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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 富者 보고서
Snapshot

한국 부자수 추이 및 증가율   
(단위: 천명)

0.54%의 한국 부자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7.6%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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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구성비의 변화 추세 

2017년 이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부동산자산 비중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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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수 비중의 지역적 쏠림 현상 약화

부동산자산 (증가자 – 감소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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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 상승을 견인하던 지방의 

성장세 약화 및 서울 부동산의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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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 계획
(단위: %)

● 일부 증여, 일부 상속

● 전부 사전 증여 

● 전부 사후 상속

● 일부/전부 사회환원

● 아직 생각해보지 않음

증여를 통해 자산이전 시점을 선택하려는 

니즈 증가 및 재산의 사회 환원에 대한 관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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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경험 및 의향
(단위: %)

암호화폐 투자 경험률은 일반인 대비 높지만, 

향후 가치 성장 가능성에 의구심  

● 투자경험 없음    

● 투자경험 있으나 현재 안함    

● 현재 투자중

● 의향 있음    ● 상황 따라 다름    

● 의향 없음

[투자 경험] [향후 투자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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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확보와 펀드 등 간접투자 비중 확대 

● 현금/예적금

● 투자/저축성보험  

● 주식

● 펀드

● 채권/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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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주식 자산 비중 및 KOSPI 추이 
(단위: 포인트)

미국의 금리인상, 글로벌 무역 분쟁 격화 등 

주식시장 기대감 감소로 주식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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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사 시점의 주식 자산 비중



•  ‘한국 富者 보고서’는 2011년부터 매년 금융자산(예적금, 보험, 채권 및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예치된 자산의 

합)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자산 운용행태 및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 한국 富者 보고서’는 KB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시장조사 전문회사를 통해 전국의 금융자산 5억원 

이상 보유자 600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한국 부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응답자 400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조사기간: 2018년 4~5월)

•  ‘2018 한국 富者 보고서’ 제 1장 「한국 부자 현황」은 금융자산 통계(한국은행), 가구자산 분포(통계청), 개인소득 

분포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통계(국세청), KB국민은행 개인별 예치자산 분포 등을 이용한 KB경영연구소의 

추정모형을 통해 추정된 부자 현황입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2018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는 전문 시장조사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01 I 포트폴리오 내 주식의 역할과 기대

02 I 주식 보유 현황 및 투자 방식 

03 I 주식투자 의사결정 및 암호화폐 

조사 참여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의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미국 금리인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지며 조사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주식을 보유 중인 부자의 

주식 보유 규모는 평균 3.6억원(중앙값 2.0억원)으로, 주식 보유 일반 투자자의 3천4백만원 대비 

크게 높았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부자 중 5개 이하 종목만을 보유한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정 주 종목(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에 절반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비중도 54%로 높아, 충분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부자의 투자주식 유형은 주식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는 성장주가 62%의 비중을 차지,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인 가치주(42%) 대비 투자 선호도가 높았으며, 중소형 

주(33%)보다는 대형주(48%)의 보유 비중이 높았다. 또한 배당주 보유율은 45%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특정 테마주는 18%로 가장 낮았다.

한국 부자의 암호화폐 투자 경험률(24%)은 일반 투자자(14%)를 크게 상회하나, 향후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한국 부자의 비중은 2%에 불과, 암호화폐의 미래 성장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부자와 주식 투자   
|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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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가 

발행한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1602년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The 

Amsterdam Stock Exchange)’가 문을 열면서 주식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출범

과 함께 4개 은행(조흥은행/저축은행/상업은행/흥업은행), 6개 일반 기업(대한

해운공사/경성전기/남선전기/조선운수/조선공사/경성방직) 및 2개 법인(대한

증권거래소/한국연합증권금융) 등 12개 주식이 상장되면서 주식 거래가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1 6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한국 부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 

부자’를 ‘금융자산2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하고, ‘2018 한국 고자

산가 투자행태 조사’3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의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14년 13.5%에서 꾸준히 증가, KOSPI 지수가 2,300포인트를 돌파

한 2017년 20.4%를 기록했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11.8%로 조사 시작 후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그림1]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미국과 중국을 중심

으로 한 무역 분쟁,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  ‘대한민국 주식투자 100년사’(윤재수, 2015년), 일제시대인 1932년 영업을 개시한 ‘조선취인소’를 법적 근거를 

갖는 최초의 증권거래소로 보기도 함

2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및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예치된 자산의 합을 의미하며, 거주 및 투자용 부동산, 수집품 

및 기타의 실물자산은 제외

3  KB경영연구소 주관, 시장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의 금융자산 5억원 이상 보유자 600명에 대한 조사를 수행

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부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응답자 400명을 중심으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18년 4~5월)

포트폴리오 내 주식의  
역할과 기대 01

조사에 참여한 

한국 부자의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미국 금리인상, 

글로벌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하락하며 조사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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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 부자와 주식 투자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4는 다른 국가의 고자산가5들과 비교할 때 

현금 및 예적금이 절반 이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주식 투자는 북

미, 서유럽, 일본/호주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머징 국가들이 포함된 

아시아(일본 제외) 지역 국가들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다.[그림2] 

하지만 국내의 일반 투자자6와 비교해서는 한국 부자의 직접투자(주식/채권) 

비중이 크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 금융자산이 5~10억원인 그룹에 비

해서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그림3] 이는 보유자산 규모가 클수록 위험 감수능

력(Ability to take risk)이 증가하는 경향에 부합한다. 한국 부자들은 기본적으

로 안정적 투자성향(안정추구형+안정형)이 높으나,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수익

을 추구하는 적극적 투자성향(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의 비중도 21.2%로 일반 

투자자의 6.5%를 크게 상회했다.[그림4] 

그리고 일반 투자자 대비 적극적인 투자성향은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에 기반한다. 한국 부자 중 자신의 금융지식이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은 57.6%로, 일반 투자자 대비 32.7%p나 높다는 점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4  현금/예적금, 주식(직접투자), 채권(직접투자), 펀드 등 간접투자를 100%로 비중 환산

5  ‘Global Wealth Report 2018’(BCG), 금융자산 1~20백만달러 보유자 평균

6  금융기관을 직접 거래하는 20~64세 남녀(KB금융그룹 설문조사 결과, 2017년)

2017년 기준

[그림1] 주식 자산 비중 및 KOSPI 추이 (단위: 포인트) [그림2]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국제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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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실제로 본인의 금융지식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부자의 13.5%만이 적극

적 투자성향이라고 응답한 반면,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 부자의 경우 

27.0%가 적극적 투자성향이라고 응답하는 등 금융지식 수준과 투자성향은 밀

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금융지식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부자의 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7%로, 금융지식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부자의 7.9% 대비 크게 높아,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에 대한 인식이 실제 

주식투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는 결국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Buy Low & Sell 

High)”이 성공의 핵심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Greed)과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Fear)의 감정에 의

해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파는 우를 범하곤 한다. 성공적 주식 투자자

는 욕심을 내야 할 때와 두려움을 느껴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며, 이

에 대해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는 말을 남겼다.7

7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영주 닐슨, 2018년)

[그림3] 금융자산 유형별 보유 비중 (단위: %) [그림4] 투자성향 및 금융지식 수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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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의 주식 투자를 통한 연간 기대 수익률은 2015년 9%(중앙값 기

준)에서 2018년 20%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5] 이는 2017년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형성된 수익률에 대한 높은 기준이 아직 수정되지 않

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식 투자를 통해 연 10~20%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부자

의 비중이 30.5%로 가장 크나, 5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비중도 

28.7%로 높았다. 주가 하락 시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추

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손절매’와 관련해서는 한국 부자의 28%가 주

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그림6] 평균

적으로 손절매의 기준이 되는 손실률은 15%(중앙값 기준) 수준이나, 25% 이상

의 손실이 발생해야 손절매를 하겠다는 비중이 21.1%로 10% 미만의 손실 발생 

시 손절매를 한다고 응답한 비중(20.1%)보다 높았다. 

주식 투자를 통한 

연간 기대 수익률은 

2015년 9%(중앙값 

기준)에서 2018년 

20%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형성된 

수익률에 대한 

높은 기준이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다. 

[그림5]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 (단위: %) [그림6] 주식 손절매 기준 손실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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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의 주식 보유율은 

54.0%로 전년 조사 대비 20.1%p 하

락, 2018년 주식시장에 대한 의구심

을 반영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 중인 

부자의 주식 총 평가액는 평균 3.6억

원(중앙값 2.0억원)으로, 주식 보유 

일반 투자자8의 3천4백만원 대비 크

게 높았다. 주식 보유 일반 투자자 중 

보유액 5천만원 미만 비중이 84.1%

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주식 보유 부자 중 5천만원 미만은 5.6%에 불과했고,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8.3%의 비중을 나타냈다.[그림7]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과 다수의 종목에 분산하는 투자 전략 

중 무엇이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피델리티 마젤란펀

드(Fidelity Magellan Fund)를 운용하며 경이적 수익률을 기록한 피터 린치

(Peter Lynch)는 “10개 종목에 투자하면 2~3개는 10배가 넘는 수익을 안겨주

고, 5~6개는 그저 그런 수익을 내며, 1~2개는 큰 손실을 냈다.”며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워렌 버핏은 “분산투자는 무지를 덮기 위한 방어막”이라

며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역설

했다. 

8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30세 이상 남녀(KB금융그룹 설문조사 결과, 2017년)

주식 보유 현황 및  
투자 방식02 

주식을 보유 중인  

부자의 주식 총 평가

액은 평균 3.6억원 

(중앙값 2.0억원)으

로, 주식 보유 일반 

투자자의 3천4백만

원을 크게 상회한다.

[그림7] 주식 보유금액 분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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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한 전체 투자자9 중 1개 종목에 전액을 투자한 비율이 

41.6%로 매우 높으며, 5개 이하 종목을 보유한 비중은 83.2%에 달한다.[표1] 금

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 한국 부자의 경우에도 5개 이하 종목만을 보유한 비중

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1개 종목만을 보유한 비중은 4.6%로 낮아 전체 투

자자 대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경우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비중이 29.5%로, 금융자산이 낮은 그

룹(10~50억원) 대비 17.3%p나 높았다.

[표1] 보유 주식 종목수 분포 (단위: %)

보유 종목수 전체 투자자
한국 부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종목 41.6 4.7 4.5

2~3종목 29.5 49.4 29.6

4~5종목 12.1 22.7 25.0

6~9종목 9.3 11.0 11.4

10개 이상 7.5 12.2 29.5

하지만 다수 종목을 보유하더라도 특정 주 종목(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에 50%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한국 부자의 비중

이 54.1%로 높아, 충분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림8] 금

융자산 규모별로는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보유 그룹 중 주 종목에 50%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비율은 36.4%로,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보유 그룹의 55.8% 대

비 낮았다. 최근의 한 연구10에 따르면, 1926~2016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창

출된 전체 투자수익의 10%(3.5조달러)가 ExxonMobil/Apple/Microsoft/GE/

IBM 등 단 5개 주식이 벌어들인 것이며, 지난 90년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만5천개 이상의 주식 중 절반 이상이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인 미국 국채

9  2017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실질주주(중복주주 제외) 기준(한국예탁결제원, 2018. 2)

10  ‘Do Stocks Outperform Treasury Bills?’(Hendrik Bessembinder,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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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Bill)보다 낮은 수익을 거뒀다.[그림9] 이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런 우량 종목

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확률이 낮은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부자 중 코스닥(KOSDAQ) 시장에 투자하

는 비율이 76.9%(복수응답)로, 코스피(KOSPI) 시장 투자 비율 75.5%를 오히려 

상회했다. 이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조사시점 기준 직전 

1년간(2017. 5 ~ 2018. 5) 코스닥 지수 증가율(626.43→879.66)은 40.4%로, 

코스피 지수 증가율(2219.67→2423.01) 9.2%의 4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코스

피 시장에만 투자하는 한국 부자의 비중은 21.8%로, 코스닥 시장에만 투자하는 

비중(18.1%) 대비 높았다. 또한 2013년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

넥스(KONEX) 투자 비중은 9.6%, 기타 장외시장은 6.8% 수준이었다. 보유자

산 규모별로는 금융자산 규모가 큰 그룹(50억원 이상)은 작은 그룹(10~50억원)

에 비해 코스피 시장 투자 비중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코스닥 시장 

투자 비중이 14.8%p 높게 나타나는 등 다른 주식 시장 투자율이 높았다.[그림10]

한국 부자의 투자주식 유형은 주식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는 성장주가 

62.0%(복수응답)의 비중을 차지,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인 가

치주(41.7%) 대비 투자 선호도가 높았으며, 중소형주(33.3%)보다는 대형주

주식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는 

성장주의 보유 

비중이 62%로, 

가치주(42%) 대비 

투자 선호도가 

높았으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보유 

비중이 높았다. 

[그림9] 주식 종목수별 누적 수익 비중 (단위: %)

주: 1926~2016년 미국 주식시장 총투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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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의 보유 비중이 높았다. 또한 배당주의 보유율은 44.9%로 성장주·대

형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특정 테마주는 18.1%로 가장 낮았다. 

금융자산 규모가 큰 그룹(50억원 이상)은 작은 그룹(10~50억원)에 비해 중소형

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 유형에서 높은 보유 비중을 나타냈다.[그림11] 

코스피 시장에만 투자하고 있는 한국 부자의 경우 대형주 투자 비중이 코스

닥 시장에만 투자하고 있는 한국 부자 대비 21.8%p 높아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 

시장의 특징을 반영하며, 가치주에 대해서도 7.6%p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다. 

[표2] 반면 코스닥만 투자하는 한국 부자의 경우 코스피만 투자하는 응답자와 비

교해서 특정 테마주의 투자 비중이 13.6%p의 큰 차이로 높았으며, 성장주와 배

당주가 각각 9.6%p, 9.1%p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코스피만 투자하는 그룹(29.8%)과 코스닥만 투자하는 그

룹(30.8%)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2] 특정 주식시장 이용자의 투자 주식유형 (단위: %, 복수응답)

투자자 유형 배당주 가치주 성장주 대형주 중소형주 특정테마주

코스피만 투자 31.9 25.5 46.8 57.4 29.8 4.3

코스닥만 투자 41.0 17.9 56.4 25.6 30.8 17.9

[그림10] 자산규모별 투자 주식시장  
 (단위: %, 복수응답)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   기타 장외 시장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75.0

88.6

9.1
9.1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75.6

73.8

8.7
8.1

[그림11] 자산규모별 투자주식 유형 

 (단위: %, 복수응답)

 배당주       가치주            성장주       대형주

 중소형주     특정 테마주

59.1

43.2

65.9

61.4

22.7
27.3

41.3

41.3

61.0

44.2

36.0
15.7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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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해외주식 결제금액

(매수액과 매도액 합산)은 104.6억 

달러로, 전년 동기(39.8억달러) 대비 

무려 162.8% 증가11하는 등 국내 투

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관

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이 

투자한 해외주식 종목(결제금액 기

준)은 아마존(Amazon, 5.5억달러) > 

알리바바(Alibaba, 5.1억달러) > 텐

센트(Tencent, 3.7억달러) > 엔비디

아(Nvidia12, 3.0억달러) > 구글(지주회사 Alphabet, 2.3억달러)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었다. 실제로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넥플릭스/구글)이라고 

불리는 5개 글로벌 IT기업들의 주가는 2015년 이후 140% 상승한 반면, 이들 5

개 주식을 제외한 전체 주가(S&P500)는 약 20% 성장에 그치는 등 기술 관련 

주식들이 전체 시장을 주도했다.[그림12]

외화자산을 보유 중인 한국 부자의 비중은 21.5%로, 보유 외화자산으로는 

해외주식 등 직접투자(10.0%, 복수응답 기준) > 외화예적금 등 금융상품(9.3%) 

> 외화현금(9.0%) > 해외 부동산(2.5%)의 순이었다.[표3] 한국 부자의 해외 주

식/채권/혼합형 펀드 보유율이 33.0% 수준임을 고려할 때, 해외 투자 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투자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보유자산 규모별로는 금융자

산이 많은 그룹(50억원 이상)의 외화자산 보유 비중이 43.7%로 금융자산이 적

은 그룹(10~50억원)의 17.3%를 크게 상회하며, ‘해외주식 등 직접투자’ 비중 또

한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18.8%)가 10~50억원 부자(8.3%) 대비 10.5%p

나 높았다.

11  한국예탁결제원(2018. 4. 26)

12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부품인 GPU(Graphics Processing Unit) 시장 최대 기업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외화자산 보유 

비중은 43.7%로,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부자(17.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출처: Thomson Reuters, Economist 재인용

[그림12] 5개 IT기업(FAANG) 주가 추이 
 (2015.1.1=100)

50
2015

100

2016

150

2017

200

2018

250

FAANG 주식 제외 S&P500

FAANG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and Google)

S&P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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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금융자산 규모별 외화자산 보유 비중 (단위: %, 복수응답)

금융자산
해외주식 등 
직접 투자

외화예금 등 
금융상품

외화 
현금

해외 
부동산

외화자산 
없음

50억원 미만 8.3 7.1 6.8 2.1 82.7

50억원 이상 18.8 20.3 20.3 4.7 56.3

주식 투자 시 한국 부자의 주 이

용 채널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의 

비중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증

권 지점 주 이용률이 27.6%로 M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24.2%보

다 높았다.[그림13] 2017년 전체 주

식 거래 중 HTS 채널 이용 비중이 

48.1%, MTS가 37.8%, 지점 및 전화

를 포함한 영업단말 비중이 8.6% 수

준13임으로 감안하면, 한국 부자는 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MTS 채널의 주 이용 비중은 감소하고 지

점 채널은 증가하는 경향은 상식에 부합한다.

13  한국거래소 채널별 거래실적 데이터(2017년 매수·매도 거래량 평균)

[그림13] 주식 거래 주 이용 채널 (단위: %)

 지점      전화      HTS     MTS

27.6

9.6

50대

27.5

10.9

39.9

21.7

60대 이상

37.7

6.6

36.8

18.9

38.5

40대 이하

14.1

11.5

38.5

35.9
24.2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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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투자전문가 리처드 번스

타인(Richard Bernstein)은 ‘소음과 

투자’14에서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정

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투자 실적이 

과거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많은 정보가 소음(Noise)에 불

과하며, “소음과 진짜 정보를 구별

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임을 강

조했다. 한국 부자들은 주식 투자종

목 선정 시 금융기관 직원의 추천을 통해 결정하는 비중이 41.4%로 가장 높았

으며, 본인이 직접 결정(32.8%) > 금융기관 외 주식 전문가의 추천(16.5%) > 가

족/지인의 추천(9.2%)의 순이었다.[그림14] 보유자산 규모별로는 금융자산 규모

가 큰 그룹(50억원 이상)이 적은 그룹(10~50억원) 대비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전문가 등의 추천을 고려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부자는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경로로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의 비중이 58.5%로 가장 높아, 자신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쌓아 온 금

융 전문가와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표4] 또한 금융기

관이 제공하는 주식 전망 등 리포트의 활용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가족/지인

도 45.8%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금융자산이 적은 그룹(10~50억원)은 가족/

14  ‘소음과 투자(Navigate the noise)’(리처드 번스타인, 2016년)

주식투자 의사결정 및 
암호화폐03 

[그림14] 투자종목 선정 시 의사결정 (단위: %)

 본인이 직접 결정      금융기관 직원 추천

 주식 전문가 추천      가족/지인 추천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33.232.8

42.341.4

16.616.5
7.99.2

전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26.3

43.9

19.3

10.5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경로로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의 비중이 

가장 높아, 자신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쌓아 온 

금융 전문가와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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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인터넷 검색, 매스미디어(신문/TV 등)와 같은 비전문가 및 대중에게 공개

된 정보에 상대적으로 주목하는 반면, 금융자산이 많은 그룹(50억원 이상)은 금

융기관 및 금융기관 외 전문가의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식 시장에

서 정보와 소음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이 소개하는 자료를 그대로 믿

지 않고, 단순 사실의 열거가 아닌 독자적 의견을 제시하는 ‘뛰어난 애널리스트’

를 찾으라”는 리처드 번스타인의 조언15처럼, 신뢰성 높은 정보 획득 채널은 투

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표4] 주식 투자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복수응답)

정보 획득 경로 전체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 58.5 56.8 67.2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리포트 53.3 50.3 58.8

가족 및 지인 45.8 46.1 43.8

금융기관 외 전문가 29.3 27.4 39.1

신문·TV 등 매스미디어 25.3 27.4 14.1

인터넷 검색 25.0 28.0 9.4

주식투자 커뮤니티 23.5 23.2 25.0

투자 세미나·강연회 등 11.5 11.3 12.5

중앙은행 등 공인기관의 개입없

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발행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는 비

트코인(Bitcoin)의 가격 급등과 함께 

고수익의 투자자산으로 각광받기 시

작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내재가치

에 대한 의구심 및 너무나 큰 가격 변

동성으로 인해 과열된 투기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

15  ‘소음과 투자(Navigate the noise)’(리처드 번스타인, 2016년)

[그림15] 비트코인 및 코스피 지수 추이

0 0
'16.7

4,000 500

'17.1

8,000
1,000

'17.7

12,000
1,500

'18.1

16,000

2,000

'18.7

20,000

2,500

3,000

비트코인(좌)

KOSPI(우)



22•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2016년 7월 1일 676.52(달러)에서 2017년 12월 18

일 18,960.52로 28배 이상 상승했다가 2018년 6월말 기준 6,203.90으로 1/3 

수준까지 하락했다.[그림15] 이와 관련하여 테슬라(Tesla), 스카이프(Skype)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둔 벤처투자자 팀 드레이퍼(Tim Draper)는 “비트코인은 인

터넷보다 더 큰 기회”라며, “2022년 25만달러까지 상승할 것”16이라고 공언한 

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Robert Shiller)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전염병 같은 광풍이자 투기적 거품”17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조사18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 중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4%, 

투자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7.5%이며, 투자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86.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현재 투자 중인 비율이 11.9%, 현재 투자하지 않고 있지만 투자 경험이 있는 비

율은 10.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투자 경험률을 나타냈다. 한국 부자의 경

우 암호화폐에 현재 투자 중인 비중이 4.0%로 일반 투자자 대비 낮으나, 현재

는 투자하지 않지만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비중은 20.3%로 높아, 암호화폐 투

자 경험률(24.3%)은 일반 투자자(13.9%)를 상회했다.[그림16]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보유 부자의 암호화폐 투자 경험률(28.2%)이 금융자산 10~50억원 보유 

부자의 투자 경험률(23.5%)을 상회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에 부합한다.

향후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한국 부자의 비중은 2.3%로 투자의향

이 없는 74.8% 대비 매우 낮아, 암호화폐의 향후 성장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6] 물론 보유 금융자산이 많은 그룹(50억원 이상) 중 

암호화폐 투자 의향이 없는 비율(64.1%)은 적은 그룹(76.8%) 대비 낮았으나,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7%에 불과했다. 이는 전 세계 고자산가19 

중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0%, 일본을 제외한 아시

아 지역 고자산가의 51.6%가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

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그림17] 올해 초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16  CNBC(2018. 4. 13)

17  Bloomberg TV(2018. 6. 28)

18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2018. 3)

19  ‘World Wealth Report 2018’(Capgemini), 고자산가를 ‘순자산 1백만달러 이상’으로 정의

한국 부자의 

암호화폐 투자 

경험률(24%)은 

일반 투자자 

(14%)를 상회하나, 

향후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한국 부자의 

비중은 2%에 불과, 

암호화폐의 미래 

성장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2018 한국 富者 보고서•23 22•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특집| 한국 부자와 주식 투자

전 세계 암호화폐 부호 순위20를 발표하였는데, 1위는 블록체인(Blockchain)21 

전문기업 리플(Ripple)의 창업자로 해당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52억 

XRP(75~80억달러 가치)를 보유한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이었다. 2위

는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Ethereum)의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Joseph 

Lubin, 10~50억달러), 3위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CEO 

장펑자오(Changpeng Zhao, 11~20억달러)이며,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Upbit)의 창업자 송치형씨(3.5~5억달러)가 29위에 올랐다.

20  ‘The Richest People in Cryptocurrency’(Forbes, 2018. 2. 6)

21  거래 원장(ledger)을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분산, 기록하는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

[그림16] 암호화폐 투자경험 및 의향 (단위: %)

 투자경험 없음    

   투자경험 있으나 

현재 안함

 현재 투자중

[투자 경험]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76.5 71.9

19.9 21.9

6.33.6

 의향 없음 

 상황에 따라 다름    

 의향 있음

[향후 투자 의향]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76.8
64.1

21.4
31.3

4.71.8

[그림17] 해외의 암호화폐 투자 관심도 (단위: %)

 낮은 관심        보통        높은 관심       

글로벌

44.1

26.9

29.0

일본

50.6

34.1

15.2

북미

54.2

21.0

24.8

아시아

19.8

28.7

51.6

유럽

46.5

27.6

25.9



2017년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한국 부자는 약 27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14.8%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 지속,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성장세, 부동산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금융투자 여력 확대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부자수 및 금융자산은 2013년 16.7만명, 369조원에서 2017년 27.8만명, 646조원으로 

부자수 및 자산 규모가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한국 부자의 43.7%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나,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낮아

지고 있고 서울 내에서 강남3구의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적 쏠림 현상이 점차 약해지

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이후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 하락세와 금융자산 비중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2017년 이후 부동산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감 증대와 함께 향후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대한 인식도 상승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부자 현황  
Part Ⅰ.

01 I 한국 부자 규모 변화 

02 I 보유 자산 구조 

03 I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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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한국 부자’라 함은 ‘금융자산22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연구23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부자(富者)’ 또는 ‘고

자산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개인’을 고자산가라 정의하고 이들의 자산과 투자행태 등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부자 규모는 ‘개인 금융자산 로렌츠곡

선’24을 통해 추정되었으며, 한국 부자의 자산운용 행태와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8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말 기준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는 약 27만8천명

으로 추정된다.[그림18] 이는 2016년의 24만2천명에 비해 약 15.2% 증가한 규모

로, 2016년 부자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14.8%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한국 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2016년 552조원에 비해 17.0% 증가한 약 646

조원(1인당 평균 23억2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국민의 자산 규모 상

위 0.54%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7.6%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19] 또

한 최근 5년간 한국 부자수 및 금융자산 규모는 2012년 16.7만명, 369조원에서 

2017년 27.8만명, 64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부자수 및 자산 규모 모두 평균적

으로 매년 약 10%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의 회

복세 지속,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인한 투자자산 가치 증가, 부동산 시장 가격 

22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예치된 자산의 합(부동산/실물자산 제외)

23  ‘한국 富者 연구: 자산 형성과 투자행태, 라이프스타일’(2011.7), ‘2012 한국 富者 보고서’(2012.7), ‘2013 한국 

富者 보고서’(2013.6), ‘2014 한국 富者 보고서’(2014.7), ‘2015 한국 富者 보고서’(2015.6), ‘2016 한국 富者 보

고서’(2016.7), ‘2017 한국 富者 보고서’(2017.8)

24  금융자산 통계(한국은행), 가구자산 분포(통계청), 개인소득 분포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통계(국세청), KB국민은

행 개인별 예치자산 분포 등을 이용한 KB경영연구소의 추정모형

한국 부자 규모 변화 01
2017년 말 기준 

한국 부자는 약 

27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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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부자 현황  

상승세에 따른 금융자산 투자 여력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부자 27만8천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12만2천명으로 전

국 부자수의 43.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 5만9천명(21.3%), 부산 1만9천

명(6.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20] 각 지역의 인구 대비 부자수 비율은 서울이 

1.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 0.53%, 대구 0.49%, 경기 0.46%, 대

전 0.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은 서울로 2013년 대비 4.2만명(증가율 54%)이 증가했으나 전체 부자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47.3%에서 43.7%로 감소했으며, 부산 또한 부자수 증가 규모는 

0.6만명(증가율 46%)으로 큰 편이나 비중은 7.6%에서 6.6%로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 부자수는 2013년 대비 2.7만명(증가율 84%) 증가하고 비중 또한 19.3%

에서 21.3%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으며, 대전, 경북, 광주, 전남 등 평균

보다 부자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부자수 비중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18] 한국 부자수 (단위: 천명)

167 
182 

211 

242 

2013 2014 2015 2016 2017

278

[그림19]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단위: 조원)

369 
406 

476 

552 

2013 2014 2015 2016 2017

646

한국 부자는 

지역적으로 서울 

43.7%, 경기 

21.3%, 부산 6.6% 

순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서울 및 

부산 지역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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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약 4.3만명으로 서울 전체 부자수의 35.6%를 차지하고 있

다.[그림21] 강남3구 이후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까지 지난 해와 부자

수 비중 순위의 변화가 없으나 광진구보다 용산구의 부자수가 많이 증가하여, 

2017년 광진구, 용산구였던 부자 비중 순위는 용산구, 광진구 순으로 변화되었

다. 경기도의 세부 지역별 부자수는 성남시가 1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순이었으며, 화성시 부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

여 2017년 안산시, 광명시, 화성시 순에서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순으로 변화

하였다.[그림22] 

[그림20] 전국 지역별 부자수 (단위: 천명)

인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광주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

울산

부산

대전

8.5 

4.8

2.7

121.7 4.1

3.9

4.8

18.5

9.4

59.4

4.7

5.5

4.0

12.2

6.5

6.5

강남3구에 서울 

부자의 35.6%가 

집중되어 있으나, 

지역적 쏠림은 점차 

약해지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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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부자 현황  

한국 부자의 지역 분포에서 모든 지역 부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별 비중은 서울(2015년 44.7%, 2016년 44.2%, 2017년 43.7%)과 부산(2015

년 7.0%, 2016년 6.9%, 2017년 6.6%)은 감소하고, 경기 지역(2015년 20.3%, 

2016년 20.8%, 2017년 21.3%)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 

모든 구(區) 및 경기도 모든 시(市)에서도 부자수는 증가하나 서울 강남3구 비

중이 2015년 36.7%에서 2017년 35.6%로 하락하였고, 경기도 부자수에서 성남

시, 용인시, 고양시 등 상위 3개 시의 비중도 같은 기간 43.6%에서 42.2%로 하

락하여 지역적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대 광역시의 경우 부산은 해운대구(4.0천명)의 부자수가 가장 많으며, 대

구 수성구(4.9천명)의 경우 광역시 구 단위에서는 부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표5] 그 외 인천 연수구(2.2천명), 대전 유성구(2.7천명), 광주 북구

(1.6천명), 울산 남구(2.1천명) 등이 해당 광역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자가 많

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5] 6대 광역시 구(區)별 부자수 (단위: 천명)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해운대 4.0 수성 4.9 연수 2.2 유성 2.7 북 1.6 남 2.1

남 1.8 달서 3.1 부평 1.5 서 2.0 서 1.6 중 0.9

부산진 1.7 북 1.5 남동 1.5 중 0.9 남 1.0 기타 1.1

동래 1.6 동 0.9 서 1.3 기타 0.9 기타 1.3

기타 9.3 기타 1.8 기타 2.0

계 18.5 계 12.2 계 8.5 계 6.5 계 5.5 계 4.0

[그림21] 서울 구(區)별 부자수 (단위: 천명)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강서구        기타

서울
121.7

 17.5 

 13.9 

 11.8 

 6.4 

 5.1  4.8 
 4.7 

 4.7 
 4.6 

 42.9 

 5.2 

[그림22] 경기도 시(市)별 부자수 (단위: 천명)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기타

경기도
59.4

 10.3 

 8.1 

 6.7 
 4.8  4.2  3.0 

 2.6  1.7 
 1.7 
 1.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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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를 기반으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자산 구조는 

최근 몇 년간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국 부자의 보유 자산 구성비25는 부동산자산(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 

53.3%, 금융자산 42.3%,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 4.4%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부동산 비중이 다소 높은 자산구조를 보이고 있다.[그림23] 하지만 국내 가

계의 평균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비중이 25.6%26, 거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비중이 69.8%에 달할 만큼 부동산에 치우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가

구의 자산 구조에 비해서는 금융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이후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자산 비중은 감소하는 추

세가 지속되었으나,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부동산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24] 이러한 부동산자산 비중의 증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매매 가격의 상승세, 투자수요로 인한 분양 및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5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비중은 각 개인의 부문별 자산 비중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한 중앙

값을 기준으로 산출

26  통계청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평균 자산은 38,164만원이며, 금융자산 

9,784만원(25.6%), 부동산자산 26,635만원(69.8%), 기타 실물자산 1,745만원(4.6%)으로 구성

보유 자산 구조 02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자산 53.3%, 

금융자산 42.3%, 

기타자산 4.4%이며 

부동산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부동산자산 비중이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증가했다.



2018 한국 富者 보고서•31 30•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Ⅰ. 한국 부자 현황  

자산 구성비는 보유자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총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를 

보인다.[그림25] 지역적으로는 지방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 특히 강남3구 부자에

게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40대 이

하에 비해 50대 이상 층에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24] 자산 구성비의 변화 추세 (단위: %)

 금융자산 비중         부동산자산 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39.2
43.1 43.6  44.2  42.3 

55.7 52.4 51.4  52.2  53.3 

[그림23]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 (단위: %)

4.4 

42.3 53.3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그림25] 자산규모, 지역, 연령별 자산구조 비교 (단위: %)

 금융자산 비중         부동산자산 비중

[총자산 규모별]

30억원 
미만

30~
50억원

50억원 
이상

56.7

37.3 39.238.1

57.4 57.3

[거주 지역별]

강남3구 기타 서울 경기,인천 지방

37.1
42.6 41.4

52.3
59.0

52.9 54.2

42.8

[연령별]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47.8

40.9 40.0
47.4

54.8 55.8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지방에 

비해 수도권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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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및 인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기에 앞

서, 경제 상황이나 투자 환경 등에 대해 한국 부자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한국 부자들은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비중이 

60.5%로 전년(43.7%) 대비 약 17%p 증가해, 2017년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및 

국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 상승하였다. ‘한국 

경제에 있어 복지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6년 67.3%에서 

2017년 58.9%로 감소하면서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

으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2018년 69.9%로 상승하며 

다시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26]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03

[그림26] 장기 불황과 성장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렇지 않다      보통/반반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총자산 10~30억원

총자산 30~50억원

총자산 50~100억원

총자산 100억원 이상

Q.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7.8 

9.7 
5.5 

9.5 
6.3 

31.8 

31.9 

28.9 

30.7 

39.7 

46.8 

38.9 

51.6 

48.9 

41.3 

13.8 

19.4 

14.1 

10.9 

12.7 

Q.  향후 방향은 복지보다 성장이 

중요함

5.6 

6.9 

4.0 

7.4 
3.2 

24.5 

23.6 

25.4 

23.7 

25.4 

44.7 

45.8 

39.7 

43.0 

57.1 

25.3 

23.6 

31.0 

25.9 

14.3 

국내 경제의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인식이 

전년 조사 대비 

높아졌으며, 한국 

경제는 복지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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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부자 현황  

향후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소비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3.6%

로 전년(43.6%) 대비 20.0%p 증가하였으며, 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60%를 상회하여 고자산가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 지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보다 유

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도 69.2%로 전년(65%) 대비 4.2%p 증

가했다. 국내외 경제 이슈로 인한 경기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아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인

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림27] 

 

2017년 조사와 유사하게 여전히 80%가 넘는 응답자가 과거에 비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기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으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년 대비 20.9%p 감소하고, ‘약간 그렇다’는 비중은 18.3%p 증가하면서 대체

투자 등 새로운 투자처를 활용해 투자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여

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

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한국 부자는 72.7%로 전년(68.7%) 대비 4.0%p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28] 

[그림27] 소비 및 유동성 확보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렇지 않다      보통/반반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총자산 10~30억원

총자산 30~50억원

총자산 50~100억원

총자산 100억원 이상

Q.  특정 금융상품 투자보다 유동성 

확보가 중요

2.8 

6.3

11.0 

7.9

23.3 

25.0

24.2

23.5

19.0 

47.1

54.2 

46.1

44.9

46.0 

22.1 

18.1 

23.4 

20.6 

27.0 

7.5 

Q.  향후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소비를 줄일 

생각임

8.8 
2.8 

10.2 

8.9 

12.7 

27.6 

29.2 

22.7 

31.9 

27.0 

46.5 

50.0 

53.1 

40.0 

42.9 

17.1 

18.1 

14.1 

19.3 

17.5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소비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지난해 

조사에 비해 

증가하여 고자산가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 지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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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 투자 수익률에 대한 낮아진 기대감 등은 자녀 세대의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세대는 나만큼 살

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과반수가 넘는 62.3%로 전년(58.1%) 대비 증가

했으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비중이 증가하여 부의 상속, 자산 증식 

등으로 자녀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세대는 과거에 비해 부모 도움 없이 자수성가 하기 매

우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32.5%로 나타났으며, ‘약간 그렇다’고 인식하는 비중

까지 포함하면 79.6%의 한국 부자들이 물려 받은 재산 없이 자녀 스스로의 힘으로

는 부자가 되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29]

[그림28]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렇지 않다      보통/반반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총자산 10~30억원

총자산 30~50억원

총자산 50~100억원

총자산 100억원 이상

Q.  과거에 비해 원하는 투자수익률 얻기 
어려움

3.0 

2.8 

2.3 

3.0 

4.8 

15.9 

16.7 

16.4 

16.3 

12.9 

53.9 

59.7 

52.3 

51.1 

56.5 

27.2 

20.8 

28.9 

29.6 

25.8 

Q.  향후 부통산 투자로 높은 수익은 
어려움

5.6 

4.2 

5.6 

7.3 
3.2 

21.8 

25.0 

16.1 

23.4 

25.8 

52.7 

50.0 

64.5 

44.5 

50.0 

20.0 

20.8 

13.7 

24.8 

21.0 

[그림29] 자녀 세대의 부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렇지 않다      보통/반반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총자산 10~30억원

총자산 30~50억원

총자산 50~100억원

총자산 100억원 이상

Q.  내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나만큼 잘살기 
힘들것

 13.7 

 6.9 

 12.7 

 14.0 

 23.7 

 23.9 

 25.0 

 23.0 

 28.7 

 13.6 

 42.2 

 44.4 

 45.2 

 39.0 

 40.7 

 20.1 

 23.6 

 19.0 

 18.4 

 22.0 

Q.  자녀 세대는 과거에 비해 부모 
도움 없이 자수성가 어려음

 2.5 

0

 2.3 

 4.4 

 1.6 

 17.9 

 13.9 

 17.2 

 19.1 

 21.3 

 47.1 

 62.5 

 42.2 

 47.1 

 39.3 

 32.5 

 23.6 

 38.3 

 29.4 

 37.7 

과거에 비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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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 53%, 금융자산 42%, 기타자산 5%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부자들은 금융자산을 크게 ① 현금 및 수시입출금(24%), ② 예적금(27%)으로 배분 

하여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③ 주식 및 펀드/신탁(29%)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④ 보험이나 채권 등 기타 금융자산(20%)으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예금 

일변도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시장수익률 변동에 따른 실제 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자들의 85.5%는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총자산이 많은 경우 투자용 부동산 비중이 

증가하며, 투자용 부동산 중에서도 빌딩이나 상가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부동산 종류별 구성과 선호의 차이가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부자들은 거주용  

부동산이 부동산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오피스빌딩을 선호하지만, 지방의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토지/임야의 비중이 높고 상가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처로 한국 부자들은 작년에 이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주목되는 정책적 이슈가 다수 발표되었지만, 한국 부자

들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와 선호는 유지되고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및 
전망  

Part Ⅱ.

01 I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와 인식

02 I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와 인식 

03 I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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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절 ‘보유 자산 구조’에서 이미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3.3%, 금융자산 42.3%, 기타자산 4.4%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앞

으로는 세부적으로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의 26.8%를 예적금으로 보유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을 얻고 있으며, 주식/펀드/신탁 등을 비슷한 비중(28.7%)으로 운용하여 수익

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그림30] 또한 금융자산의 24.2%를 현금 또는 수시입출

금으로 남겨놓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유동성은 미래 투자기회를 포착하

기 위한 대기자금이 될 수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 투자환경에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투자/저축성보험(15.6%)과 채권(4.7%) 등으

로 한국 부자들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현금과 예적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주식/펀

드/신탁 등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이 있다. 금융자산 3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현금/예적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며 주식/펀드/신탁은 26.9%에 불과하지만,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현금/예적금 비중이 46.4%로 낮아지고 주식/펀드/신

탁은 33.9%로 높아진다. 보유한 금융자산이 증가할수록 절대적인 원금 보호보

다는 시장수익률 변동에 따른 실제 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와  
인식 01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예금 등 

안전자산 비중이 

감소하고 주식/펀드 

등의 자산이 증가, 

절대적인 원금 보호 

보다 시장 수익률 

변동에 따른 실제 

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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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조사27와 비교하여, 이번 조사에서 부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

중이 감소(-8.6%p)하고 예적금(+4.5%p), 펀드(+2.7%p), 보험(+2.4%p) 등이 

주식 비중 감소분을 소화하며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코스

피 기준)은 2017년 10월 2,5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2018년 5월 말 기준 2,423

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부진한 주식 시장으로 

인해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감소하였거나,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포

트폴리오를 조정한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부자들의 금융상품 보유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자들은 예적금

(92.3%)과 투자/저축성보험(87.0%)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접투자상품 보

유율(65.8%, 펀드)이 주식 보유율(5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31] 펀

드, 채권, 주식, 신탁 상품 보유율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지방보다는 수도권 

부자들에게서 더 높은 보유율을 보인다.

27  2017년 조사: 예적금(22.3%)/주식(20.4%)/펀드(8.4%)/투자저축성보험(13.2%)

보유 주식의 

평가액 감소 및 

주식 시장에 대한 

보수적 전망에 따른 

자산 재조정의 

결과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림30]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현금 및 수시입출금         예적금           투자/저축성보험                 주식

 펀드                            신탁/ELS        채권 등 기타

[전체] [금융자산 규모별]

24.2

26.8
15.6

11.8

11.1
5.7 4.7

금융자산 

30억원 미만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24.7

27.9

16.2

10.8 5.3
4.3

10.8

22.9

23.5

13.8

12.2
7.1

5.9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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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 중 65.8%가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주식형

(57.8%), 국내혼합형(55.5%), 국내채권형(28.5%), 해외주식형(27.4%), 해외혼

합형(27.4%) 순으로 보유율이 높았다.[그림32] 해외펀드 투자 지역을 살펴보면, 

베트남(43.8%)과 중국(40.9%), 브라질(11.7%), 인도(10.9%)가 상위권에 분포

해 있다. 한국 부자들은 신흥국, 특히 한국과 교역규모가 큰 아시아 국가에 대

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모펀드28에 대하여 투자의향이 있다

는 응답이 38.5%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22%p 상승하였다.[그림33] 특히 금

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들의 경우 30%p나 상승하여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사

모펀드 수요기반이 강화되고 있다고 추론된다. 부자들은 펀드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71.5%), 금융기관 제공 자료(57.3%), 가족/지인의 추천

(46.3%)을 통해 얻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금융기관 직원 설명과 금융

기관 제공 자료를 통해 펀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높아 금융 전문가

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8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그림31] 주요 금융상품 보유자 비율  (단위: %)

92.3

65.8

28.8

54.0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신탁 보험

30.8

87.0

[전체]

[거주 지역별] [금융자산 규모별]

 서울/수도권       지방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신탁 보험

91.7

70.0

31.7

58.3

33.0

88.794.0

53.0

20.0

41.0
24.0

82.0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신탁 보험

92.3

63.5

25.4

49.8

27.8

86.692.1

72.3

38.6

66.3

39.6

88.1

펀드 보유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 

부자들은 신흥국, 

특히 한국과 

교역규모가 큰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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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을 보유한 한국 부자의 비중은 78.7%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는 연금보험(71.0%), 연금펀드(20.8%), IRP(개인형퇴직연금)(14.8%), 연금신탁

(13.3%) 순으로 보유율이 높다.[그림34] IRP나 연금펀드 등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22.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주

목된다.[그림35] 이들은 금융회사의 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절세 등을 

우선시하여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34] 연금상품 보유현황  (단위: %)

71.0 연금보험

20.8 연금펀드

14.8 IRP 
(개인형퇴직연금)

13.3 연금신탁

21.3 현재 가입 연금 
상품 없음

[그림35] 연금상품 운용방식 (단위: %)

주: 연금펀드 및 IRP가입자 기준

39.5 국내혼합형

37.8 국내주식형

25.2 해외혼합형

24.4 국내채권형

21.8 해외주식형

15.1 국내부동산형

15.1 정기예금

해외채권형 11.8 

해외부동산형 8.4 

운용상품 모름 22.7 

80%에 가까운 

부자들이 

연금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IRP/연금펀드 

가입자의 1/5 

이상이 어떤 

상품으로 자신의 

연금이 운용되는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림32] 펀드 유형별 보유율  (단위: %)

57.8 국내주식형

55.5 국내주식/
채권혼합형

28.5국내채권형

27.4해외주식형

27.4해외주식/
채권혼합형

20.9국내부동산형

9.1해외채권형

해외부동산형 8.4

커머더티형 6.1 

[그림33] 사모펀드 투자 의향 (단위: %)

 투자의향 없음      보통      투자의향 있음

전체

30.5 

31.0 

금융자산 
30억원 미만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32.4 

34.1 

33.4 

24.8 

21.8 

53.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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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이

하 거주용 부동산) 45.9%, 투자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 20.6%, 빌딩/상가 

21.3%, 토지/임야 12.1%로 구성되어 있다.[그림36] 총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용 부

동산 비중이 높으며, 다른 투자처보다 빌딩/상가의 비중이 확연하게 상승한다. 

즉, 총자산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빌딩/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부동

산 포트폴리오의 4.9%에 불과하나 총자산 30~50억원은 17.3%, 50~100억원

은 25.5%, 100억원 이상은 39.3%로 상승한다. 한국 부자들은 총자산 증가분의 

상당부분을 투자 규모가 큰 빌딩/상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와 
인식02

[그림36]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거주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       투자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       빌딩/상가                               

 토지/임야                                기타

[전체]

45.9

20.6

21.3

12.1

0.2

[총자산 규모별]

50~100억원 10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30~50억원

68.2

14.7

12.2

47.5

23.1

17.3

11.6
0.5

40.5

22.4

25.5

11.6

28.8

18.0

39.3

13.9
4.9

총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빌딩/

상가가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연히 상승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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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부자들의 대부분인 95.8%는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부동산이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수

도권 부자들(47.9%)이 지방 부자들(39.9%)에 비해 높으며, 총자산 30억원 미

만 부자들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2/3를 상회하고 있다. 거주용 부동산 자산가

치 변화가 이들의 전체 자산규모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국 부자 중 85.5%가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47.7%가 상가

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토지/임야(42.2%), 일반아파트(35.4%), 오피스텔

(27.2%), 재건축아파트(10.5%) 등의 순으로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7] 또한 부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투자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존

재하는데, 일반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빌딩은 서울/수도권 부자들의 보유율

이 높으며, 토지/임야와 재건축아파트는 지방 부자들의 보유율이 높다.

[그림37] 거주지역별 투자용 부동산 보유율 (단위: %, 복수응답)

 서울/수도권         지방

상가 토지/임야 일반 
아파트

오피스텔 재건축 
아파트

단독/연립 
주택

오피스빌딩 전원주택

47.149.4

35.7

69.0

36.9
31.0 32.5

11.5 8.2
17.2

10.2 6.9
11.4

2.3 2.0 4.6

거주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자들과 

총자산이 비교적 

적은 부자들이 

높아, 거주용 

부동산 자산가치 

변화가 이들의 전체 

자산규모에 끼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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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부동산을 전세만으로 운

용하는 부자의 비중은 15.3%이며, 전

세로 운용하는 자산과 월세(세입자에

게 월납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로 

운영하는 자산을 함께 보유한 경우는 

53.3%, 월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31.4%로 조사되었다. 전세로 운용하

는 부동산을 월세로 바꾸려는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68.8%, 의향이 없는 

경우는 5.7%로 다수의 부자들이 전

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8] 하지만 총자산 규모에 따라

서 월세 선호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총자산이 클수록 월세 선호는 더욱 강화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로부터의 차입이라는 성격을 갖는 전세는 부

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총

자산 규모가 작은 부자들이 전세를 이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의

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할 때 한국 부자들은 상가(34.8%, 1+2순

위)를 유망한 투자처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어 재건축아파트(34.5%), 토

지/임야(27.3%), 오피스텔(24.8%) 순으로 유망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39] 전년 

조사에 비해 재건축아파트와 상가, 토지/임야는 응답률이 감소하였으나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빌딩, 분양형 호텔은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다

각적인 투자를 통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빌딩은 서울/수도권에서, 재건

축아파트, 상가, 토지/임야는 지방의 부자들이 더 유망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림38] 전세의 월세 전환 의향 (단위: %)

 없음     보통     있음

총자산

30억원 미만
총자산 

30~50억원
총자산 

50~100억원
총자산  

100억원 이상

14.3

35.7

50.0

6.5

30.4

63.0

3.3
24.6

72.1

5.6
16.7

77.8
다수의 부자들이 

부동산을 전세보다 

월세로 운용하기를 

선호하지만, 

총자산이 적은 

부자들의 경우 

전세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바라는 

적극적 부동산 투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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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국내 부동산 중 유망 투자처 (단위: %)

 1순위         1+2순위

상가 재건축 
아파트

토지/임야 오피스텔 일반
아파트

오피스빌딩 실버타운 단독/연립 
주택

분양형 
호텔

17.3

34.8

19.3

34.5

13.5

27.3

11.0

24.8

14.3

24.3

8.3

15.3

4.5

12.8

3.5

8.5
5.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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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비해 금융자산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33.5%의 부자가 증가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감소는 11.5%, 유지는 55.0%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증

가한 부자의 69.4%, 감소한 부자의 63.0%가 금융자산의 증감이 투자원금 증

감보다는 투자성과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자산이 증가했다는 응

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22.0%p 높았으나, 전년도 39.7%p에 비해 하락하

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부진했던 주식시장과 금리상승 추세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채권시장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중 증가 응답이 감소 응답보

다 큰 상품군은 예적금(23.3%p), 현금/수시입출금(12.8%p), 투자/저축성보험

(11.3%p) 등이었으며, 신탁(4.8%p)과 주식(1.8%p)은 차이가 적었고, 채권의 경

우 증가 응답이 감소 응답보다 5.0%p 낮았다.[그림40]

향후 1년간 금융자산 관리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는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부자의 비율이 26.5%, 유지가 68.5%, 감소가 5.0%로 나타났다. 예적금을 비롯

해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모든 항목에서 증가 응답률이 감소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부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전망03

지난 1년간 

금융자산이 

감소한 부자보다 

증가한 부자가 

많았으며, 앞으로도 

금융자산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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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최근 1년간 부동산자산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5.8%, 감소

는 8.0%, 유지는 36.3%로 조사되었다.[그림41] 과반수 이상의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 증가를 경험하였고, 부동산자산이 증가한 부자들의 83.4%가 부동산 가치 

상승을 부동산자산 증가의 원인으로 꼽고 있어 다수 부자들에게 최근 1년간 부

동산은 자산을 증식시켜 준 주요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거주 지역

별, 총자산 규모별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존재한다. 강남3구에 거주하는 부자들

은 71%가 부동산자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타서울(62%), 경기/인천

(52%), 지방(38%) 순으로 증가 응답이 하락하였다. 또한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자산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40] 금융자산 세부 포트폴리오 증가-감소 응답 비율 차이 (단위: %p)

23.3

12.8 11.3 9.5

예적금 현금/
수시입출금

투자/
저축성보험

펀드 신탁/ELS 주식
채권

4.8
1.8 -5.0

[지난 1년간 변화]

27.3

14.5 13.8 14.0

예적금 현금/
수시입출금

투자/
저축성보험

펀드 신탁/ELS 주식 채권

10.3 9.8
6.0

[향후 1년간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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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부동산자산을 증가시키겠다는 의견이 35.5%, 감소시키겠다는 

의견이 5.3%, 유지는 59.3%로 나타났다.[그림42]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정책적 이슈가 다수 발표되었으나, 한국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기대

와 선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1년간 부동산자산에 대한 인식에

서도 총자산 규모별,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총자산이 많을수록, 

강남3구에 거주하는 부자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강남3구에 사는 부자들의 37%가 향후 거주용 부동산 가치가 증가할 것으

로 생각하는데 반해, 강남 외 서울에 사는 부자들은 20%, 지방 부자들은 15%만

이 거주용 부동산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

해 강남 부자들은 강남 주택시장이 향후 1년간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41] 지난 1년간 부동산자산 증가 및 감소 응답 비율  (단위: %)

 증가       감소

[총자산 규모별]

30억원 
미만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이상

40.3

9.7

50.0

4.7

61.3

10.2

73.0

7.9

[전체]

전체

55.8

8.0

[거주 지역별]

강남3구 기타서울 경기/인천 지방

71.0

4.0

62.0

5.0

52.0

7.0

38.0

16.0

[그림42] 향후 1년간 부동산자산 증가 및 감소 응답 비율 (단위: %)

 증가       감소

[총자산 규모별]

30억원 
미만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이상

22.2

2.8

33.6

4.7

43.8

5.8

57.1

7.9

[전체]

전체

35.5

5.3

[거주 지역별 (거주용 부동산)]

강남3구 기타서울 경기/인천 지방

37.0

2.0

20.0

3.0

16.0

5.0
15.0

3.0

지난 1년간 과반수 

이상의 부자들이 

부동산자산 증가를 

경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선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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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 내 부동산 처분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26.5%가 ‘의향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부동산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 부자들은 ‘가장 높은 가격에 처분이 가

능’(24.5%),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19.8%),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18.9%), ‘부동산 수익감소 우려’(16.0%) 등을 처분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그림43] 

향후 1년 후의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25.5%)이 부정 응답

(21.5%)을 상회하고 있으나,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시각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즉, 서울/수도권에서는 긍정 응답(30.7%)이 부정 응답(16.3%)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지방은 긍정 응답(10.0%)이 부정 응답(3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온

도 차이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우 나빠질 것이다’, 또는 ‘매우 좋

아질 것이다’를 선택한 경우가 각각 0.3%에 불과하여, 단기간 내 부동산 시장의 

급변을 예상하는 부자는 거의 없었다.

[그림43] 향후 1년 내 부동산 처분 사유 및 부동산 경기 전망 (단위: %)

[부동산 처분 계획 사유]

 가장 높은 가격 처분 가능      세금 부담

 새로운 자산 투자                부동산 수익 감소

 투자 외 자금 필요                부동산 관리 애로

 증여

[향후 1년간 부동산 경기 전망]

 긍정      유지      부정

전체

서울/
수도권

지방

25.5

30.7

10.0

53.0

53.0

53.0

21.5

16.3

37.0

24.5

19.8

18.9

16.0

9.4
8.5

2.8 

1순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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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한국 부자들은 국내 부동산(29.0%)

을 지난 해에 이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선택하였다. 이어 국내펀드

(14.8%), 국내주식(10.5%)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나, 국내 및 해외 주식

과 같은 직접투자에 대한 기대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간접투자상품인 국내펀드

와 신탁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예적금을 유망

한 투자처로 선택한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미래 경제/투자환경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림44]

[그림44] 향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처  (단위: %)

 2017년         2018년

국내부동산 국내펀드 국내주식 금 등 실물 해외펀드 신탁

32.2
29.0

2.0

14.8

23.4

10.5

6.7 8.0 7.7 7.0

2.7

6.5

투자/저축성 
보험

해외부동산 원화예적금 채권 해외주식 외화예적금

3.5
6.3

3.7
5.5

1.5

5.5
3.0 3.8

9.7

1.8
3.5 

1.5

한국 부자들은  

작년 조사에 이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국내 부동산을 

선택하였으며,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가 더 

유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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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 자산관리 태도와 인식 

02 I 절세 등 세부 금융 니즈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4.8%로 

전년 대비 9.2%p 하락하는 등 한국 부자들은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점차 크게 인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부자 중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 

포트폴리오의 정기적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정보’가 2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세무 상담’, ‘상속/증여 상담’, ‘가업승계 상담’ 등의 전문적 컨설팅 서비스

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했다.

현재의 세금 납부액이 재무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상회하며 세금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절세를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7%로 높아, 절세 니즈가 적극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 부자의 비중이 45%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이용 의향도 전년 대비 상승한 점을 볼 때,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투자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 인식과 
금융 니즈  

Par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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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기금(pension plan)의 자산관리에 대한 연구29에 따르면, ‘자산배분

(asset allocation)’, 즉 특성이 다른 여러 자산에 적절한 비중으로 나누어 투자

했는가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국내 투자 자산군(asset class)별 연간 수익률30을 분석해 

보면, 예금 상품의 금리는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나 특정 시점(2011/2017

년)에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주식의 경우에는 20% 이

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다.[그림45] 따라서 특정 

자산에만 편중된 투자는 위험하며, 목표 수익과 위험에 근거해 다양한 자산으

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니즈가 증대하고 있다.

한국 부자 중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4.8%로 전년 대비 9.2%p 하락했으며,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중도 증가,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점차 크게 인식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46] 이미 한국 부자의 약 60%가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 자

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고품질의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31고 응답한 비율도 70%를 상회한다. 보유자산 

규모별로는 금융자산이 많은 그룹(50억원 이상)이 적은 그룹(10~50억원) 대비 

자산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자산관리서비스 이용률

에서도 금융자산이 많은 그룹(81%)이 적은 그룹(55%)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29  ‘Determinants of Portfolio Performance Ⅱ: An Update’(Brinson et al., 1991)

30  예금(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아파트(KB아파트매매가격지수)/주식(코스피)

31  ‘수수료가 저렴하다면 이용할 의향 있다’ +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적극 이용하겠다’

자산관리 태도와 인식01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4.8%에 

불과,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점차 크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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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산관리 인식과  
금융 니즈  

한 번 자산배분을 통해 포트폴리

오를 구성했다고 해서 자산관리가 끝

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 환경의 변화

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

별 자산들이 각기 다르게 반응하며, 

정해진 수익/위험 목표에 부합하도

록 주기적으로 자산별 투자 비중을 

조정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리밸런

싱(Rebalancing)’이라 한다. 하지만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한국 부자 중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에 불과, 포트폴리오의 정기적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

준이다.[그림47] 하지만 보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

밸런싱 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가 다양한 정보를 분

석, 자산배분 및 리밸런싱 등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

는 추세이다. 실제로 자동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한국 

부자의 비중은 54.7%로 전년(19.0%) 대비 35.7%p나 증가했다.[그림48] 주로 포

트폴리오 설계 정보 등 제시된 결과를 참고(34%)하거나 자산관리 전담직원의 

서비스와 병행하여 활용(18%)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전담직원을 대체하여 활

[그림45] 국내 자산군별 연간 수익률 (단위: %)

 주식        아파트    

 예금        물가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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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자산관리 필요성 인식 (단위: %)

 불필요     보통      필요   

2017년 50억원
미만

2018년 50억원 
이상

14.0 5.44.8
1.6

25.9 34.832.8
21.9

62.5 
76.6 

60.1 59.8 

[금융자산][전체]

[그림47] 주기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단위: %)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하지않음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금융자산
5~10억원

금융자산
10~50억원

금융자상
50억원 이상

93.0

7.0

89.0

11.0

85.9

14.1

한국 부자 중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 

포트폴리오의 

정기적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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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비중은 4.5%로 낮았다. 금융

자산 50억원 이상 보유 부자의 경우 

10~50억원 보유 부자 대비 자동화된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크게 

높은 반면, 전담직원을 대체하여 활

용하는 응답자는 오히려 없었다.

자동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

해 보지 않은 한국 부자 중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9%

로 이용 의향이 없는 50% 대비 크게 낮아, 심리적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

다. 향후 이용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서비스’, 

‘자동화된 시스템의 객관성 신뢰’, ‘간편한 자산관리’ 등을 주 이유로 꼽았으며, 

‘리밸런싱의 자동 실행’, ‘낮은 수수료’ 등의 응답도 포함되었다.[표6]32 반면, 이용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수익성 및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자산관

리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 ‘직원(사람)과의 충분한 상담 필요’ 등의 이유를 제시

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 부족’, ‘세무/법무 등 전문적 서비스 부족’ 등도 

자동화된 자산관리서비스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로 들고 있다.33

[표6] 자동화된 자산관리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있는/없는 이유 (단위: %, 단수응답)

이용의향 있는 이유 응답률 이용의향 없는 이유 응답률

다양한 데이터 활용 30.8 수익성·안정성 미검증 29.1

자동화 시스템 객관성 23.1 자산관리 스스로 실행 16.2

간편한 자산관리 가능 23.1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 14.2

리밸런싱 자동 실행 7.7 정보의 신뢰성 낮음 11.5

수수료가 낮음 7.7 세무 등 서비스 부족 8.8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최대 관심사(1순위)는 ‘부동산 투자정보’가 2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전년(34.9%) 대비 10.2%p 하락했다.[그림49] 1

32  기타 의견: ‘현재 자산관리서비스 충분하지 않음’, ‘직원과의 상담에 부담 없음’ 등

33  기타 의견: ‘현재 자산관리서비스 충분’, ‘투자 가능한 상품 제한적’ 등

[그림48] 자동화된 자산관리 이용 경험  (단위: %)

 이용경험 없음    포트폴리오 설계 정보 등 참고 

 전담직원과 병행 활용     

 전담직원을 대체 활용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46.143.5

32.734.0

15.818.0
4.5

전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29.7

40.6

29.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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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산관리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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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비중(74.5%)이 전

년(72.8%) 대비 증가한 점, 향후 수익률이 높은 유망 투자처로 ‘국내 부동산’을 

응답한 비중(29.0%)이 전년(32.2%) 대비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강력

한 규제 정책 등과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하락했음을 시사하

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

다’에 대한 동의율도 71.8%로 전년 조사(67.1%) 대비 상승한 점도 이러한 인식

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 정보’(24.7%). ‘은퇴/노후 설

계’(17.8%), ‘세무 상담’(9.0%) 등을 꼽았으며, ‘포트폴리오 설계/조정’의 관심도

는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반면, ‘세무 상담’, ‘상속/증여 상담’, ‘가업승계 상담’ 

등의 전문적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했다. 보유자산 규모에 따라

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정보, 은

퇴/노후 설계 등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반면, 세무, 상속/증여, 가

업승계, 법률 등 전문 지식에 기반해 개별 고객별로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49] 자산관리 관심사  (단위: %)

[전체] [금융자산 규모별]
(1+2순위 기준)

환테크/해외투자

법률 상담

가업승계 상담

포트폴리오 
설계/조정

금/예술품 등 
실물투자

은퇴/노후 설계

세무 상담

상속/증여 상담

부동산 투자정보

금융상품/시장 정보

3.0
5.0

5.0
8.0

7.0
11.0

18.0
27.0

9.0
8.0

34.0
30.0

11.0
17.0

42.0
38.0

14.0
14.0

46.0
39.0

3.3
2.5

7.8
2.5

8.5
3.7

33.3
17.8

19.5
9.0

12.3
4.5

5.5
1.8

41.3
26.7

14.0
6.8

45.0
24.7

 1+2순위        

 1순위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유 자산규모가 

클수록 세무, 상속/

증여, 가업승계, 

법률 등 전문 

지식에 기반해 개별 

고객별로 맞춤화된 

솔루션이 제공되는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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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Death)과 세금(Taxes)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말34처럼, 세금 문제는 한국 부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실

제로 현재의 세금 부과율이 너무 높은 수준35이라고 인식하는 한국 부자의 비중

이 61%로 높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중(3.5%)도 전년(10.5%) 대비 7%p 하

락했다. 또한 현재의 세금 납부액이 재무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10.4%p 상승, 세금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그림50] 또한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동의율이 69%로 10~50억원 

보유 부자(59%) 대비 높아, 보유 자산규모가 클수록 세금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부자가 취한 행동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한 것은 ‘보험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31.8%)이었으나, 전년(56.4%)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그림51]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대한 논의 등이 확대되면

서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세

무 관련 상담’(30.3%), ‘외부 세무사와 상담’(30.0%)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절세를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27%로 높아, 절

세 니즈가 적극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 50

억원 이상 보유자는 세무사와의 상담 비중이 금융자산 10~50억원 보유자 대비 

18.2%p 높게 나타나는 등 보유 금융자산이 클수록 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

의 활용 비중이 높은 반면, 주변 지인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획득 비중은 감

34  ‘Jean-Baptiste Leroy에게 보내는 편지’(Benjamin Franklin, 1789)

35  “현재의 세금 납부액은 과도한 수준이다”에 대한 동의 수준(5점 척도)

절세 등 세부 금융 니즈02
현재의 세금 

납부액이 

재무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10.4%p 상승, 

세금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2018 한국 富者 보고서•55 54•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Ⅲ.  자산관리 인식과  
금융 니즈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비중도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세금 혜택을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부자의 경우,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

금(IRP) 등 ‘소득/세액공제 금융상품’의 이용률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비과

세 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55.1%), 투자수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37.8%) 등의 가입률이 높았다. 높은 금리 및 비과세 혜택으로 관심이 높

은 ‘브라질 국채 등 채권’(22.0%)과 2017년 말 분리과세 혜택이 종료되어 절판 

마케팅이 이루어진 ‘하이일드펀드 등 분리과세 펀드’(18.9%)의 활용 비중이 전

년 대비 각각 6.5%p, 7.4%p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고자산가36의 부동산(거주용 부동산 제외) 투자 비중은 16.8% 수준인 

반면,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40%37를 상회한다.[그림52] 이처럼 한

국 부자에게 있어 부동산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핵심 투자자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자산관리도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한 

36  ‘World Wealth Report 2018’(Capgemini), 고자산가를 ‘순자산 1백만달러 이상’으로 정의

37  비교를 위해 총 부동산 보유 금액에서 거주용 주택 제외, 개인별 보유 비중의 평균

[그림50] 세금의 재무적 부담 인식 (단위: %)

 비동의     보통      동의

2017년 50억원
미만

2018년 50억원 
이상

15.2 3.03.3 4.7

34.9
38.136.3 26.6

60.5 68.8 
49.9 58.9 

[금융자산][전체]

[그림51] 금융자산 규모별 절세 행동 (단위: %)

 행동하지 않음          금융상품 가입 

 세무사와 상담          금융기관에서 상담

 지인을 통한 정보      절세 정보 검색

27.1

33.3

27.1

28.6

22.6
19.3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25.0

23.4

45.3

39.1

18.8
15.6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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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한국 부자의 비중이 44.8%로 전년(28.7%)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이용 의향(59.0%)도 전년(53.3%) 대비 상승한 점을 볼 때, 부동산을 포함

한 전체 투자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그림53]

부동산 투자 시 필요 정보로 ‘부동산 시장 예측 정보’(46.5%)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 상세 개발 정보’(25.6%) > ‘부동산 수급 정보’ (17.5%) > 

‘부동산 포트폴리오 설계 정보’(10.4%)의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해와 비교할 때 

‘부동산 시장 예측 정보’와 ‘지역별 상세 개발 정보’의 중요도는 하락한 반면, ‘부

동산 수급 정보’와 ‘부동산 포트폴리오 설계 정보’의 중요도는 상승38, 유망 지역 

부동산에 대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재설계에 대한 관심

이 증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경험률 및 향

후 이용의향 모두 ‘신규 투자 및 매입 상담’보다 ‘보유 부동산 처분 및 매각 상담’

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38  2017년 조사: ‘부동산 시장 예측 정보’(48.1%)/ ‘지역별 상세 개발 정보’(35.8%)/ ‘부동산 수급 정보’(7.8%)/ ‘부

동산 포트폴리오 설계 정보’(7.8%)

[그림52] 자산별 투자 비중 국제비교 (단위: %)

 투자용 부동산       현금/예적금     

 주식/채권            대체투자

글로벌

16.8

27.2

46.6

9.4

한국

41.7

29.7

25.3

3.3

북미

12.4

22.5

54.9

10.2

일본

11.2

44.6

39.3

4.9

유럽

22.9

21.9

44.5

10.7

[그림53]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인식 (단위: %)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이용 의향]

2017년 2018년

46.7 41.0

59.053.3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이용 경험]

2017년 2018년

71.3
55.2

44.8
28.7

금융기관을 통해 

전문적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 부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투자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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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 중 해외 직접투자 의향을 가진 비율은 27.8%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54] 하지만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 중 해외 직

접투자 의향자는 45.3%로 금융자산 10~50억원 보유자 대비 24.4%p 높게 나

타나는 등 보유 자산규모가 클수록 해외 직접투자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이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부자의 투자 의향(30.7%)이 지방 부자

(19.0%)보다 높았다. 

해외투자 선호 국가로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중국에 대한 투

자 선호도가 전년(19.1%) 대비 상승,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회복되

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 선호도(56.6%)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에 대한 선호도는 2015년(9.3%)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

여,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

를 대상으로 한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6.3%로 전년

(20.9%) 대비 14.6%p 급감한 반면, 중국/베트남뿐만 아니라 홍콩/인도/말레이

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에 관심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54] 해외 직접투자 의향 및 선호 국가  (단위: %)

 투자의향 전혀 없음         투자의향 별로 없음         보통         투자의향 있음

[해외투자 시 투자대상 선호 국가]

 25.2 24.3

 8.1  8.1  6.3  4.5  3.6  2.7  2.7  2.7  2.7  2.7

중
국

베
트
남

홍
콩

인
도

미
국

캐
나
다

말
레
이
시
아

일
본

싱
가
폴

러
시
아

스
위
스

호
주

[해외투자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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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32.3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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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

는 한국 부자의 비중이 3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표7] 환위험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국가에 대한 분산 투자 및 환헤지(hedge)39형 금융상품 가입 등 

방어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외화 강세 시 수익 실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환

율 변동에 노출되도록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보유 자산 규모별로는 

금융자산 규모가 큰 그룹(30억원 이상)의 경우 여러 국가에 분산하여 투자하

거나 외화 강세 시 수익을 위해 환율 변화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환위험을 관리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금융자산 규모가 작은 그룹(10~30억원)은 

환위험 관리를 신경쓰지 않거나 환헤지형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관리하는 비

중이 높았다. 

[표7]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 (단위: %)

보유 종목수 전체
금융자산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해 관리 16.8 14.7 22.8

환헤지형 금융상품 가입 7.5 8.4 5.0

외화 강세 시 수익 위해 헤지 안함 19.5 18.4 22.8

관리 비용 발생 때문에 헤지 안함 19.3 18.7 20.8

환율 변동 자체를 신경쓰지 않음 37.0 39.8 28.7

39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 등을 이용해 환율을 고정해 두는 전략

해외자산 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37%로 

높은 수준이며, 

외화 강세 시 수익 

실현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환율 

변동에 노출되도록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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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구의 세전 연소득 평균은 2억3천만원으로 일반가구의 연소득 평균 5,010만원 대비 4.5배 

높았다. 또한 일반가구는 급여/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비중이 88%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부자가구는 ‘재산소득’ 비중이 32%로 높아, 풍부한 실물 및 금융자산을 통해 

다양한 원천의 소득 창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을 통해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46%로 가장 높으며, 보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활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 전부를 사전 증여하겠다’는 비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자산 전부를 사후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감소, 증여자가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사전 증여’를 통해 보다 적합한 시점에 

자산을 이전하려는 니즈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환원

하겠다’는 비중도 전년 대비 7.2%p 증가, 사회 전체를 위해 본인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 부자 중 76%가 ‘가업 승계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평생을 일궈 온 사업체의 승계 문제는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미래 준비와 자산 이전
Part Ⅳ.

01 I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 

02 I 상속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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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균(2011~2016년) 유효 은퇴연령40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남녀 모두 OECD 국가(남성 평균 65.1세/여성 평균 63.6세) 중 가장 높은 수준

이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한국 부자의 은퇴 예상시점은 평균 68.2세로 비은퇴 

일반가구41의 예상 은퇴연령인 66.8세보다 높았고, 이미 은퇴한 부자 또한 67.3

세에 은퇴한 것으로 나타나, 은퇴한 일반가구의 실제 은퇴연령인 62.1세를 상회

했다. 이러한 차이는 부자의 경우 사업체 운영자, 전문직 종사자 등 본인이 은

퇴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

동산 매각을 통해 자신의 은퇴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대업 종사자

의 은퇴 예상연령이 70.8세로 가장 길었고, 사업체 운영자 69.0세, 전문직 종사

자 66.8세, 공직자/경영관리직 64.1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자가구의 세전 연소득 평균은 2억3천만원(중앙값 1.9억원)으로 일

반가구의 연소득 평균 5,010만원(중앙값 4,040만원)42 대비 4.5배 높았다. 또한 

소득 구성의 측면에서 일반가구와 부자가구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가

구는 급여 및 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비중이 88.3%로 매우 높고 부동

산·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의 비중은 4.2%에 불과한 반면, 부자

가구는 ‘재산소득’ 비중이 32.3%로 높았다.[그림55] 또한 총자산 100억원 이상 부

자의 ‘재산소득’ 비중은 약 43%로 총자산 100억원 미만 부자의 30%를 크게 상

회하는 등 보유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재산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

40  OECD, ‘5년동안 일자리를 가지지 않은 상태’를 실질적 은퇴로 정의

4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42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01
부자가구의 세전 

연소득 평균은 

2억3천만원으로 

일반가구의 연소득 

평균 5,010만원의 

4.5배 수준이며, 

재산소득 비중이 

높아 풍부한 실물 

및 금융자산을 통해 

다양한 원천의 소득 

창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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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데, 이는 풍부한 실물 및 금융자산을 통해 다양한 원천의 소득 창출이 가능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 부자는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로 월평균 약 660만원(연 7,920만원, 가구 기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한국 부자의 현재 월평균 소비지출액43의 약 7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아

직 은퇴하지 않은 일반가구의 은퇴 후 월평균 적정 생활비 251만원44에 비해서

는 2.6배 높은 수준이다. 보유 금융자산 및 총자산이 증가할수록 은퇴 후 생활

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식에 부합하며, 연간 가구소득 3억원 이상 부자(

월평균 780만원)와 1억5천만원 미만 부자(월평균 501만원) 부자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소득과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은퇴 후 주거비, 식비 등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주요 소비 항목으로 ‘여행 관련 

비용’이 29.8%로 가장 높아 일상에서 벗어나 노후의 삶을 즐기려는 태도를 엿

볼 수 있으며, 의료비(22.8%), 취미활동비(18.8%), 친목/동호활동비(13.3%) 등

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그림56]

43  세금 등 비소비지출 및 부채상환 비용 등 제외

44  ‘2017 KB골든라이프 보고서’(KB경영연구소, 2017. 12, 20~74세 2,000명 대상)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로 

월평균 약 66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부자의 현재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약 7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순위 

응답

[그림56] 은퇴 후 주요 소비 항목 (단위: %)

주: 주거비/식비 등 기본 생활비 제외

 의료비  외식비     

 여행  취미활동비     

 친목/동호활동비  자녀 지원  

 의류/패션  차량 유지/관리비

22.8

3.3

29.8
18.8

13.3

6.5

1.8

4.0

[그림55] 가구별 소득구성 비교 (단위: %)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일반가구

88.3

4.2
7.5

총자산
 100억원 미만

62.8

30.4

6.8

총자산
100억원 이상

48.8

42.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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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의 경제적 은퇴 준비 방법은 일반인45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

인은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율이 약 53%(1순위 기준)로 다른 준비 방법 대

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부자의 경우 부동산 활용 비중이 일반인 대

비 33.7%p, 주식/펀드 등 직/간접투자는 12.3%p가 높게 나타나는 등 투자자산

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은퇴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57] 보유자산 규모

별로 금융자산 규모가 큰 그룹(50억원 이상)의 부동산(75.0%) 및 직/간접투자

(43.8%)의 활용 비중이 보유자산 규모가 작은 그룹(10~50억원)을 상회, 보다 

적극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해와 비

교해서는 예적금/보험(17.7%→23.0%) 및 사적연금(12.8%→13.6%)을 통한 노

후 자산 준비율(1순위 기준)은 증가한 반면, 공적연금의 활용 비중은 10.0%에서 

6.8%로 감소했다. 은퇴 및 노후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국민연금의 보장기능 

약화’의 응답 비중이 전년 대비 상승(4.7% → 8.0%)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45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 만 20세 이상 2,200명 대상)

[그림57] 경제적 은퇴 준비 방법   (단위: %)

 일반         부자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전체]

(1순위)

[금융자산 규모별]

(1+2+3순위)

10.4
3.1

26.5
17.2

41.1
43.8

44.3
43.8

75.0
75.0

64.0
75.0

4.8
2.5 

52.6
6.8 

0.9
13.2 

13.6
13.5 

20.8
23.0 

7.3
41.0 

부동산

예적금/보험

사적연금

직/간접투자

공적연금

퇴직금/퇴직연금

일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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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율이 

50%를 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부자의 경우 

부동산, 주식/펀드 

등 투자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은퇴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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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구의 연평균 소득 2억3천만원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39.4%)이 현재 연 9천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부자가구의 은

퇴 후 월평균 적정 생활비(660만원)는 근로소득 없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하지만 현재 충분한 자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노후에 안정적 현

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 자산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한국 부자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겠다는 비중

이 45.5%로 가장 높으며,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는 52%까지 증가하는 등 

보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활용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표8] 또한 

금융자산이 많은 그룹(50억원 이상)의 경우 예적금을 통해 은퇴 후 자산을 관리

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보유자산이 적은 그룹(10~50억원) 대비 9.1%p 높은 반

면, 직/간접투자를 통한 관리 의향은 7.3%p 낮아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려는 의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는 60대 이상의 경우 본인들에게 친숙한 부동산을 활용해 노후 자산을 관리하

려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직/간접투자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나타냈다.

[표8] 은퇴 후 자산관리 방법 (단위: %, 1순위 응답)

활용 방법 전체
금융자산 연령대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40대 이하 60대 이상

부동산 45.5 44.3 51.6 39.6 47.1

예적금 20.5 19.0 28.1 22.9 20.0

직/간접투자 17.5 16.7 9.4 19.8 13.6

연금 13.3 14.3 7.8 11.5 12.9

보험 5.3 5.7 3.1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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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자산가 대상의 설문조사46에 따르면, 응답자의 26%만이 다음 세대로

의 자산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놓았으며, 재산을 물려 받은 상속인의 

35%만이 피상속인의 사전 계획 하에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하지

만 상속/증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가 ‘다음 세대가 부를 잘 관리할 것’

이라는 믿음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의 이

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상속자에 대한 교육 및 철학의 대물림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 부자의 경우 상속/증여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

이 24.4%로 전년(17.5%) 대비 증가, 상속/증여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함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58] ‘자산 전부를 사전 증여하겠다’는 비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5.6%→16.5%)한 반면, ‘자산 전부를 사후 상속하겠다’는 비중

(11.3%→8.7%)은 감소했다. 이는 상속 시점(피상속인의 사망)은 임의로 정할 수 

없지만, 증여는 증여자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합한 시점에 자

산을 이전하려는 니즈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비중이 7.2%p 증가하였고,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보유자

는 사회환원 의향이 17.4%에 달해, 전체 사회를 위해 본인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6  ‘Wealth Transfer Report 2017’(RBC, 미국/캐나다/영국의 투자가능자산 50만 달러 이상 보유자 대상 - 응답자의 

평균 투자가능자산 보유액 450만 달러)

상속 및 증여02
‘자산 전부 사전 

증여’ 의향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자산 

전부 사후 상속’ 

의향은 감소, 

증여자가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사전 

증여’를 통해 보다 

적합한 시점에 

자산을 이전하려는 

니즈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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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 중 상속 및 증여 대상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5%로, 자산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그림59] 상속 및 

증여 대상을 결정한 응답자 중 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하겠다고 

응답한 한국 부자의 비중이 84.9%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47.2%, ‘손자녀’ 

22.6%, ‘형제/자매’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

속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10.4%로 전년(0.6%) 대비 크게 증가, 상속/증여 대상 

및 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 갈등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자녀를 상속/증여 대상

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10.6%p 상승,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재

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이전(Generation skipping transfer)’에 대한 선호가 증

가했다. 보유 자산규모가 클수록 자녀, 손자녀 및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증여 

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경우 손

자녀에 대한 상속/증여 의향이 금융자산 10~50억원 부자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상속 및 증여 시 ‘부동산’을 활용하겠다는 의향이 75.3%로 가장 높으나 2015

년 조사(88.8%) 대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부동산의 장기적 투자 매력도

에 대한 의구심이 상속/증여 자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림60] 

또한 ‘현금 및 이에 상응하는 금융상품’(62.9%) > ‘사업체 경영권’(26.8%) > ‘보

험’(19.6%) > ‘부동산신탁’(17.5%) > ‘재산신탁’(11.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 해와 비교할 때, ‘현금 및 이에 상응하는 금융상품’ 및 ‘보험’의 

활용 비중이 각각 17.4%p, 8.7%p 하락한 반면, ‘사업체 경영권’(18.2%p), ‘부동

손자녀를 상속/

증여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림58] 상속 및 증여 계획   (단위: %)

 자산 일부 증여, 일부 상속

 자산 전부 사전 증여

 자산 전부 사후 상속

 일부/전부 사회환원

 아직 생각해보지 않음

41.7 

16.5 
8.7 

24.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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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탁’(12.3%p) 및 ‘재산신탁’(3.6%p)은 상승했다. 특히 가치 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속/증여 시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

운 부동산의 경우 신탁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니즈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자산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부자의 경우 ‘보험’, ‘부동산신탁’, 

‘재산신탁’ 등의 활용 의향이 50억원 미만 보유자 대비 높았다.

개인 및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 부자 중 75.6%가 ‘가업 승계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

다’고 응답할 만큼 평생을 일궈 온 사

업체에 대한 승계는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그림61] 또

한 가업 승계 계획을 가진 응답자 중 

‘자녀에게 승계하겠다’는 의향이 가

장 높으나, ‘승계하지 않고 매각하겠

다’는 의향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2017년 생활용품 전문기업 락

[그림61] 가업 승계 계획 (단위: %)

 자녀에게 승계  전문경영인/임직원 승계

 승계하지 않고 폐업  아직 결정하지 못함

11.8 3.6 

9.0 

75.6 

[그림60] 상속 및 증여 자산유형 
 (단위: %, 복수응답)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동산

76.9 
68.4 

현금/ 
주식/ 
펀드

57.7 

84.2 

사업체 
경영권

26.9 26.3 

보험

19.2 21.1 

부동산 
신탁

16.7 
21.1 

재산 
신탁

10.3
15.8

[그림59] 상속 및 증여 대상 
 (단위: %, 복수응답)

 자녀  배우자    

 손자/손녀  형제/자매     

 사후 법에 따라 상속

 아직 결정하지 못함

금융자산  
50억원 미만

16.38.7
1.9 13.5

40.4

70.2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17.4 8.7
4.3

43.5

34.8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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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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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 등 

세금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2018 한국 富者 보고서•67 66•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Ⅳ. 미래 준비와 자산 이전  

앤락이 대주주 지분을 사모투자펀드(PEF) 매각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중견 가

구업체 까사미아가 신세계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중견 기업의 승계 포기가 증가

하는 추세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업체를 승계하지 않고 매각하겠다는 응답자의 

90%가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을 의향이 없거나 적절한 후계자가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가업 승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등 세금 부담’이 1순위 기준 

33.3%, 1+2+3순위 기준 6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표9] 국내 1위 종

자기술 기업 농우바이오가 창업자 사망 후 1,200억원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

해 2014년 회사를 매각한 사례에서 보듯, 세금 부담은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

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업영위기간 기준 상향 등 ‘가업상속공제제도’ 요

건 강화의 영향으로 ‘가업승계 관련 지원 정책 부족’(25.0%)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가족간의 갈등’(16.7%),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12.5%) 등의 비중이 

높았다.

[표9] 가업 승계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1순위 1+2+3순위

상속/증여세 등 세금 부담 33.3 66.7

가업승계 관련 지원 정책 부족 25.0 58.3

가족간의 갈등 16.7 45.8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12.5 41.7

임직원과의 갈등 8.3 33.3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4.2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