직한 개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에서 부

동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최  자산배분모델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해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연구한 해외 선행연구를 살

6) 신한은행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5%의 고객이 은행 전체 수익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5:95 법칙이 성립된다고 한다.(신한PRIVATE BANK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 2003. 

9. 1)

7) 대부분의 선진국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은 전체의 10%～20% 수준으로 우리나라 부

유층과는 차이가 나며, 우리나라 부유층과 유사한 자산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된 부동산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부동산자산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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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국내 연구에 한 검토와 함께 국내 투자자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자산의 특성을 악하여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와 함께 부동산자산을 라이빗 뱅킹에 활용하는 경우 목 별로 자산

의 정한 배분비율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격히 변화하는 부동산

융 련 제도  환경 하에서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리에 한 시사 을 제시함으로써 결론 맺는다.

Ⅱ. 부 리서비스의 개   해외 사례

1. 부 리서비스의 개요  주요 특징

   1) 부 리서비스의 정의

일반 으로 부(富) 리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일정 액 이상의 

거액 자산을 보유하는 부유층(High Net Worth) 는 부유층(Mass 

Affluent)8)을 상으로 자산 리  운용에 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를 심으로 종합 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획

득하는 융기 의 맞춤식 종합 융서비스”를 말한다. 부(富) 리서비스는 고

객의 목 에 맞게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고, 리하는 업무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되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유언상속, 부동산 리, 법률 자문  의료,  등 각종 비 융서비스도 제

공된다.

<그림2-2>의 융자문서비스의 발  단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 리서비

스는 융 겸업화 진 과 부유층 규모가 확 되면서 자산보  심의 은행

의 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서비스와 자산운용 심의 증권사의 자산

리(Asset Management)서비스에 종합 인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기

능이 융합하여 발 하 다. 재무상담(Financial Consulting)은 융회사 상품

을 매하는 단계로 일반 고객층을 상으로 단순히 개별 융상품을 권유

하는 수 이다. 라이빗뱅킹은 은행이 부유층 고객을 상으로 은행상품과 

련된 자산의 리  운용에 한 자문서비스를 하는 업무로 극 인 운

용보다는 자산의 보 서비스가 시되며, 타 융권 상품은 소개 는 매

8)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100만달러 이상 보유자를 부유층,10만달러~100만달러 보유자

를 대중 부유층으로 구분한다.



6

를 행한다. 자산 리서비스는 주로 증권사가 부유층 고객을 상으로 자산

운용 목 의 투자 략 수립이나 투자자산의 분배 등에 한 자문서비스를 

하는 업무로 극 인 자산운용서비스가 시되며, 랩(Wrap) 로그램을 주

로 활용한다. 

<그림 2-1> WM의 고객  서비스 개념

목표고객

Segment

부유층
High Net Worth

보험
세금

부동산

증권은행

보험
세금

부동산

증권은행

금융 One-Stop Services

• 자산운용

• 상속대책

• 융자 /결제

• 헤지펀드

• 세금대책

• 유언 및 신탁

• 파생금융상품

• Family Office

대중 부유층
(Mass Affluent)

자료 : 삼성 융연구소, ‘국내 부유층 황과 Wealth Management 방향’, 2001.12

부 리서비스는 개인의 자산에 한 리와 운용에 해 재무설계

(Financial Planning)를 심으로 종합 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Life Care는 한 단계 나아가 생활 반의 자문을 포 하는 자문서비스 단계이

다.

<그림2-2> 융 자문서비스의 발 단계

 자료 : 삼성 융연구소, ‘국내 부유층 황과 Wealth Management 방향’,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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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 리서비스의 주요 특징

부 리서비스는 담채 을 통해 고객과의 계를 형성하고 통합된 융상

품ㆍ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부 리서비스는 다음의 몇 가

지 특징이 있다. 첫째, 수익의 효율  극 화 차원에서 수익기여도에 따라 

고객을 세분화하고, 부유층  부유층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기반에 기 한다. 둘째, 융 문가로 구성된 부 리서비스 문채 을 

구축하고 업일선(Front-Office)과 후선부서(Back-Office)간의 기능분화를 통

해 서비스의 문성을 제고한다. 자산 리자문을 할 때 해당 융회사의 핵

심 상품뿐만 아니라 타 융회사의 상품ㆍ서비스와 비 융 부가서비스 등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한다. 셋째, 단기 으로는 마  측면이 강조되면서 상품

개에 따른 개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이나, 궁극 으로는 자문서비스에 기

한 수수료가 수익의 원천이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융기 간의 정보를 근

간으로 종합 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융정보서비스업의 성격이다. 따

라서 부 리서비스는 물리  업기반보다는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핵심경쟁

력 요소로 작용한다. 

2. 외국의 부 리산업 황

   1) 세계 부 리서비스시장 환경

부 리서비스시장은 이미 거 한 시장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이들의 성장속도는 일반 부유

층 보다 훨씬 빠른 것이 특징이다. 2004년말 기 으로 세계 으로 100만달

러 이상의 유동성 융자산을 보유한 부유층(HNW)은 830만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융자산은 30조 8천억달러로 추정된다. 향후 부유층들이 연평균 6%

이상 성장하여 2008년 말에는 42조달러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9). 

부 리서비스고객은 연령, 투자가능 자산, 자산 리 스타일 등에 따라 다

양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부유층(HNW) 고객들의 차별화된 융니즈에 한 

이해는 부 리서비스 략수립과 시장분석의 기본방향 설정에 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통부유층과 신흥부유층간의 상품ㆍ서비스에 한 니즈가 상

이하다. 통 부유층(Old-aged HNW)은 富의 유지, 세  노후의 안정  

생활과 유산상속에 한 니즈가 커 안정 인 자산운용에 필요한 융서비스 

9) World wealth report 2005, Merrill Lynch & Capgemin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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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한다. 세 설계, 노후설계, 상속설계에 한 문가의 충고를 선호한다. 

신흥부유층(New Emerging Affluent)은 통부유층과 노후설계니즈가 유사하

나 상속보다는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다양한 융상품 선호한다. 벤처

투자, 주식, 출, 모기지 등 공격 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니즈가 있다.

<표 2-1>          계층별 주요 융상품ㆍ서비스 니즈의 비교

구  분 재무설계 투자 리 신용 보험 상속

통 부유층

(Old-aged HNW)

세 설계

노후설계

상속설계

유동성 투자

fixed income

노후펀드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신탁서비스

상속

기부

신흥 부유층

(New Emerging 
Affluent)

자산할당

노후설계

유동성 투자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벤처, 생상품

노후펀드

신용카드,

모기지,

각종 출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소득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료 : IBM, "Bridging the Wealth management Gap", IBM Wealth Management 

Conference, 2002.3

   다수 융회사의 부 리서비스시장 참여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직

까지는 독 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융회사는 출 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부 리서비스시장의 성장성  수익성으로 인해 부 리서비스사업을 추

진하는 융회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융회사만이 의미 있는 고객 유

율을 보유하고 있다. 컨 , 세계 으로 상  5개 부 리서비스 운 기

(UBS, Credit Suisse, Merrill Lynch, Deutsche Bank, JP Morgan Chase)의 

시장 유율은 5% 수 이고, 상  20개 융기 의 부 리서비스 시장 유율

도 12%에 불과하다. 한 융기 별로 고객의 속성별로 차별화된 목표시장 

공략을 추진하면서 시장 세분화를 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주요국의 WM 황

(1) 미국

Capgemini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재 미국의 부유층10)은 249만세

10) 연수입 10만달러 이상 또는 순자산 50만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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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10여년간 고도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부유층이 증하면서 라이빗 뱅킹의 시장규모와 서비스가 속히 확 되

고 다양해져서, 융기 의 부 리서비스 업무가 빠르게 확산 이다. 미국의 

상  부유층의 자산규모가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의 원천도 변화하고 

있다11). 미국 400  자산가의 富는 1984년 1,240억달러에서 1999년 1조 320억

달러로 증하여 15년간 매년 5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00  자산가의 

富의 원천을 유형별로 보면 유산의 비 이 감소한 반면, 소 트웨어 련 비

이 크게 확 되었다. 

신흥부유층의 등장이 부 리서비스 시장에 한 심을 고조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  들어 소 트웨어, 인터넷 사업 등에서 성공을 

거둬 스톡옵션이나 주식공개 등 자본시장의 혜택을 입은 신흥부유층이 증가

하 다. 신흥부유층은 통 인 라이빗 뱅킹의 상이었던 세습 인 부유

층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12). 부분의 신흥부유층이 베이비부

머 세 와 복되어 향후 20년간 상속 등을 통해 5조달러에 달하는 자산승

계가 망되는 도 부 리서비스 시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미국에서 부 리서비스는 한정된 일부 부유층 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

인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부 리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부 리서비

스 시장의 확   서비스 양상이 변화하 다. 부유층거래가 50% 이상을 차

지하는 풀 서비스 증권회사들에 의해 90년  반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시

작되면서 부 리서비스의 양상이 변화하 다. 

(2) 유럽

유럽에서는 소수 부유층만을 상으로 형성된 통 인 라이빗 뱅킹 시

장이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 다. 즉, 소수의 통부유층에 한 1:1 면서

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빗 뱅킹 서비스가 오래 부터 발 해온 것이다. 유럽

의 라이빗 뱅킹은 유니버설뱅킹의 특징을 살린 일임계정의 자산운용을 기

로 은행, 신탁, 증권업무 등을 연계한 one-stop shopping 등 종합 융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융기 의 라이빗 뱅킹은 자산의 증 보다는 

11) 1984년은 상속(32%) - 부동산(10%) - 석유(8%) - 금융(8%)의 순이나, 1999년에는 상속(22%) 

- 소프트웨어(18%) - 금융(10%) - 출판ㆍ미디어(8%)으로 변하였다. 특히 부동산의 비중은 1984

년 10%에서 1999년 3%로 크게 감소했다. 
12)미국의 신흥부유층은 자산의 보전보다는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성 증대를 지향하는 한편, 

분산투자 차원에서 상품포트폴리오 및 운용기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 기관투자가화하려는 경향

이 있다. 금융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의사결정 과정에 본인 참여 욕구가 강하

다. 고부가가치 고급정보의 신속 입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채널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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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 고객자산의 보호  험을 정수 으로 유지하려는 임형 신탁

의 성격을 띠고 있다.

<표 2-2>           유럽과 미국의 부 리서비스 주요 특징

구분 주요 특징 주요 기

유럽
- 장기 인 고객재산 보호  험 리에 
- 임형 신탁의 성격

- UBS
- Credit Suisse
- Deutsche Bank
- ABN Amro

미국 - 자산 리  운용에 극
- 고 험ㆍ고수익 추구 성격이 상 으로 강함

- Chase Manhattan
- CitiBank
- Merrill Lynch

자료 : 삼성 융연구소, ‘국내 부유층 황과 Wealth Management 방향’, 2001.12

유럽의  부유층의 부분은 유산, 퇴직 , 장기 축이자, 이혼 자료 

등에 의해 축 하고, 그들의 자산은 통  부유층에 비해 소액이지만, 사람 

수가 많고 층이 두터워 시장자체의 규모는 크다. 융기 의 고객맞춤형 자

문서비스 제공능력이 새로운 부 리서비스 환경에서의 경쟁 원천으로 작용

할 망이다. 자문서비스의 로는, 경쟁 융기   투자정보 제공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와 인터넷, 콜센터 등을 통한 즉각 인 1:1 서비스 등을 의

미한다.

(3) 일본

일본에서는 라이빗 뱅킹에 한 심이 차 고조되고는 있으나 아직 

보편화되지 못한 기단계이다. 90년 부터 도입된 라이빗 뱅킹 서비스가 

강화되어 부 리서비스의 형태로 발달해가는 으로 각종 융규제의 완화, 

개인자산의 부동산비  감소, 신흥 부유층의 두 등으로 동 서비스 분야에 

한 심이 차 고조되고 있다. 보수  투자성향과 부 리서비스에 한 

인식부족이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투자

자들은 일반 으로 험회피 인 성격이 강해 원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고, 

개인에 한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유층의 심이 세에 집 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 융자산의 80% 이상이 형 상품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사업승계, 상속 등에 한 컨설 을 업무에 한 부수 인 서비스, 즉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을 받기 해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정도로 인식하

고 있다. 

개인 융자산  부유층 세 가 증가하면서 부 리서비스에 한 니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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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하고 있다. 1960년  이후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지가와 주가가 크

게 상승하여 개인  법인의 재산가치가 상승하 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기 침체기에서도 개인 융자산의 규모는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다.13) 

1999년을 기 으로, 체세 의 6%인 265만세 가 4,000만엔 이상의 축잔

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기  융자산 1억엔 이상을 

보유한 부유층은 60만명으로, 이는 체인구의 0.5%, 체 세 수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 스톡옵션제도 시행 등에 따라 부를 축 한 신흥 

부유층의 극 인 자산운용 니즈가 증 하고 있는 것도 부 리서비스에 

한 심이 고조되는 요소  하나이다. 리 추세의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하도 부 리서비스에 한 니즈를 증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계 융기 들의 부 리서비스 시장 선 을 한 공략 강화로 일본 

융기 들도 부유층시장 략 수립에 부심 이다. 일본 부유층의 새로운 

욕구와 빅뱅에 의한 규제완화의 진  등을 배경으로 일본 부유층시장에 

한 외국 융기 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일본의 융기 들은 융환경의 변

화와 외국 융기 의 시장잠식에 응하기 해 은행을 심으로 소매 융

업에서 부유층에 한 라이빗 뱅킹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13)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잔액은 30조엔('65) → 171조엔('75) → 332조엔('85) → 1,150조엔('95) → 

1,390조엔('00)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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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부 리서비스시장의 황  개 방향

1. 국내 부 리서비스 시장의 황

부유층은 나라와 시기에 따라 개념에 다소 유동 이지만14) 국내 부유층 

시장조사에서 2000년 재 10억원 이상의 융자산 보유자를 부유층으로 정

의하고 있다15). 2000년 재 미국은 경제활동인구의 11%가 60% 융자산 

유 인 반면, 우리나라는 체 경제활동인구의 2.3%가 융자산의 66%를 

유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부의 편 이 심하다. 보유자산 수 은 부유층에 

못 미치나 소득수 이 높은 고소득층은 잠재부유층(affluent prospects)으로 

구분한다. 국내  부유층 시장의 여건 미비로  부유층 에도 단기간 

내에 부유층 진입이 가능한 고소득층을 잠재부유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융

자산 10억원 이상을 부유층으로, 융자산은 10억원 미만이나 연소득 1억원 

이상을 잠재부유층으로 정의할 경우 국내 부유층은 약 14만 가구, 잠재부유

층은 약 6만 가구로 추정된다.16) 향후 잠재부유층을 포함한 국내 부유층 인

구  자산규모는 지속 으로 증가할 망이다. 2002년 McKinsey는, 잠재부

유층을 포함한 국내 부유층 인구가 2005년까지 103만명으로 성장할 것이라

고 망한 바 있다. Boston Consulting Group은 국내 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유층의 보유자산규모는 2005년까지 250~29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

하 다.17) 

국내 부유층은 60년  근 화 이후 40여 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형성되어 

다양한 세 와 가치 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변하는 정치환경 속에

서 40여 년 동안 근 화 → 산업화 → 지식경제로의 진입이라는 일련의 과

정을 압축 으로 겪으면서 부유층이 형성하 다. 다양한 부의 원천으로 인해 

국내 부유층은 복세 , 후 베이비붐세 , 네트워크 세  부유층이 공존

14) 부유층은 국부 전체의 규모, 시대의 변화, 금융기관의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

대적이고 동태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부유층(HNW)은 stock 개념으로 순자산 보유수준이 높은 

가구를 지칭한다. 특히 부유층 중에서도 최고 부유층은 초부유층(Ultra HNW)으로 지칭하며, 외국

의 경우 부유층보다 자산규모가 적은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을 광의의 부유층시장(affluent 

market)에 포함시키고 있다.

15) 2000년 기준 금융자산 10억원은 그 이자소득만으로도 국내 10분위 중 상위 1분위 소득집단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금융자산 10억원이 은행 예금자산인 경우 최소 6,5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

한다.(평균예금금리 6.47% 적용時) 참고로, 2000년 현재 소득통계 상위 1분위 기준은 연소득 

7,200만원이다.

16)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의 소유 및 관리가 "가계"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가계를 기준

으로 규모를 추정하였다.

17) 2005 world wealth report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금융자산만 100만달러(약 10억원) 이상

을 보유한 국내부유층은 7만 1천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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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일제시 와 한국 쟁을 거치면서 계층구조의 해체를 경험하고 60

년  이후 비로소 부유층이 형성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70, 80년  정부주도의 경제발 과정에서 기업소유주를 심으로 부가 축

되었고 도시화의 진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소유가 편 되면서 부

정 인 인식이 형성되었다. 90년  이후 IT산업과 지식산업 성장, 성과보상

체계의 확산으로 고액연 자들 주의 신흥부유층이 성장하 다. 

국내 총자산 규모가 100억원이상인 자산가들의 경우 구성자산을 부동산, 

융자산, 사업자산, 생활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자산구성내역을 분

석한 결과, 부동산자산이 체 자산의 52%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융자산 

31%, 사업자산과 생활자산이 각각 6%, 기타자산이 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에 한 구성 비율이 체 자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자산 리에 한 자산가들의 심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 국내 자산가의 자산구성

자료: 이혜선, 부동산자산을 활용한 라이빗 뱅킹 활성화 방안, 건국 학교, 2005 

자산가들의 자산구성 내용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면, 부동산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산은 30 는 체 자산의 약 43%를 구성하고 있으나 

40 에 이르러 약 55%까지 증가하다가 5~60 에는 40%  후반을 유지하고 

70 에 이르러 약 78%를 구성하는 등 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

이 높아지는 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자산은 년층인 50 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노년층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자산의 경우 연령이 높

아질수록 비 이 감소하고 있다. 융자산의 경우 30 에는 체 자산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꾸 히 30%수 을 유지하다가 80

에 이르면 약 11%수 으로 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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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자산가의 연령별 자산구성 비율

 

자료: 이혜선, 부동산자산을 활용한 라이빗 뱅킹 활성화 방안, 건국 학교, 2005 

자산가의 자산 규모에 따라 자산 구성 비율을 분석하여보면, 자산규모

300~400억 원인 자산가의 경우가 체 자산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

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600~700억 원 의 자산가의 자산  부동산 자

산이 차지하는 비 이 44%로 가장 낮았다. 융자산의 경우 500~600억 원  

자산가의 자산 비 은 7% 로 가장 낮았으며, 일반 으로 체 자산에서 보

통 26%~34%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그 외 사업자산의 경

우 500~600억 원  자산가의 경우 체자산에서 약 38%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기타자산의 경우에서는 600~700억 원  자산가의 경우 22%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 자산가의 자산 규모별 자산구성 비율

자료: 이혜선, 부동산자산을 활용한 라이빗 뱅킹 활성화 방안, 건국 학교, 2005 

부(富) 리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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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분야는 부동산 련 세 서비스와 융소득 종합과세 서비스 으며, 부

(富) 리서비스가 극 인 부동산투자에 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상당수

의 자산가들이 이용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부(富) 리서비스에서 부동

산 부문은 상당이 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한 재 자산구조에서 부분

의 자산가들이 재 체자산에서 약 5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 투자구조가 바 리라 상하고 있다.

2. 국내 융산업에서 부 리서비스의 의의  개방향

   1) 국내 융산업에서 부 리서비스의 의의

소비자의 자산포트폴리오 리 니즈와 융 겸업화에 따른 상품  서비스 

범 가 확 되는 환경 하에서 부 리서비스는 소매 융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단된다. 소득의 양극화, 富의 집 화로 자산포트폴리오의 운 에 

한 정보  자문수요가 증가하고 융 겸업화로 상품운용의 다양성이 증

하고 있다. McKinsey 자료에 의하면 재 상  3%의 인구가 국내 개인 

융자산의 약 70%를 보유한 상황이다. 융기  간 업무장벽이 철폐되고 

교차 매를 통한 타 융권 상품  서비스의 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상품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하 다. 융시장의 변동성 확 로 소비자의 자산

리 수요 증 와 겸업화에 따른 융기 의 서비스 공 이 맞물려 새로운 

시장확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 세분화로 수익기여도가 높은 계층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안정 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부유층 고객은 타 

고객층보다 수익기여도가 매우 높아18)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통한 차별

인 응으로 고객유지 증 와 신규고객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융서비스

의 본질이 자 개에서 융정보서비스의 개로 환되면서 상품의 매

에 수반된 커미션 주에서 자문서비스에 의한 수수료 심으로 수익기반이 

환하고 있다. 부유층 상의 자산 리 서비스 등 고도화된 융서비스 노

하우 습득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고객층으로 고객기

반을 확 하는 추세이다. 형화  겸업화에 의한 종합 융화가 확산되면서 

융회사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부 리서비스를 장기 인 고객기반의 

확고한 유지와 해외진출의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18) 국내은행의 고객별 수익기여도를 보면 고소득층의 비중이 전체 稅前 순이익 3.5조원 중 94%를 

차지(2001년 추정)한다.



16

부 리서비스는 부유층에 한 자문 계(Advisory Relationship) 기반의 

종합 융서비스로 기 시장의 고객기반 선 이 향후 성장하는 시장에서의 

성공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부 리서비스 시장의 선 을 해서는 통 부

유층뿐만 아니라 신흥 부유층과 잠재부유층 고객을 조기에 확보하고 서비스

를 달하는 것이 요하다. 신흥부유층은 자산증식을 한 투자상품 제공과 

조언, 인터넷ㆍMobile 솔루션 심의 다양한 채 을 활용한 융거래 처리 

등의 니즈를 갖고 있다.

   2) 국내 부 리서비스의 업 황  망 

국내 융권의 부 리서비스 업은 아직 보  단계이며, 은행권은 

라이빗 뱅킹 심, 증권사는 랩어카운트를 통한 자산 리 심으로 업 

이다. 은행권은 시티, 하나, 신한은행이 국내 라이빗 뱅킹을 선도하는 가운

데 全시 은행이 21세기 핵심사업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 증권업계는 랩어

카운트 매와 함께 자산 리서비스 업무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형사 심의 기단계에 불과하다. 부분의 증권사들은 아직 자산 리서

비스 체계가 제 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나, 랩어카운트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보험사는 문 매조직의 확   인 라 구축 강화를 추진 

에 있다. 자산 리 시스템 도입  문설계사 육성을 통해 재무설계 서비

스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융회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 리서비스 시장은 기

한 바와는 달리 성장세가 부진하게 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국내 자산가들의 자산구성 뿐만 아니라 자산축  과정이 선

진국의 경우와 크게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내 부

리서비스의 경우 선진국에서 부가서비스 수 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에 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극 인 리

체계의 확립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경우 최근 격히 확

된 간 투자 상품의 도입  련법체계의 복잡화 등을 감안할 때 문가

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운 체계의 개선  

련 문성의 보완이 확보되는 경우 선진국의 경험과 같이 동 시장의 망

은 클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 에서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자산의 

특징을 살펴보고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최  자산배

분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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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최  자산배분방안

1. 국내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 효과

   1) 선행연구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의 분산화 효과에 한 연구는 학계  실무

진의 지속 인 심에도 불구하고 1980년 에 이르러서야 본격 으로 시작

되었다. 이는 부동산거래의 특성상 시장정보 등 련 데이터의 획득이 어려

운 데에 따른 것으로 기본 으로 부동산자산에 한 거래정보  운 수익

률 련 자료의 수집이 쉽지 않은 한편 자산별로 개별성이 강해 상 으로 

동질성이 약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정보가 축 되는 경우에도 이를 효과 으

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증권화․유동화의 진 으로 미국의 경우 80년  이후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이 활성화됨에 따라 NAREIT (National 

Association of REIT) 지수 등 주식시장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축 이 가

능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연 들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소유하는 1,500～

2,000건의 부동산투자실 을 이용한 NCREIF(National Council of Real Estate 

Investment Fiduciaries)지수 등이 축 되기 시작하 다. 주식시장의 험을 포

함하고 있는 REITs에 비해 사모형 펀드인 NCREIF지수는 부동산투자실 을 

평가함에 있어 보다 효과 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19)

투자자가 기존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추가할 때 신규자산이 체 포트폴리

오 험/수익에 어떻게 향을 주는 지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부동산자

산의 포트폴리오 효율성이 기존 포트폴리오에 해 수익률은 유지시키면서 

험도는 낮출 수 있는지를 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효과를 

살펴보기 해 부동산 융의 발  정도가 앞선 미국시장의 지난 15년간 투

자 안별 성과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본 연구에 소개된 부동산자산의 투자성과는 REITs의 경우 NAREIT 지수 및 NCREIF 지수를 이

용하였다. NAREIT 지수는 부동산을 소유․경영하는 REIT주가에 대한 월별 주가지수 및 배당수익률

로 구성되며, 주가는 NYSE, AMEX, NASDAQ으로부터 입수되며 배당정보는 NAREIT가 직접 수

집한다.(1972년부터 발표되고 있음.) 한편 NCREIF 부동산지수는 회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생산되며 지수는 분기별로 발표되어 NOI(순운영수익), 분기초와 분기말의 감정가로 구성된다. 가용

한대로 실거래가를 이용하며 분기별지수는 1978년부터 발표되었다. 상기 지수들은 부동산투자성과

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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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국의 투자 안별 성과 요약통계(1985～2000) 

CPI 회사채 S&P 500 단기국채 NCREIF REIT

산술평균 1.13% 2.31% 4.06% 1.76% 2.32% 3.94%

표 편차 0.90% 3.80% 7.41% 0.70% 1.76% 10.26%

분산계수 0.80 1.64 1.83 0.40 0.76 2.60

기하평균 0.79% 2.24% 3.98% 1.40% 1.73% 2.58%

자료 : Brueggeman, W. and Fisher, J.,"Real Estate Finance & Investments," 11th ed., 

McGraw-Hill, 2001, 593쪽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시장에서 부동

산투자는 평균 으로 직 투자(NCREIF)는 일반 회사채보다 다소 높은 수익

률을 시 하는 한편 훨씬 낮은 표 편차를 보임으로써 지배 인(dominant) 

투자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간 투자(REITs)의 경우 S&P 500 지수와 

비교할 때 평균 으로 낮은 수익률에 높은 험도를 나타내고 있어 최 투

자 안에서 멀어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지배원리에 따르면 1985년에

서 2000년까지 장기로 투자를 한 경우 회사채와 REITs를 제외한 단기국채, 

NCREIF, S&P 500 지수가 투자 안의 하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서에서 나타난 성과는 연구기간 동안 나타나는 성과일 뿐 평균

인 수치로 투자자가 실제 투자 안을 선택하는 데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20) 한편 부동산투자지수를 나타내는 NCREIF지수의 표 편차가 S&P 

500지수의 표 편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 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

동산투자의 험성 한 미국의 경우 주식투자보다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으로 추가된 자산이 체 포트폴리오의 험을 얼마나 축소하는 지

를 평가하기 해서는 추가된 자산의 수익률과 기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 수익률간의 상 계(correlation of returns)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자산 수익률의 등락하는 패턴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등락 패턴과 유사한 

경우 동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더라도 체 포트폴리오의 험이 많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표에서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투자자

산들의 상 계를 살펴보고 있다.

20) Brueggeman & Fisher(1997)에 따르면 1978년에서 1994년간 미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회사채는 NCREIF에 비해 높은 수익률(2.53% vs 1.97%)과 높은 표준편차(6.44% vs 1.98%)를 

보이고 있다. 한편 REIT는 S&P 500지수에 비해 높은 수익률(3.74% vs 3.66%) 및 낮은 표준편차

(6.98% vs 7.37%)를 보이고 있어 위의 통계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9

<표 4-2> 융자산 분기별 수익률의 상 계 Matrix (1978～2000)

CPI Bonds S&P 500 T-Bills NCREIF REITs

CPI 1

Bonds -0.2440 1

S&P 500 -0.1349 0.2766 1

T-Bills 0.5868 0.1284 -0.0737 1

NCREIF 0.3317 -0.1469 -0.00521 0.4700 1

REITs -0.0199 0.4862 0.5986 0.0044 -0.0642 1

자료 : Brueggeman, W. and Fisher, J.,"Real Estate Finance & Investments," 11th ed., 

McGraw-Hill, 2001, 602쪽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 인 부동산투자실 을 나타내는 지표

인 NCREIF의 수익률은 회사채나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음의 상 계를 갖

고 있다. 즉,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으로써 험의 분산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REITs의 경우 수익률이 회사채, 주식 등 

융자산과 양의 상 계를 갖고 있어 상 으로 투자자산의 다변화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NCREIF 지수는 개별 으로 투자되는(privately 

invested) 투자안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REIT 지수의 경우 자본시장

에서 거래되는(publicly invested) 자산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 융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 

부동산자산의 가격변동성과 소비자물가지수(CPI)와의 상 계를 살펴볼 

때 단기국채와 함께 NCREIF 지수가 양의 계를 보이고 있어 일반 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인 이션에 연동성이 강한 투자자산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NCREIF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흐름이 부동산자산의 업이익(NOI) 

 자산가격의 변동성(Capital Gain)에 기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한편, 업이

익(NOI)을 구성하는 임 료 한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

반 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투자의 특성 때문에 회사채와 주식 등 

융자산만을 이용한 포트폴리오와 비교할 때 부동산자산을 편입시킨 포트

폴리오가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복합자산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자산의 분산화 효과는 미국의 경우 여러 

21) Glascock, Lu and So(2000)는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잠재적인 장기간 경제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서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을 실시한 결과 리츠의 움직임이 거의 주식과 유사하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22) Brueggeman, W. and Fisher, J.,"Real Estate Finance & Investments," 11th ed., 

McGraw-Hill, 2001, 6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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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Brueggeman, Chen, Thibodean(1984)은 샤 비

율과 평균-분산 포트폴리오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자산의 분산화 효과가 존

재함을 보 다. Geltner (1989)는 NCREIF, NAREIT 지수 등을 이용하여 복

합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가치를 측정하 다. 논문에서 Geltner는 부동

산자산만으로는 험에 비교하여 과수익을 거두고 있지 못하나 다른 자산

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에서는 분산투자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상 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온 해외의 연구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포트폴리오에 한 연구가 많지 못한 실

정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  제도 인 향이 컸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기본 으로 기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투자펀드의 구성

이 과거에 불가능하 으며 증권화의 부진으로 최근에 도입된 일부 부동산투

자상품들 한 아직까지 제 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3) 컨  

오랜 기간 동 산업의 염원이었던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가 지난 2001년

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인식부족  제도의 미비 등을 원인으

로 몇 개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신탁(CR-REITs)만이 설립되어 있는 가

운데 거래실  한 미미한 실정이다.24)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경우 제도

의 성격상 투자자산의 비 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25) 융자산을 극 으

로 이용한 최  자산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원천 으로 불가능하

다. 그러나 동 상품의 도입은 부동산 련 유가증권을 생산함으로써 기 투자

자는 물론 간 투자를 통한 부동산 상품을 극 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

가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 투자자의 투자비

이 REITs 체시장의 45% 수 인 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개별 투자자들

도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부동산 련 유가증권을 극 으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을 심으로 한 부동산 융 선진국들의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효과 측정에서도 부동산자산 수익률에 한 데이터의 부정확성 때문에 성과

측정이 쉽지 않았던 과 비교할 때 도입단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신뢰성 있

는 데이터의 확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

23)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금의 부동산투자가 제한적이거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24)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시장의 부진한 성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

으로 미국의 REITs와 비교할 때 일반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CR-REITs의 경우에도 대상자산의 한정 등을 원인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REITs시장의 주요 자금공급자가 될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한데도 기인한다. 

25) 총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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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문 인 리를 통한 부동산자산의 운 실

은 고사하고 기 인 지가변동률이나 주택매매가격지수 수익률 한 신뢰

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융의 발달이 미흡한 계로 

향후 개될 부동산 련 자산의 운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조차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26) 80년  이 까지 미국의 경우에도 연기   보험회사 등 장기

자 운용이 필요한 기 투자자가 부동산자산에 쉽게 근하지 못했던 원인 

에 정보의 부족 는 신뢰성 문제가 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

은 문제는 미국의 경우 90년  이후 부동산 융이 속히 확 됨에 따라 정

보문제가 크게 해소되고 있다.27) 

이와 같은 정보의 부족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부동산자산을 

편입한 복합자산의 성과에 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

다. 박 희(1999), 이용만(2000) 등의 선행연구를 요약해보면, 국내 부동산 수

익률은 그 험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편이며, 분산투자를 통해 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한 이들 모두 부동산이 주

식과 채권보다 험이 낮으면서도 경쟁 인 수익률을 보인다는 에서 의견

을 같이 하고 있다.

 

   2) 실증 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 성과를 

측정하여 보았다. 부동산가격에 한 신뢰성 있는 시계열자료를 수집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을 감안하여 국민은행에서 생산하는 주택가격지수28)를 

이용하 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토지가격에 비해 상 으로 실질 부동산

투자시장을 잘 표 해주는 지표로 생각되나, 다른 부동산 상품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변동성이 크게 차별화됨에 따라 실질 투자자의 투자수익률과는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기타자산의 투자수익률로는 주가지수29),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3년 만기 AA- 등  회사채 수익률을 이용하 다.

각 변수들의 기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익률은 원 데이터의 

값을 이용하여 단 기간의 수익률을 정하고, 표 편차를 수익률의 투자 험 

26) 공개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투자기관인 CR-REITs의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 투자펀

드의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지분형 수익배분방식이 아닌 채권과 같이 확정된 임대수입료 및 환매

계약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투자수익을 대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27) NCREIF의 경우 Fund들이 사모형태를 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모의 형태를 하고 있는 REITs

의 경우보다 정보문제의 해소가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28) 1986년 1월 전국평균매매가격을 100으로 하여 지수로 계산하였다.

29) 월평균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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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로 이용하 다.  단 기간 수익률은 아래 식과 같이 정의하고 월단  수

익율로 통일하여 구하 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체 기간, 외환 기 , 외

환 기 기간, 외환 기 후의 네 가지로 기간을 구분하여 지표를 살펴보았다. 

이는 외환 기 후를 통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

자행태가 변화하 던 을 감안한 것으로 외환 기 후로 제도의 변화  

투자시장의 수익률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분류로 생각된다. 동일 기간

에 한 변동성(volatility)은 각 수익률에 한 기술통계량의 표 편차를 구

하 다. 이 결과 구해진 단 기간의 월단  수익률  험치는 다음과 같

다.

                       
   

 

<표 4-3> 투자 안별 월단  수익률  표 편차1)

(단  : %)

투자 안 회사채 물가 주택 국고채 주가

수익률 0.4756 0.2733 0.5215 0.4092 1.6620

표 편차 0.0910 0.4203 0.7542 0.0715 6.0525

주 : 1) 2000년 12월 ~ 2006년 4월 (65개월, 5년 5개월) 

기  통계량을 살펴보면 최근 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지수의 

향으로 조사기간  주가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주택지수는 기간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정부 부동산자산 안정화 

정책의 향으로 국고채 수익률을 다소 상회하는 수 으로 하락하 다. 국고

채와 회사채의 경우 국내 회사채시장의 소함 등을 원인으로 유사한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 상 투자 안의 수익변동성을 험으로 단

하는 경우 투자 안은 연구기간 동안 어떤 투자안도 지배되지 않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험/수익률 기 으로 볼 때 국채, 회사채, 

주택, 주식 등의 순서로 투자선상에 배열할 수 있는 상황이 개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3) 투자자산으로서의 부동산자산 특성

본 소 에서는 최근 5년반 동안의 투자수익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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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주요 목 인 부동산자산을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경우 체 포트폴리오의 험을 낮출 수 

있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일반 으로 알려져 있는 부동산자산의 

가격변동성이 물가지수와의 연동성 여부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융불안기에 부동산자산이 체투자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에 해 분석해 본다. 

① 포트폴리오 성과 개선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경우 포트폴리오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개별 

자산간 수익률의 변동성이 차별화되어 낮은 상 계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동안 투자자산의 상 계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4> 상 계수행렬

회사채 물가지수 주택지수 국고채 주가지수

회사채  1.0000

물가지수  0.1374  1.0000  

주택지수  0.3760  0.0719  1.0000   

국고채  0.9576  0.1635  0.3743  1.0000  

주가지수  0.0123 -0.0889  0.0487  -0.0205  1.000000

투자자산의 수익률간 상 계수를 살펴보면 회사채와 국고채의 상 계수가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투자 안의 상 계가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고채와 회사채를 제외한 어떤 자산

과의 결합을 통한 복합자산도 포트폴리오 효과가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② 재산가치의 보

 

물가지수(CPI)와의 상 계를 살펴볼 때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험과는 

달리 부동산자산과 CPI의 상 계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나, 분석기간 동안 국내 주식가격의 경우는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연구기간 국내시장의 경우 

회사채는 물가지수와 상 계가 높은 국고채 간에 거의 1에 가까운 높은 

상 계를 보이면서 물가지수와도 상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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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산의 물가지수와의 계가 외국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배경에는 정부

의 부동산안정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수익률이 정상 이지 못한 도 

일부 작용하겠지만, 미국의 경우 임 료 수입(많은 경우 CPI에 연동)을 기반

으로 하는 부동산펀드의 수익률을 이용하 던 을 감안할 때 동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택가격지수의 경우 상 으로 낮은 상 계를 보일 수밖에 없

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미국의 경우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통해 발

생되는 수입, 즉 임 료 등과 하게 연 을 갖고 있고 부분의 경우 임

료가 CPI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높은 상 계를 갖고 있으나 본 논문

에서 살펴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주택가격지수로 임 료의 변동성과는 다

소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 부

동산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주택가격 지수 한 일반 융상품들과는 달리 

물가지수에 연동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신뢰성 

있는 REITs 투자수익률이 가용되고 부동산 련 지수로 임 사업 등의 수익

률이 사용되는 경우 CPI와의 상 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0)

③ 융불황기의 체투자수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일반 으로 부동산자산은 융시장 불

안정기의 체투자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즉, 융시장에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상 으로 부동산자산에 하여 안정성 등을 이유로 투자가 확

되어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믿음이다. 이를 검증하기 해 통상 으로 

사용하는 국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간의 스 드를 이용하여 자본시장에

서 포착된 신용 험을 측정하 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기간 동

안 부동산자산의 가격변동성과 스 드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다른 

모든 투자자산과는 달리 부동산지표인 주택가격지수만이 스 드와는 높은 

음의 상 계를 보 다. 한편 주가지수의 경우 스 드와의 상 계가 상

당히 낮게 형성되어 주식투자의 수익률은 시장의 신용 험과는 한 계

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0)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감정평가기법으로 수익환원법(Income Capitalization Method)

에 따르면 특정 부동산의 가치는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가로 추정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수익부동산은 임대료가 주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으며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물가지수에 연동하고 있어 부동산자산의 가치 또한 물가변동에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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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 계수 행렬(1997년 5월 ~ 2000년 11월)

회사채 물가지수 주택가격 국고채 주가지수 스 드

회사채  1.0000

물가지수  0.5395  1.0000   

주택가격  -0.6834  -0.0039  1.0000

국고채  0.9135  0.3099 -0.7617  1.0000

주가지수 -0.2534 -0.0730  0.1861 -0.3566  1.0000

스 드  0.7482  0.7020 -0.2872  0.4136  0.0145  1.0000

2.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최  자산배분방안

본 소 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투자자산간 수익- 험 상충 계가 나타나는 

최근 5년간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을 이용하여 최 자산배분을 계산해보았다. 

기본 으로 평균-분산(Mean-Variance) 방식을 이용하여 목표 수익률을 특정

한 상황에서 최소의 분산을 나타내는 자산의 배분을 구하 다. 술한 바와 

같이 회사채는 국고채와 상 계가 거의 1에 가까우므로 포트폴리오에 포

함되는 자산은 주식, 주택, 국고채로 한정하여 아래와 같은 목 함수를 풀어

보았다.

목 함수 : min σp = min (w1
2σ1

2+w2
2σ2

2+w3
2σ3

2+2w1w2σ12+2w1w3σ13+2w2w3σ23)
½

제약조건 : w1+w2+w3 = 1

          w1r1+w2r2+w3r3 = rp (특정한 값)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을 연구하기 해 수익과 험  통상 으로 융기

이 제시하는 목표수익률 개념을 이용하여 수익률을 고정하고 이에 따른 

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방안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목 함수는 주식, 주

택, 국고채로 구성된 복합포트폴리오의 험을 최소화는 것으로 설정하 고, 

특정한 수익률을 용하여 방정식을 풀어보았다.(여기서 wi는 개별자산의 비

을 나타내고 있다.) 동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의 가 평균수익률은 5%, 7%

로 두 가지로 나 었는데 이는 통  유럽형 라이빗 뱅킹은 안정 인 자

산 리  재산보 에 심을 두는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5% 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 하는 략과 최근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다소 높

은 수익률인 7%를 목표로 하는 투자 략을 살펴보았다. 



26

계산결과 통형의 경우 부동산자산이 체의 3.0%, 국고채는 96.6%, 주식

은 0.4%로 나타났으며, 상 으로 수익률이 높은 한국형은 부동산자산이 

54%,국고채는 37%, 주식이 9%로 나타났다. 통형 안정 인 자산운용을 필

요로 하는 경우 복합자산 에 가장 험도가 높은 주식에 한 투자는 축

소되고, 나머지 자산은 부분 안정 인 국고채  부동산자산에 일부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장형 펀드인 한국형 복합

자산 포트폴리오의 경우 부동산자산에 한 배분이 크게 확 되고 주식투자

도 통형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최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 결과는 

국내 거액자산가들의 자산구성과 유사하게 나타난  한 심 있게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표 4-6>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최 분배

목표수익률 표 편차 부동산자산 국고채 주가지수

통형 5% 0.083 3% 96.6% 0.4%

한국형 7% 0.696 54% 37% 9%

동 연구결과는 일반 으로 부동산자산에 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최  포트폴리오 구성에 부동산자산의 요성을 제기하

는 데는 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기

 등 기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규모가 재 체자산의 5%내외인 을 

지 하여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 보수 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투자를 

10%～15%까지 확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1) 실제로 부동

산자산에 특성  심도가 미국과는 차별화되게 높은 우리나라의 시장상황

을 감안할 때 국내 기 투자자들의 동 분야에 한 투자확 를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심 상이 되는 국내 재산가들의 

부 리서비스(wealth management) 발 에 요한 시사 을 주고 있다. 최근 

투자자산의 가격지수를 이용한 복합포트폴리오에서 최 자산배분은 부동산

자산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융시장의 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부분의 융기 들이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복합자산 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

본 으로 동 분야에 한 융기 들의 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상 으로 

31) 이 결과 최근 미국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부동산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8%대에까

지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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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재산가들이 부동산 부문에 하여 많은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

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국내 라이빗 뱅킹을 선도하고 있는 융기 들이 부분 부동산자산

에 한 요도가 작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도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이빗 뱅킹의 성공 인 

정착을 해서는 시 별, 국가별로 상이한 거액재산가 고객들의 심분야에 

한 정확한 분석  서비스를 확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부동산 융시장은 

지속 인 발 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 은 개별 

융기 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시사

최근 부동산 융시장의 발 추이를 종합해 볼 때 향후 거액 자산가의 부

동산부문에 한 투자는 차 직 투자 형태에서 증권화 등을 이용한 간

투자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망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머지않

은 미래에 우리가 기 하 던 부계정 형태의 자산 리가 본격 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 모기지 시장을 심으로 한 안정 인 장

기 융상품의 활용은 라이빗 뱅킹의 특징인 고객자산의 장기 재산가치보

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상되며 한편 간 투자자산 운 업법에 의한 부

동산 개발사업에의 참여는 미국형의 정 성장률이 확보되는 라이빗 뱅킹

업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은 최근 부동산자산  융자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  자산

배분에 부동산자산이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보이고자 하

다. 실제 국내시장에서 부동산자산이 오랜 기간 높은 수익률로 지속 인 

성장으로 다른 투자자산을 지배하는(dominant) 성향을 보여 옴에 따라 부동

산투자신탁(REITs)와 같이 부동산투자에 한계를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향후 융기 들의 부동산자산 활용에 다소 도움을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32) 

32) 지금까지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과 다소 격리된 상황에서 발전하여 옴에 따라 부동산자산의 지배

적인(dominant) 성격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향후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프라이빗 

뱅킹의 발달 및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도입 등 복합자산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부동산자

산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등 보다 신뢰도 높은 데이타의 활

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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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 자산의 유

용성은 재까지 부진한 발 을 보여 온 부 리서비스(wealth management)

의 발 략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 으로 국내 부

유층은 자산구조가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부유층의 부 리에 부동산자산에 한 서비스가 확 되지 

않는 한 동 사업의 발 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부동산자산은 효율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융기 들은 부유층의 재산 리에 있어 동 부문

에 한 비 을 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최근의 부동산정책은 부

분 거액 자산가들이 재산을 축 하여온 부동산자산의 직 매매 방식을 억제

하고 상 으로 새롭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간 투자 상품을 확 하고 있

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거액자산가들의 문 인 투자자문 수요를 확

할 것으로 기 되며 아울러 부 리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발 의 

새로운 기를 맞을 것으로 기 된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부유층

의 재산축 과정  보유자산이 부계정 서비스가 발달한 선진국의 사례와는 

상이한 계로 국내 융기 이 동 서비스를 확 하기 해서는 해외 융

기 과는 차별화된 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부

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에 한 연구가 제시하지 못했던 

정 자산배분비율을 제시할 수 있었던 에서 다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부동산자산과 련하여 계량화된 연구 성과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

하는 황을 감안할 때 동 분야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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