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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Consulting Group partners with leaders 
in business and society to tackle their most 
important challenges and capture their greatest 
opportunities. BCG was the pioneer in business 
strategy when it was founded in 1963. Today, 
we work closely with clients to embrace a 
transformational approach aimed at benefiting 
all stakeholders—empowering organizations to 
grow, build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and drive positive societal impact.

 

Our diverse, global teams bring deep industry and 
functional expertise and a range of perspectives 
that question the status quo and spark change. 
BCG delivers solutions through leading-edge 
management consulting, technology and design, 
and corporate and digital ventures. We work in a 
uniquely collaborative model across the firm and 
throughout all levels of the client organization, 
fueled by the goal of helping our clients thrive and 
enabling them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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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1년 6개월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이전에는 겪지 못한 규범과 충돌하는 여러 일들이 생겼다. 이를 통해 개인

과 기업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되었다. 또한 이런 변화를 겪으며 고객의 근접성, 속도, 효율성의 중요성을 직

접 확인 하게되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이런 교훈들을 자신의 업무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과거 자산관리의 일반적인 모델은 

내부에서 외부를 향해 운영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그 일환으로 그들은 기업

보다는 고객의 시각에 맞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에 따라 고객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니

즈에 따라 고객을 차별화하고 고객행동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즉, 복잡성과 비

용이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과 다기능팀을 활용해 제품의 출시 속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고객들이 그 속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5년 간 개인과 자산관리자(WM)에게  자산시장이 점차 커질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고객 관점을 잘 이해한 자산관리(WM)의 전체 비지니스 모델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의 21번째 연례 글로벌 자산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에서는 ‘자산관리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의 단계별 고객 니즈의 이해’라는 단순한 명제에서 이를 시작한다. 

고객의 자산에서 니즈로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자산관리업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세그먼트들을 찾아

낸 것이다. 이 세그먼트들은 단순한 니즈가 있는 개인들, 새로운 초부유층(UHNWI), ‘유복한(affluent) 은퇴자’ 

시장으로 나뉘며, 이는 현재 90조 달러의 투자가능 자산풀을 의미한다.

인터뷰와 분석, 세부사례를 통해 고객들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들을 제시했다. 이런 예시들은 자산관리업을 하는 금융사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접근방법의 변

화 또는 재고를 고려하는 자산관리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코로나팬데믹은 전세계를 뒤엎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일 중요한 원칙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정말로 중

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자산관리업을 하는 금융사들은 수년간 '고객 중

심'에 대해 말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하며, 함께 더 깊은 논의를 이어나

가길 희망한다.

Anna Zakrzewski

Managing Director and Partner

Global Leader, Weal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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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은 전세계의 부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전세계의 금

융자산은 위축은 커녕 2020년 동안 8.3% 이상 성장

해 역대 최고 수준인 250조달러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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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진화

코로나팬데믹도 막지 못한 2020년 전세계 부의 회복력

BCG가 작년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 코로나팬데믹은 전세계 경제를 세계 2

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했다. 분석가들은 전세계

의 부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

산은 8% 감소했고, 코로나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은 더 심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작년 상황은 예상 밖이었다. 전세계 금융자산은 위축되기는 커녕 

2020년 동안 8.3% 이상 성장해 역대 최고 수준인 250조 달러에 도달했

다. 이 호황의 배경에는 신규저축순증가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지원으로 주

식시장이 활황을 보인 덕이다. 현금 및 예금은 전년대비 10.6% 성장했다. 

이는 20년만에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이다. 시장은 초기 불안을 이겨내며, 

연말에 많은 지표와 주가가 역대최고수준에 도달했다.

넘쳐나는 현금과 강력한 수익률 전망에 힘입어, 사람들은 더 많은 자

금을 주식과 투자펀드에 투자했고 저수익 채권 투자는 감소했는데, 

이는 위기 이전 트렌드가 이어진 것이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더 높은 

수익성을 위해 사모펀드, 사모채권, 부동산 등 대체 투자를 추진했다.

향후 5년은 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된다. 지금부터 2025년까지 부

와 번영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경제회복의 신호가 보이기 때문이

다. 이런 성장세는 자산관리업에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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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HNWI(부유층) 투자가능자산 절대액 및 매출 성장, 
2020-2025

출처: Global Wealth Report 2021; BCG 글로벌 자산 시장 규모 및 벤치마킹 데이터베이스. 

참조: 현지 통화 자산은 모든 시기에 대해 2020 연말 환율로 변환됨.

1 2020-2025 HNWI 투자가능 역내자산 증감 절대액은 통화효과를 제외하고 2020에서 2025까지 HNWI 투자가능 역내자산의 변동액임. 

2 자산관리(WM) 채널은 자산운용서비스를 HNWI고객(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에게 WM을 통해 혹은 유니버셜 은행의 독립부문을 통해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및 사업부문

으로 구성됨. 미국의 경우, 와이어하우스, 신탁은행, 등록 투자 자문업체, 추가로 소규모 WM 공급업체 역시 포함됨.

매출 기회 창출 미래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아시아
의 자산관리(WM) 수익풀은 전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면
서, 향후 5년간 거의 두 배로 성장해 520
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그 핵심 동인은 
바로 자산관리(WM) 침투율 상승이다.

전세계 총 금융자산은 2020년 사상 최고치인 250조달러에 도달했다. 

앞으로 5년 간, 북미 및 아시아(일본 제외)는 절대액 기준으로 최대 금융

자산 창출지역이 될 것이고, 서유럽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보기 1 참조.) 

이들 세개 지역의 금융자산을 합치면 현재와 2025년 사이의 전 세계에

서 증가된 금융자산의 87%를 차지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창출될 것으

로 예상되는 전세계 금융자산 65조달러 중 25조 달러는 북미에서, 22조 

달러는 아시아에서, 10조 달러는 서유럽에서 발생할 것이다. 전세계 나

머지 지역은, 신규 부 창출에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만큼, WM들은 은행과 투자상담사들에

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의 부를 매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오늘

날, 아시아는 WM 침투율이 낮은 수준이다. 북미는 2020년 매출 1500

억 달러를 창출하면서 전세계 총액(2350억 달러)의 약 3분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서유럽은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매출 430

억 달러, 18%), 아시아는 매출 280억 달러(12%)를 기록해 큰 격차로 3

위에 올랐다. 

BCG 모델링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WM의 AuM(운용자산)은 지금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성장률11.6%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략 

10.4%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HNWI(부유층) 고객군 투자가능 역내자산 

성장률을 앞지르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의 대규모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까지, 홍콩은 전세계 최대

규모의 기장금융센터(booking center)가 될 것이다. (‘글로벌 크로스 보

더 자산의 주도권 변화’ 참조.)

HNWI 투자가능 자산증감 절대액, 2020-2025 1 (단위: 1조 달러)

WM 수익증감 절대액, 2020-2025 2 (단위: 10억 달러)

GLOBAL
25.7
87.1

Western Europe
2.4
11.8

North America
13.5
44.7

Latin America
0.4
1.9

Africa
0.1
0.2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0.3
1.5

Oceania
0.3
1.2

Middle East
0.3
0.9

Asia (excluding Japan)
8.0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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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보는 관점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1.

2. 

성장시장은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및 아시아지역(일본 제외)으로 구성된다.

성숙시장은 북미, 서유럽, 일본,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영향으로 자산풀 두 배 성장

금융 자산은 2020년 글로벌 자산에서 250조 달러(52%)를 차지했다. 하

지만 부동산은 이 자산풀의 크기를 약 두 배로 만들었다. 부동산의 영향

으로 전체 글로벌 부의 48%인 235조 달러가 창출되었다.

부동산 부의 집약도는 아시아(일본 제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부동산

이 지역 전체 부의 64%(84조 달러)를 차지하고, 서유럽이 그 뒤를 잇는

다.(55%, 64조 달러). 북미에서는 부동산이 지역 부의 28%만을 차지하

고, 나머지 72%인 111조 달러는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은 성장시장에서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63%).1성숙시

장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2성숙시장에서는 금융자산이 전체 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이는 후술할 여러 요인들 때문이다. 먼저, 

성숙국가에서는 금융시장이 잘 확립돼 있어 개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부유한 개인들이 현금, 예금, 주식 및 유동 자산을 보유하도록 

장려하는 안정적인 통화가 있다. 이런 요인들이 부족한 성장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물리적 시장에 자산을 더 많이 투자한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금융 포용성 증가와 자본시장 선진화 증가로 

인해 성장시장의 부의 구성은 변화할 것이다. 그 예로, 아시아에서 금융

자산 성장은 부동산 성장률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7.9% 대 6.7%). 특

히 투자 펀드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금융자산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성

장률이 11.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 투자에 대한 대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431

예금의 기록적 성장

+6.8%

+10.6%

+11.5%강력한 자본시장

견고한 부동산 시장

2020 시장 규모에 대한
핵심 분석내용

조 달러
총 순자산

조 달러

금융자산

조 달러

HNWI 투자가능 자산

조 달러

투자가능 자산

총 순자산= 금융자산 + 부동산 – 채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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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자산 배분 상당한 격차 존재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 (단위:1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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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20 2025

–41 –53 –67

183 250 315

312 431

+6.7% +4.8%

544

170 235 296

Global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현금 및 예금/ 채권, 주식, 투자펀드주식/ 생명

보험 및 연금/ 기타 소규모 자산종류로 구성됨

부동산

부동산은 부동산(개인소유 토지 등), 소비 내구재, 귀중

품(시세로 평가되는 비통화적 금 및 기타 금속 등)으로 

구성됨

부채

부채에는 신용카드 대출, 모기지 대출, 기타 장단기 대출

이 포함됨 

실현되지 않은 기회를 나타내는 부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53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시장은 금융 자산과 비

슷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WM에게 매력적이며 개척의 필요성을 가진 

영역이다. HNWI(부유층)과 UHNWI(초부유층)은 9조 4천억 달러의 부

채를 전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WM은 이 대출 중 41%만을 서비스

하고 있다. 나머지 5조 6천억 달러는 도소매 은행, 보험사 그 외 기타 대

출업체가 관리중이다.

부채 시장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을 고수하는 WM들은 상당한 잠재적 매

출을 놓칠 수 있다. 대출 상품들은 성장률이 매력적일 뿐 아니라 예금이

나 투자자산보다 마진 압박에 대해 더 탄력적이었다. WM은 HNWI와 

UHNWI 자산 점유율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우위를 이미 갖

고 있다. 친밀하고 장기간 지속된 고객관계, 특화된 전문성, 고유한 대

출 상품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WM이 정말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신용리스크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전문화하고, 대출을 전통적인 

은행서비스(예금계좌, 신용카드, 당좌대월 등)와 결합한다. 또한 롬바드

(Lombard)대출 및 구조화대출 등의 상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재무제표 계획 및 상품 설계에 통합된 관점을 적용하고, 신용 

승인 프로세스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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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8.3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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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136.0

+7.2% +4.4%

168.4

32.5 43.7 53.8

북미 2015 2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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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8%

28.7

11.8 12.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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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1

+10.3% +7.1%

5.8

1.5 2.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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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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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3.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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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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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63.8 71.8

서유럽아시아 
(일본제외)

–7.0 –13.5 –21.1

29.2 46.8 68.4

74.1 116.9

+9.5% +6.8%

162.7

51.9 83.6 115.4

2015 2020 20252015 2020 2025

중동

–0.6 –0.8 –1.1

3.5 4.8 6.3

7.7 11.1

+7.7% +6.4%

15.1

4.8 7.1 10.0

중남미

–0.8 –1.1 –1.4

3.9 5.7 8.0

8.0 12.9

+10.0% +7.8%

18.8

4.9 8.3 12.2

오세아니아

–1.6 –2.0 –2.4

3.8 5.3 7.1

7.7 10.4

+6.1% +4.5%

12.9

5.5 7.1 8.2

금
융
자
산

금
융
자
산

금
융
자
산

부
동
산

부
동
산

부
동
산

부
채

부
채

부
채

출처: Global Wealth Report 2021; BCG 글로벌 자산 규모 및 벤치마킹 데이터베이스.

참조: 현지 통화 자산은 모든 시기에 대해 2020 연말 환율로 변환됨. 금융자산은 조 단위로 SNA 2008 보고 기준을 따름. 2015-2000기간과 2020-2025 기간의 성장률은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반올림으로 인해 전체 총계가 개별항목의 총합이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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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WI(부유층)과 UHNWI(초부유층)의 투자가능 자산과 자산운용 수익

자산운용 관련금액 (I)
HNWI(부유층)과 UHNWI(초부유층)의 자산, WM 침투율

자산, 2020년

(단위:1조달러)

성장 절대액, 

2020-2025년

(단위:1조달러)

자산운용률, 

2020년 (%)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FROM TOTAL HNWI+ INVESTABLE WEALTH TO WEALTH MANAGEMENT REVENUES

 
Wealth management stake (I)

HNWI+ investable wealth and wealth managers’ penetration
Wealth management stake (II)

Wealth managers’ revenues on HNWI

중남미

1.9

3.2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1.5

2.7

중동

0.9

1.7

북미

44.7

149.7

아시아
(일본제외)

24.1

27.7

서유럽

11.8

43.1

일본

0.8

4.3

오세아니아

1.2

2.0

아프리카

0.2

0.3

WM penetration 2020 (%)

2020 ($trillions)

Absolute growth 2020–2025 ($trillions)
2020 ($billions)

Absolute growth 2020–2025 ($billions)

$trillions 
HNWI investable wealth

$trillions 
Investable wealth

141

$trillions 
Wealth managers’ AuM

34

76

$trillions
Financial wealth

250

중남미

0.4

0.8

58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0.3

0.7

47

중동

0.3

0.7

37

북미

13.5

47.2

44

아시아
(일본제외)

8.0

12.4

39

서유럽

2.4

10.3

63

일본

0.4

3.0

26

오세아니아

0.3

0.8

43

아프리카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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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관련금액(II)
HNWI(부유층)과 UHNWI(초부유층)의 자산관리(WM) 수익

자산, 2020년 

(단위:10억달러)

성장 절대액, 

2020-2025년 

(단위:10억달러)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FROM TOTAL HNWI+ INVESTABLE WEALTH TO WEALTH MANAGEMENT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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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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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6

오세아니아

0.3

0.8

43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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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제도와 맨 섬US

싱가폴홍콩

스위스

2020년 순위

스위스

홍콩

싱가폴

미국

채널 제도와 맨 섬

아랍에미리트

영국

룩셈브르크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1.

2.

3.

4.

5.

6.

7.

8.

9.

10.

홍콩

스위스

싱가폴

미국

아랍에미리트

채널 제도와 맨 섬

영국

룩셈브르크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2025년 순위

2.4

2.1

UAE

0.5

0.5

CAGR, 2020–2025 (%)

크로스보더 
자산 의존률(%)

크로스보더 자산의 
최대 출처지역

CAGR, 2020–2025 (%)

크로스보더 
자산 의존률(%)

크로스보더 자산의 
최대 출처지역

CAGR, 2020–2025 (%)

크로스보더 
자산 의존률(%)

크로스보더 자산의 
최대 출처지역

CAGR, 2020–2025 (%)

크로스보더 
자산 의존률(%)

크로스보더 자산의 
최대 출처지역

3

59

서유럽

0.40.4 0.3 0.2

리히텐슈타인모나코영국 본토룩셈브르크

3

80

서유럽

2

>90

서유럽

2

>90

서유럽

4

10

서유럽

9

49

아시아

5

66

중동

9

70

아시아

7

1.5

중남미

2

>90

서유렵

0.9

1.2

글로벌 크로스보더 금융센터 주도권 변화

선도 글로벌 크로스보더 
금융센터 

스위스는 2020년 최대규모의 크로스보더 기장 금융센터였다. 하지만 

홍콩은 중국 본토에서의 유입을 통해 2025년까지 AuM이 연평균 8.5% 

성장해 자그마치 3조 2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규모 기

준으로 2023년 선두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기 참조.)

크로스보더 금융센터 자산, 2020 
(단위: 1조달러)

출처: Global Wealth Report 2021; BCG 글로벌 자산 시장 규모 및 벤치마킹 데

이터베이스.

참조: 크로스보더 자산은 자산보유자의 거주지 관할권과 다른 별도의 관할지역에

서 관리되는 금융자산으로 정의됨. 모든 달러수치는 미 달러화를 나타냄.

12025년 세계 10대 크로스보더 금융센터가 키프로스(Cyprus)라고 예상되지만, 리

히텐슈타인 (Liechtenstein)이 고개기반의 지리적 다양성이 크고 글로벌 지위가 있

으므로 2025년 순위차트에서 이를 리히텐스타인으로 대체함. 

향후 5년간, 싱가포르는 규모 면에서 3대 기장 센터를 유지할 것이다. 또

한, AuM이 연평균 9.1%로 성장해 2025년까지 1조 9000억 달러로 전

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센터가 될 것이다. 이런 급상승은 투자자

들이 정치 및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홍콩을 우회하는 것과, 대

만과 같은 조달시장의 급속히 성장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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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제도와 맨 섬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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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크로스보더 AuM이 이 기간동안 연평균 6.9% 성장해 2025

년 1조 30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중남미는 첨단 투자역량을 추구하는 

개인들과 투자자친화적인 환경에 힘입어, 이 성장의 72%를 담당할 것이

다. 미국의 크로스보더 자산성장의 추가 18%는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는 3.2% 정도의 무난한 AuM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이 지역의 감소세는 성

장 시장으로부터의 유입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다. 새로운 성장

시장의 흐름은 2020년 스위스의 크로스보더 AuM의 59%를 차지했고, 

2025년까지 61%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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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WM)는 아직 개발되지 않

은 거대한 시장이다. 복잡하지 않은 

투자 니즈, 다소 제한된 금융지식, 

10만에서 300만 달러의 금융자산

을 보유한 개인들로 구성돼 있다.

16



BOSTON CONSULTING GROUP

간편 니즈
세그먼트 

자산관리자들은 자산이 100만 달러 이하인 단순한 니즈를 가진 고객층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자산은 소매 상품에 비해서는 크지만 고액

순자산 등급의 주의를 끌기에는 작기 때문이다. 이 세그먼트의 상위그룹인 

100만에서 300만 달러의 자산보유층은 동일하게 표준화된 상품들을 제

안하는 RM(고객관계 매니저)들의 공세에 시달린다. 그 결과는 낮은 수준의 

개인맞춤화와 ‘열광’ 요인이 없는 지루한 고객 경험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차원의 보상 규모

출처: BCG 글로벌 자산시장 규모 및 벤치마킹 데이터베이스 2021; BCG 니즈 기반 어플루언트 세그멘테이션 2020. 

이는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편 니즈 세그먼트에 해당

되는 3억 3100만명의 개인들이 보유한 투자가능 자산은 59조 달러이며, 

글로벌 자산 수익풀에 1180억 달러를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이들

의 자산풀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그먼트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고객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효율성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비즈니

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331

고객 3억 3100만 명

CAGR, 2020–2025
3.2%

59

투자가능 자산 59조 달러 

CAGR, 2020–2025
4.1%

118

수익 풀 1180억 달러

CAGR, 2020–202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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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형
‘나는 혼자 충분히 잘 투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충실한 대리인형
‘나는 내 투자를 관리해 줄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고 싶다.’

~20% X세대 (~35-50세)

~10% 밀레니엄 세대 (35세 미만)

~70% 베이비붐 세대(~51-70세)

열렬한 신규진입형
‘나는 내 돈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모르겠다.’

안전지향 투자형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물가
인상률정도의 수익률이다.’

테마주 선택형
‘나는 기술을 좋아하니, 내 포트폴리오에 
기술주를 추가한다.’

바쁜 현금보유형
“투자는 하고 싶지만 
정말 시간이 없다.’

 

투자자산이 거의 없는 
~30%에서 50%의 고객들

투자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20%에서 40%의 고객들

많은 자산을 투자한 
~10%에서 30%의 고객들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오랫동안 파괴적 혁신의 도구였던 디지털화는 포용과 경기 부양의 원천

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WM들은 비용효율적이고 확장가능한 방

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 디지털 자산관리모델에는 5개의 핵

심요소가 있다.

첨단기술 덕분에 RM들은 수많은 고객들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부한 프로필 데이터에 접근해, 개인별 맞춤형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행동 분석학을 통해 어떤 고객들이 기술 트렌드나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고객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

하는 것을 즐기는지, 그들이 원하는 접촉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

다. 디지털 툴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부터 고객접근활동에 이르는 모든 

것을 자동화할 것이고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엔드투엔드 셀프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 잠재력은 매우 높다.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통해 

잠재고객발굴, 상향판매, 고객유지가 개선되어 RM들이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소비자시장에서, 테스코

(Tesco)는 임산부의 출산일을 거의 정확히 예측해 고객접근과 상품제안

을 맞춤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급 분석기술 덕분에 WM들은 니즈를 

예측하고 고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상품을 배치할 수 있다. 

많은 고객들은 깊이 있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투자에 

장애물이 된다. 사람들은 본인의 자산에 대한 위험 회피 성향이 있다. 또

한 낯선 용어와 기술언어들 또한 위협적일 수 있다. (보기 2 참조.) 숫자

RM 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증가하면서, 그들은 고객들에게 신뢰할 만

한 조언자가 되기 위해 새로운 지식 습득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엔드투

엔드 맞춤형 경험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변화들

을 통해 훨씬 더 큰 고객 포트폴리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

와 순추천지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강력한 RM이 만들어질 것이다.

과감하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관리 모델

분석기술과 디지털 툴을 일상의 어려운 업

무에 사용하게 되면, RM들은 남은 시간을 

전문 상담 및 고객 관리에 할애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RM들은 고객의 디지털 

전환 과정의 핵심내용을 지원하고, 고객 라

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횟수

는 적지만 더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에 집중

할 것이다.

출처: 본 분석에 사용된 연령 세분화는 Spectrem Group

이 미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어플루언트 설문조사 결과를 

BCG가 정교화한 결과임

강력한 RM(Relationship Manager)

맥락에 따른 이해가능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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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고객 주요 불만 5가지요소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에 대한 고객의 반응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기초적으

로 보이는 수익률 등의 금융용어가 다른 이들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WM들은 비

금융용어와 시각적 보조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인터랙티브 도표, 인

스턴트 피드, 게이미피케이션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인다. 이

런 콘텐츠는 WM의 디지털 플랫폼과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서드파

티 사이트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WM은 ‘투자 맥락

의 대출’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팟캐스트나 동영상 튜토리얼 

시리즈의 링크를 첨부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판매 전환

을 촉진할 수 있다. 금융 지식의 디지털화와 설명이 RM에게만 이루어진

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RM의 기술과 시간할당은 운

영모델의 한계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스마트한 경험 설계

기술지표들로 가득한 복잡한 대시보드 대신, WM 리더들은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접근법을 채택해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

으로 제시한다. 또한 풀다운(pull-down)과 인터랙티브 처리를 사용해 고

급 콘텐츠 탐색을 별도의 사용하기 간편한 섹션으로 세분화한다. 예를 들

어, 로빈후드(Robinhood)앱의 홈페이지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계좌잔액

과 계좌관련 뉴스 한 토막을 게시한다. 사용자들은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

겨 다양한 기간 기준의 계좌실적을 볼 수 있으며 스크롤을 내리면 보유주

와 개별 주식의 실적을 보다 상세히 볼 수 있다. 또한, WM들은 포트폴리

오 대시보드와 시뮬레이션 툴이 쉽게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

객은 이를 이용해 매달 투자액을 조금 더 늘리면 퇴직일을 앞당길 수 있

는지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투자 결과물의 가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사회, 정부(ESG)투자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WM들은 고객 포트폴리오 전체의 탄소 발자국 등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

단순한 가격결정방식

투명성에 대한 이와 유사한 약속이 가격결정 측면에서도 추진되어야 한

다. WM이 과거에는 복잡한 가격 결정구조에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고객

들은 숨겨진 수수료에 대해 불편해했다. 따라서 고객 신뢰도를 형성하고 

규제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기관들은 자산기반 가격결정법(AuM당 bp 

방식 등)과 구독료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 가격결정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100만 달러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

는 WM은 고객 맞춤 정도와 제공되는 조언의 정도를 반영해 가격을 등급

화하는 구독기반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 구독 기반 가격결정법은 시장에

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이런 가격 결정법은 WM들에게 있어 

수익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금융 용어 이해 부족 

‘나는 내 담당자가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벤치마크, ETF, 발행업체?’

Christine 

과도한 상품 복잡성

‘투자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쉽다면 투자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인지적 

과부하가 너무 크다’ 
Natalia

비용 투명성 부족 

‘한 마디만 하자면, 일년동안 추가된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수수료를 

보는 것이 짜증난다.’
Fred

일반화 부족 

‘투자 전문가는 여전히 예전 방식이지만 나는 아니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상품을 끊임없이 

추천하고 있다.’ 
Martina

적극적인 경험 부족 

‘상담조언을 구하러 전화를 할 때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나를 지원하는 

담당자는 유능한 것 같지 않다.’ 

Ozge

19



GLOBAL WEALTH 2021: WHEN CLIENTS TAKE THE LEAD 20

보기 3. 프라이빗 뱅킹에 대한 접근성 민주화

‘고액(haute)’ 투자에 대한 민주적 접근

사모펀드, 헷지펀드, 벤처 캐피탈은 오랫동안 기관투자자들과 매우 부유

한 개인들의 전유물이었다. 증권담보대출과 테마투자 역시 마찬가지이

다. 혁신적인 WM들은 간편 니즈 고객들이 이 투자 카테고리에 대해 참

여할 수 있게, 즉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정상적으로 최소 수백만 달러의 지분을 요구하는 하는 IPO사전 

투자를 개별 수요를 집계해 매스 자산(mass wealth)고객들에게 훨씬 더 

적은 투자금으로 판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제관련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s)와의 연결, 사모펀드 거래 협상, 헷지펀드 투자 마스터 

클래스 등 여러 HNWI 와 UHNWI 제공 서비스 역시 축소되어 간편 니즈 

세그먼트의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덧

붙여, WM들은 이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교한 금융상품을 제시하고 앞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학습

논리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보기 3 참조.)

WM들이 계속해서 주로 일임(discretionary) 투자모델을 통해 대부분의 

WM들은 이 고객들에게 개별 주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아도, 디지

털화 덕분에 서비스 비용문제를 만들지 않고 더 큰 포트폴리오 맞춤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발전으로 인해 일임투자와 자문

투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모델은 확실히 파괴적이며 동시에 간편 니즈 

고객 세그먼트를 위한 미래의 방식이다. WM들은 기술 선도기업들을 벤

치마킹해 승리할 수 있는데, 고객 피드백을 반영하고 혁신을 신속히 추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평균 전세계 WM 고객기반

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세그먼트 하위그룹 사람들(투자가능 자

차세대 매스마켓(mass-market) 상품에 대한 견해 (전체 목록은 아님)

기술기업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성공하기

산 100만달러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입이 엄청날 것이다. 그 예로 몇몇 핀테크들은 불과 

수 년만에 2000만의 고객기반을 구축했다. 이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는 

WM들은 간편 니즈 고객들로 인한 수익풀이 자그마치 40%에서 50%가

량 급등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강력한 디지털 모델로 인해 시가총액

이 상승해, WM들은 기술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가치평가배수를 달성

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코인베이스(Coinbase)는 5000만 이상의 유료고

고객맞춤형 투자일임

기술을 이용해 고객 목표에 적합한 더욱 
정교한 포트폴리오 관리 실현.

대안 투자

소규모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종류의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부동산

투자 차원의 대출

기술을 이용해 롬바드 대출 및 
담보투자를 소규모 투자자에게 제공

IPO 전 주식

주식이 공개주식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의 비공개 판매에 접근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전문가 의견;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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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니즈 고객세그먼트를 위한 
미래의 운영모델

새로운 성공의 모습: 디지털을 이용해 새로운 세그먼트 사로잡기.

객을 인수해 불과 7년 만에 6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했다. 간편 니

즈 세그먼트를 위해 WM들이 추진하는 기술개선은 비즈니스의 다른 영

역에서도 보상이 되어 더 높은 자산 등급 세그먼트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

스비용을 개선한다. ‘간편’니즈라는 명칭과는 달리 이 세그먼트는 WM들

에게 전위적인 사상이며 디지털 혁신의 실험실이 될 것이다.

소규모로 시작해 빠르게 움직여라

WM들은 ‘구축-측정-학습(build-measure-learn)’ 모델을 도입해 최소

기능제품을 만들고, 이를 최대한 빨리 출시해, 빠른 주기로 이를 테스트

하고 정제해야 한다. 캐나다 핀테크 기업인 웰스심플(Wealthsimple)은 

그 예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고객 피드백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기

반으로 개발일정을 단축했다. 결과적으로, 웰스심플은 수수료 없는 거

래 및 암호 거래를 플랫폼에 구축한 최초의 기업들 중 하나가 됐다. 또

한 P2P 자금이체, 포트폴리오 재조정 자동화, 투자절세솔루션(tax-loss 

harvesting) 등 인기있는 기능들을 전통적인 출시 주기보다 훨씬 더 빨

리 겨우 수개월 내로 출시했다.

WM들은 근본적인 디지털 실행 요소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용이성, 강력한 분석기술 인프라, 다각화된 기술 스

택, 미가공 고객 정보를 우수한 인사이트와 실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

량의 다기능 팀 등이 포함된다. (‘간편 니즈 고객세그먼트를 위한 미래의 

운영모델’ 참조.)

 

WM들은 프론트오피스를 상품 팀과 백오피스와 구분짓는 인위적인 분

리를 강화하지 않고, 협업적인 다기능 팀 구성을 기본 업무방식으로 운영

하는 원뱅크(one-bank) 접근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운영모델은 실험

을 지원하고 기관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혁신을 시장에서 실현하도록 해 

준다. 역할과 책임의 종류는 진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RM은 더 이상 판

매자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계팀을 지원해 고객의 

목소리를 개발프로세스에 반영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개발하고, 상

품 특징과 제공내용에 대해 자문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들이 새로운 핵심성

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 단계는 매

우 중요하며 단순히 기존 성과지표를 정비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WM들은 협업적 팀 구성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모델로 성

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안된 변화관리 및 교육 접근법

에 투자해야 한다. 

인재에 대한 요구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영업, 상품, 기술, 리스크, 운

영역량의 일반적인 조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WM들은 데이터 마이닝

과 분석기술, 고객중심 설계, 애자일 실행 등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

이다. 이런 역량이 광범위한 시장에서 수요가 높아질 것을 감안해, WM

들은 채용 및 유지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해 자체 인력 내에

서 인재를 양성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베스트프랙티스를 적용해야 한다. 

출처: BCG 글로벌 자산 시장 규모 및 벤치마킹 데이터베이스 2021; 

BCG 니즈기반 어플루언트 세그멘텐이션 2020.

1
대규모 초 개인맞춤화

2
강력한 RM

3
맥락에 따른 

소화가능한 학습

4
가격결정 및 
보고 단순성

5
UHNWI 오퍼링 축소

디지털을 이용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 비용 

15–30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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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고객 확보, 활성화, 유지의 8가지 핵심 동인

고객 확보, 활성화, 유지의 기술 숙달

기술 선도기업들은 대규모 충성 고객기반을 구축, 활성화, 유지하는 것

이 네트워크 효과 창출에 핵심임을 인식했다. 그 중에서도 고객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임을 알고 있다. 플랫폼 도입율을 증가시키

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6배 정도 더 소

요된다. 간편 니즈 고객들(및 기타 모든 세그먼트)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

해, WM들은 확보, 활성화, 유지에 필요한 확실한 동인들에 집중해야 한

다. (보기 4 참조.)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키우면 고객 도달범위를 넓힐 수 있

다. 몇몇 WM들은 특히 젊은 인구층에서의 목표 세그먼트에 대한 즉각적

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이트에서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차세대 마케팅 및 판매전략 수용

디지털화를 통해 WM은 리드(lead) 생성에서 요건분석과 판매전환에 이

르기까지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다. (보기 5 참조.) 

예를 들어, 리드생성 분야에서, WM은 더 광범위한 외부데이터를 취합함

으로써 잠재적 목표고객을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분

석기술은 온라인 부동산시장의 정보를 샅샅이 검토해 매물로 나와 있는 

고급 부동산과 같은 공개된 촉발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공개기록을 통해 

누가 현재 주택보유자인지 알 수 있고 WM에게 가시적인 리드를 제공한

다. 법률 사무소 및 기타 전문 서비스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풀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결혼 혹은 이혼

을 겪는 등 중요한 삶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프리미엄 콘텐츠 마케팅 사전출시
예) 눈에 띄는 개인 금융 블로그를

제작해 홍보효과 창출

행동 투자 넛지(nudge)
예) ‘테니스에서 친구를 이길 때마다 
X달러 투자’ 와 같이 고객들의 자체 

투자규칙 설정 허용

기업 그룹과 파트너십
예) 파트너 기업 직원들에게

CFA 전문가 자문서비스
할인 제공

모바일 뱅킹 관계 활용
예) 고객의 온라인 뱅킹
주요 페이지에 스마트폰

팝업과 배너 설치

무료 고품질 툴
예) 무료 신용등급 계산기를

제공해 트래픽 유도

상식의 틀을 깨는
추천 프로그램

예) 고객들이 친구를 등록할 때
대기과정 생략 가능

소셜 미디어 마케팅
예) 인플루언서들이

투자 경험에 대해 공유

고객 재무상황 개선을 축하
예) 고객이 특정 AuM 기준

도달시 캐시백 지급

22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CB Insights 2021;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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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2020년대 자산운용 마케팅 및 판매전략

이런 정보는 WM이 수요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

떤 개인이 이혼소송 중인 것을 안다면 WM은 위자료지급의 효과를 상

쇄하기 위해 고안된 재무관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료 등 관련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고객대응 활동의 대부분은 자동화가 가능하다.

WM은 디지털 툴을 이용해 리드를 검토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예로, 골드만 삭스 개인자산관리(Goldman Sachs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는 잠재고객들이 판매전 검색 프로세스의 일환

으로 풀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퀴즈 시리즈를 만들었다. 행동과학을 적

용한 이 퀴즈들은 고객들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스스로의 재무적 미

래에 대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을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고객관계가 시작되

기 전에 암시적 가치를 만들고 잠재고객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열린 태도를 갖도록 해 준다. 

선도 WM들은 판매전환 관행 또한 개선하고 있다. 그 예로, 몇몇 WM들

은 판매홍보활동(sales pitch)에 집중하고 고객 온보딩(onboarding)을 

지원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개발 오피스를 구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전담그룹을 조직하면 WM들은 매출을 증진하고, RM들은 여유시간

이 생겨 판매 전후의 콘텐츠 대화, 전문가 상담, 고객관리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은 리드 스코어링 자동화, 마케팅 자동화 

제품군, 고객관리 툴 처럼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 앞으로 몇 년간 자산

관리(WM)가 간편 니즈 세그먼트를 취급하

는 방식은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게

임의 승리는 가장 빠르게 가장 매력적인 디

지털 자산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속도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이

다.

더욱 풍부한 라이프이벤트 트리거

(기존 고객을 위한 계좌 통합 등)

조율을 개선해 수요창출 경로 최적화 (데이터 레이어, 자동화된 리드 스코어링, 마케팅 자동화 스윗, CRM툴 및 접근법, 영업 및 마케팅 피드백 루프)

수요 육성리드 파악 리드 검증 및 제공 판매 전환

수요센터 중심

판매 중심

핵심 트리거 포인트에서 

새로운 리드/연락처를 위한 

외부 데이터 출처

마케팅 툴킷을 확장해 실행가능한 리드 

및 연락처 확보

(디지털 마케팅 등)

추천 여정, 의 단순화/디지털화, 

게이미피케이션/인센티브 

RM/어드바이저 대책

대시보드 및 CRM 툴

판매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 오피스

최적화된 고객 온보딩 

판매후전환

판매전 고객 검색 툴킷(재무관련 

사고방식, 목표, 트레이드오프)

중앙 집중화된 업무 설정을 위한

수요 센터

(내부판매, 디지털 채널)

RM/어드바이저 매칭 역량

오퍼링을 연결해 참여/최초 

구매(콘텐츠 혹은 상품) 유도

개인맞춤화되고 자동화된 

수요 육성 여정

(콘텐츠 중심)

출처: BCG Global Wealth Report 2021; BCG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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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연간 성장률 13%가 지속된다

면, 2029년 중국은 UHNWI(초부유

층)세그먼트 자산의 전 세계 최고 금

액인 10조 4000억 달러의 출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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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초부유층 세그먼트
2020년, 전세계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초부유층 세그먼트로 분류됐다. 

이는 이 세그먼트의 10년 상승세의 결과로, 특히 2015년 이후 9%의 연간

성장률을 보였다. 총금융자산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초부

유층 세그먼트에는 현재 6만 명 이상이 해당되며 투자자산 총 22조 달러, 

전세계 총 투자자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성장률 급등과 함께 자산집중분야, 자산생성방식, 자산보유자에 있어

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미국은 UHNWI 집중도에 있어 최고의 위치를 지켜

왔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2020년 대 말이면 미국

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연간성장률 13%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2029년까지 전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UHNWI(초부유층) 세그먼트 자산 10조 4000억 달러의 

출처가 될 것이다. 미국이 그 뒤를 바짝 뒤쫓으며 2029년까지 투자가능 자

산 총 9조 900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두 강대국을 제외하고, 다른 10개의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기

회를 제시할 것이다. (보기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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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 고성장 시장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WM은 부의 출처와 같

은 지역적 차이점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는 대부분의 초부유층이 1세대인데 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1, 2, 3세대 초

부유층 세그먼트가 혼합돼 있다. 미국 초부유층의 3분의 2이상은 자수성가

한 사람들인 것에 비해, 유럽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이 모든 초부유층 세그먼

트 자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구통계학적으로도 변화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최

상위 자산 등급에 진입했다. 여전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현재 여성은 전체 

초부유층의 약 12%를 차지하며, 이들 대다수는 미국, 독일, 중국에 거주하

는 여성들이다.

초부유층 세그먼트가 WM에게 바라는 것 역시 변화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

나 대체 자산종류 노출과 같이 몇 년 전에는 우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상

품 및 서비스 제공이 현재는 진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서비스는 고객니

즈에 적합하도록 고도로 차별화되어야 하며 옴니채널 접근 및 풍부한 디지

털 기능은 이제 표준이 됐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WM들

은 새로운 상품과 디지털 프론티어를 모색해야 한다.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은 다음 성장의 물결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차세대가 내일의 초부유층 고객이다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차세대 세그먼트는 미래 성장의 영향력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20세에서 50세의 연령층인 이 세그먼트에는 현재 젊

은 UHNWI,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HNWI, 상속이나 청

산을 통해 인생을 바꿀만한 자산을 축적할 사람들이 포함된다. 전체적

으로, 차세대는 투자기간이 더 길고, 리스크 선호도가 더 크다. 또한 종

종 자산을 이용해 탄탄한 수익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끼치

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차세대들이 원하는 바는 세대 내에서도 다양

하며 개별 프로필과 라이프스타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차세대를 만나

보자’ 참조.) 하지만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여러 주

제들을 찾아냈다.

보기 6. 12대 UHNWI 시장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참조: UHNWI = ultra high net worth individual(초고액순자산보유자), 총 금융자산 1억 달러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한다. 모든 달러 금액은 미 달러화로 표현된다.

UHNW투자가능 자산 (단위:1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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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는 금융에 대해 믹스앤매치 접근법을 선호한다

차세대는 자산관리의 여러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찾아보는것에 익숙하

며, 주식종목 선택처럼 스스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활동에 대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독점적인 

기회, 특수 대출, 투자 전문성 등 WM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와 기능이다. 그 예로는 고부가가치 대체 투자, 거래 기회, 사모발행, 맞춤

형 신용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사업가인 경우 부모의 주식보유분을 담보

로 스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세차세대는 투자자문가가 심층적인 지식을
갖추기를 원한다

차세대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심지어 가장 이름있는 은행의 RM들조차

도 미팅에서 보여주는 프리젠테이션이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차

세대는 이 점을 인터뷰 내내 반복해서 거론했으며, 이는 사실 오랫동안 

많은 자산가 고객들에게 들어온 내용이다. 하지만 WM들은 아직도 변

한 것이 없다!

차세대는 부모처럼 취급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지만 많은 은행들이 이 세대차에 적응하지 못

하고 있다. WM들이 차세대 세그먼트의 니즈, 가치, 기대를 충족하고자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과 접근법을 새롭게 해야 한다. 

UHNW투자가능 자산 (단위:1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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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를 만나보자(글로벌 고객 사례)

자산관리(WM)에 대한 태도 및 관계

내 WM은 내가 졸업할 때 연락이 왔는데, 그 시기는 완벽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한다. (왓츠앱(Whatsapp)과 격주 콜을 통해) 기사를 

공유하고 비상장기업의 경영요소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공해준다. 

나는 WM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WM에 대한 태도 및 관계

예전에는 WM의 가치를 몰랐다. ‘왜 나만큼 일을 잘할 지 알 수도 없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RM이 내가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을 해 준다면 아웃소싱을 할 의사가 있다.

불만사항

WM이 나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면 불쾌하다. 내 친

구들 몇몇이 토로하는 또다른 불만은 아마 그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 나이의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다.

불만사항

내가 종종 보는 판매권유 내용들은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대체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겠는가?

충족되지 않은 니즈

ESG와 결합한 비공개시장 접근성을 원한다. 나는 실질적이고 눈에 보

이는 영향을 원하는데 이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할 때만 가능하다. (주식 

바구니에 ESG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너무 연관성이 떨어진다.)

충족되지 않은 니즈

나는 독점 비즈니스 딜이 있는 더 많은 비공개 직접 시장 및 대안 투자

를 원한다. 단순히 주식구매를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내지는 않을 것이

다.

이상적인 투자자문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과 나이차가 적은 것(15년 이하)이 중요하다. 또

한 나와 잘 통하고 시간을 들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을 원한

다.

이상적인 투자자문가

나에게 이상적인 투자상담가는 경험이 매우 많은 사람이다. 잘 차려 입

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

에 나오는 사람처럼 정말로 똑똑하고 괴짜같은 사람을 원한다.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

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기술적인 투자 스킬을 설명해주는 세션에 참석하고 싶다. 

가격은 중요한 의사결정요인은 아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

내가 돈을 벌 때만 회사도 돈을 벌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돈을 쓰는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 

LR(고객) 

22세, 가족 사업의 벤처기업에서 근무중. 유럽에

거주중이며 경쟁 스포츠를 즐김.

JD(고객) 

34세의 전직 사업가에서 전문 투자자로 전향함

자수성가한 초부유층 세그먼트로

여자친구와 텍사스 거주중.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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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에 대한 태도 및 관계

WM 업체와 아무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어리고 부모님이 기업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WM에 대한 태도 및 관계

내 회사는 골드만(Goldman)을 통해 자금을 운용했었고, 나는 자금을 이

동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필

요하지 않고, 내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RM에게 비용을 지불하

기 때문이다.

불만사항

누군가 나에게 투자만을 위해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다. 나는 내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흥미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스위스 

은행에서 20대들을 모아 1주일 동안 투자에 대해 교육한 적이 있다.

불만사항

수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나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내용은 꽤 평범했고, 

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족되지 않은 니즈

나는 장기적이고 꼼꼼한 접근법을 찾고 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충족되지 않은 니즈

나는 엔젤 혹은 VC 투자처럼 독특한 기회에 좀 더 접근해보고 싶다. 특

히 DIY 접근법을 선호한다. 나는 자산운용사가 나보다 주식종목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로빈후드(Robinhood)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상적인 투자자문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RM은 매우 믿을 수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다. 

관리능력과 전문성 역시 중요하다.

이상적인 투자자문가

‘B급 선수들’이 자산운용분야로 들어간다. 인재에 대한 공급이 매우 부

족하다. 나는 이들이 시장 실적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나는 ‘왜 헷지펀드에서 일하지 않나

요?’ 라고 물을 것이다.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

나는 우리의 인센티브가 서로 일치하고 자문가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행

동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

업무에 충실하라. 그 부분이 내가 돈을 내고 있는 영역이며, 나는 궁극적

으로 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살펴보고 있다.

PB(고객) 

27세로 가족기업에서 일함.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고 철학에 관심이 많음.

AB(고객) 

38세의 사업가로 유럽에서 자라고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중. 코미디와 워터스포츠를 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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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7. WM이 초부유층 고객을 대할 때 저지르는 7가지 치명적 실수

초부유층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은 모든 은행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

지만 적절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

다. WM들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 고객니즈 

전체를 관리하는 조율자의 역할을 하거나, 주요 고객관계를 포기한다 할

지라도 경쟁 우위가 있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해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다.

초부유층 세그먼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7가지 치명
적 실수를 경계하라

두 접근 모두 막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WM들

이 7가지 공통적인 실수를 피해야 한다. (보기 7 참조.) 최고 실적기업

들은 앞으로 5년 간 다음의 방식으로  열광 요인(wow factor)을 실행

할 것이다.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전문가 의견; UHNWI 인터뷰

참조: UHNWI는 총금융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로 정의됨.

6. 전적으로 인간적인 접근 
하이터치(high-touch) 
개인적 관리 중요시해 
디지털화 간과함

1. 세그먼테이션 실패 
모든 초부유층 고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핵심 자문가와 
게이트키퍼 간과

2. 거래 위주 고객활동
상품판매를 위해서만 고객에게 
연락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계 실패

3. 개별 RM 사일로화
은행 서비스 오퍼링을 
극대화해 사일로화로 
이어짐

4. 상품 중심 고객활동
고객에게 상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품 오퍼링에 
고객을 맞추려고 함

5. RM주도 대응형 결정
초부유층 고객과 관련해 
분석기술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보다 직관 선호

7. 차세대의 충성도 가정
차세대 상속자들이
자동으로 머무를 것이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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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테이션 실패

초부유층 고객은 각기 다른 니즈와 원하는 바를 갖고 있지만 많

은 WM들이 이들을 동일한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하고 초부유

층을 담당하는 핵심 투자 자문가, 게이트키퍼, 담당직원들을 고

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맞춤형 니즈 기반 세그멘테이션 

최고의 WM들은 개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팀을 포함시킨다. 

WM 리더들은 고객지갑이 아니라 니즈에 따라 고객접근방식과 

제공내용을 차별화한다. 가족의 가치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고 

초부유층이 선호하는 빈도, 형식, 채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방

식을 조정한다.

이런 상호작용은 고객 지원 네트워크로 확대되어 이 네트워크

에 핵심인물들이 포함되게 하고 적절한 WM 자원에 대한 직접

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WM은 초부유층 고

객 담당 투자 상담사를 최고의 투자은행 전문가와 연결시켜줄 

수 있다.

상호작용 기반 경험

사소한 순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도WM들은 모든 만남에서 

훌륭하게 행동한다.

우수한 WM들은 서비스 품질을 우연에 맡기기보다는 고객 여정

을 확인하고 신용 신청 등 각 단계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

려한다. 계좌개설소요 일수처럼 우수성의 공통표준을 정의하고 

초부유층고객 전담 영업인력의 효과성 지표를 도입한다. 

최고의 WM들은 실행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중요한 순간에 

움직이고 모든 상호작용에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원뱅킹 경험 제공

앞서 나가는 WM들은 초부유층 고객들 만큼이나 국경을 없애

려고 노력한다.

초부유층이 복잡한 니즈를 가진 글로벌 시민임을 인지하고, 최

고의 WM들은 원뱅크 경험을 제공한다. 내부 조율을 특히 중요

시해 전세계의 RM들이 고객 프로필 정보를 이용해 전문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장에서 고객들이 기본정보

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우선계좌개설 및 신속신용승인과 같은 

주요기능이 실행되도록 한다.

거래 위주 고객활동

일부 WM들은 매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거래기회가 발생할 

때만 고객에게 연락을 하고 고객의 여정을 완성하는 데 있어 필

요한 니즈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 결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고 고객들은 더 많이 실망하게 된다.

RM의 사일로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전문성을 제공하려는 좋은 의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조직의 사일로화 문제

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별RM들의 섬, 서비스 

격차, 최적이 아닌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양할 것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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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솔루션

우수한 기업들은 고개의 니즈에서 부터 출발해 개별화된 솔루

션을 만들어낸다.

혁신적인 WM은 하나의 캠페인을 모든 초부유층 고객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고객 중심성을 실현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ESG에 관심이 있다면, 그 RM은 이 고객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

는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제안을 구성한다. 

이런 WM들은 실적 지표를 그들의 고객중심주의를 반영해 조

정한다. 성장목표를 캠페인이 아니라 솔루션과 연계하고 고객 

만족도를 선행 지표로 삼는다.

고객이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니즈를 예측

최고의 WM은 강력한 데이터 및 분석기술을 주축으로, 고객들

에게 기쁨을 주고 보상으로 연결되는 선제적인 권고안을 제공

한다. 

이 앞선 기업들은 탄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전문 알고리즘에 투자해 판매계획을 지원한다. 고급 분

석기술을 통해 시장 트리거를 찾아내어 차입금을 증가할 필요

가 있는 고객을 찾아낼 수 있다. 기업 매각과 같은 또다른 지

표를 통해 어던 고객들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인사이트을 통해 WM은 시기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다. 고객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능력은 강력한 우위

가 되어RM들이 지갑점유율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오버인덱싱

(overindexing)을 피하면서 고객에게 전체적인 투자조언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상품 중심 고객활동

많은 WM들이 특정 오퍼링을 중심으로 판매를 구성하기 때문

에, 고객에 상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고객을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RM 중심 대응형 결정

WM들은 그들의 수 년간의 경험과 직관을 지침으로 삼아, 초부

유층고객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

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험도 확실히 그 가치가 있지만, 직감

은 필요한 사실 기반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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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디지털의 장점을 결합한 바이오닉 접근법

최고의 WM은 디지털 플랫폼과 앱에 투자해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 채널에서 인적 상호작용을 디지털로 지원한다. 

이런 투자로 인해 WM은 기본 기능이 우수하게 되고 여기서 나

아가 고객들에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한 눈에 파악하는 기능

과 인터랙티브 모델링 등과 같은 디지털 기능을 제공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는 고객들이 왓츠앱(WhatsApp)과 

위챗(WeChat)을 통해 WM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앱

은 셀프서비스와 직접 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반응형 설

계를 통해 고객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

다. 이 디지털 툴은 인적 상호작용을 도와 고객들이 적절한 정

보와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차세대의 충성도 확보 

럭셔리 브랜드 선도기업들처럼, 혁신 WM들은 고유한 연결고

리를 형성하고 평생 유지되는 관계를 구축한다.

관계구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도 WM들은 빨리 시작

해 그들의 고객활동을 차세대의 연령대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조정한다. 예를 들어 신생 아시아 기업가를 다른 아시아 및 글

로벌 리더들이 주최하는 창립자 행사에 초대하는 등이다. 지속

적으로 활동을 조정해 나가면서, WM은 젊은 초부유층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한다.

전적인 인적 접근법

많은 WM이 하이터치(high-touch) 모델은 인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믿어 디지털 툴과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게 된다. 

차세대의 충성도 가정

일부 WM은 차세대가 자동으로 가족의 현재 WM을 유지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위험한 가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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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체들은 고객들의 자산 축

적기간 동안 가장 활발하게 고객들을 

상대하지만. 고객들이 은퇴 중후반 

단계에 접어들면 이런 상호작용은 점

점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로 인

해 많은 퇴직자들이 그 니즈가 가장 

많은 시기에 자산은 풍족하지만 자문

은 부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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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큐뮬레이션
(Decumulation): 퇴직자
들과 자산관리자들(WM)
에게 황금같은 기회
마리사(Marisa)는 73세의 시카고 토박이로 변호사로서 성공적으로 살아오

다 8년 전 은퇴했다. 총자산규모는 200만 달러가 약간 넘어 스스로 재정적

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각 수십만 달러의 유산

을 남겨주고 싶다. 그녀와 지금은 고인이 된 그녀의 남편은 은퇴를 계획할 

당시 재무상담가와 지속적인 상담을 해왔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금이 부

족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은퇴를 했을 때, 마리사

의 자산의 대부분은 그녀의 주택지분과 변호사로 일하는 기간 동안 저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온 것이었다. 마리사는 보수적인 성격이라 일하

는 기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은퇴초기에도 지출에 신중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자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어났고, 마리사

는 그녀가 불필요하게 아끼며 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게 됐다. 그녀는 프

랑스에서 회화 코스를 들을 만큼 여유가 있을까? 유산상속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녀들에게 지금 자금지원을 해야 하나? 재정적인 것 외에 다른 라이

프스타일에 대한 걱정도 있다. 최근 무릎을 다쳐 늘 가던 체육관을 가지 못

하고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은퇴 전에는 그

녀의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고 생산적으로 만들 것인가

에 대해 재무 상담가와 여러 번 인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거의 2년 

동안 담당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이제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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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단 마리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그녀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

르게 성장하는 인구집단 중의 하나이다. 바로 퇴직자들이다. 2050년까

지 세계적으로 15억의 사람들, 즉 전세계 인구 약 6명 중 1명이 65세 이

상이 될 것이다. 이는 현재 은퇴자 인구의 두 배가 되는 규모로 어마어마

한 부의 원천이 된다.

현재 이 연령대에 속하는 개인들은 WM이 접근가능한 29조 3000억 달

러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이 수치는 7%에 가까운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이며 즉 전세계 WM들은 2025년까지 41조 

1000억 달러에 가까운 금융자산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기 8 참조)

이런 규모의 자산풀은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디큐뮬레

이션은 WM과의 관계가 끝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마리사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WM과의 상호작용은 고객들이 은퇴 중후반 단계에 접어

들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로 인해 많은 퇴직자들이 그 니즈

가 가장 복잡한 시기에 자산은 풍족하지만 자문은 부족하게 된다

바쁘게 돌아가는 직장생활 중에, 은퇴에 대한 비전을 세우거나 여러 단

계별로 수반되는 재정적, 비재무적 문제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디큐뮬레이션 딜레마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황금기가 그 시기에 수반되는 변화들로 인해 큰 

기회인 동시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어플루언트 및 HNWI 하위 그룹(자산 25만에서 500만 달러)

의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다. 최소 65세 이상인 이 세그먼트의 사람들은 

WM이 접근 가능한 10조3000억 달러(전체 퇴직자산의 35%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WM매출 137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은 특

히 디큐뮬레이션 단계에서 조언의 부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풍부한 

자산 덕분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동시에 세금과 부동산계획부터 더 

폭넓은 인생계획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난다. 종종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할 만한 믿을 만한 출구가 거의 없다. 그나

마 가능한 출구라면 회계사와 부동산 변호사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며 그 결과는 실망스

러운 경우가 많다.

확정기여형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복잡성이 더욱 커진다.(‘범유럽 개인연

금상품 마침내 출시’ 참조.) 은퇴자들은 특히 연금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막대한 퇴직금을 막상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WM들은 어플루언트와 HNWI 하위 그룹 퇴직자들

이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몇 요인들로 인해 WM들이 디큐뮬레이션 기간에 이 

보기 8. 퇴직자산 구성

2020년과 2025년 퇴직자산 및 65세 이상 인구(단위:1조달러)

출처: BCG 시장 규모; World Bank; OECD.

참조: 퇴직자산은 대출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사람들이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으로 정의됨. 정부연금 추정치는 OECD의 GDP 대비 연간 연금지출, 글로벌 GDP, 미국과 OECD의 

평균 적립 기간 등을 기반으로 함. HNWI = high net worth individuals. 모든 달러 수치는 미 달러화로 표현됨.

세계

일본

서유럽

북미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일본 제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총 금융자산 대비 접근가능 
은퇴자산 비중, 2020(%)

어플루언트와 HNWI하위그룹 보유
퇴직 자산, 2020 1

42
.4

총 접근가능 퇴직자산 비중

2020 접근가능 퇴직자산

10조 3000억 달러

35%

65세 이상 인구 7억2200만명

29.3 41.1

8억4600만명

3.9

25.4

4.8
4.0
4.2

Retirement assets and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n 2020 and 2025 ($trillions)

35.9

5.2

+7.0%

12

12

12

10

7

6

5

3

22

13

2020 2025

확정기여형 생명보험 확정급여 생명보험정부연금현금, 주식, 채권및기타투자

총 

퇴
직
자
산

접
근
불
가 

자
산

접
근
가
능 

자
산

접
근
가
능 

자
산

36



BOSTON CONSULTING GROUP

만약 마리사가 은퇴 1년 전에 그녀와 WM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되짚어 

보고, 우려사항을 확인하고 그녀의 은퇴여정의 모든 단계별 우선순위에 

투자전문가가 제안하고 디지털로 실행하는
디큐뮬레이션 모델 도입

세그먼트의 전체 퇴직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하

나는 비용이다. WM들은 전통적으로 은퇴관련 노력을 더 높은 자산 카테

고리의 고객들에게 집중해왔다. 이 더욱 부유한 고객들은 자산을 상당부

분 소비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부가 이어

질 가능성이 높고 남아있는 자산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퇴직 니

즈를 충족하기 위한 높은 비용을 상쇄해 주는 요소가 된다.

퇴직자들에 대한 조언의 미흡은 또한 이 산업이 고객의 자산축적 니즈

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재무 상담가들은 보통 고

객자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심지어 디큐뮬레이션 단계에서조차, 물

리적인 인센티브가 있다. 또한 은퇴고객들의 재무질문은 예를 들어, 세

금 영향을 높이기 위한 자산 축소처럼 복잡할 뿐 아니라, 비재무적 니즈 

역시 공동체 의식을 찾는 것이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이든 까

다로운 경우가 많다.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미팅을 했다면 마리사가 지금 얼마나 다르게 

느낄지 상상해 보자. 이 WM은 그녀의 계정들을 취합해 이 모든 의견을 

태블릿에 저장하고, 이 내용을 고객 분석기술 엔진에 입력할 것이다. 후

속 상담에서, 올인원 대시보드를 사용해 담당자는 마리사에게 그녀의 자

산포트폴리오의 개요를 제시하고 잠재적인 디큐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설

명할 것이다. 이 모델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근간은 마리사를 돕는 것 뿐 

아니라 WM의 주요 골칫거리를 해결해 줄 것이다. 바로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의 고객들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확장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업데

이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간단해 지는 것이다.

이 은퇴계획을 최소 일년에 한 번 검토함으로써 이 담당자는 마리사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그에 따라 디큐뮬레이션 속도를 수정할 수 있

도록 해 줄 것이다.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마리사는 믿을만한 자문을 얻

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녀의 재무상담가는 인생의 코치로서의 역할

을 하면서 그녀가 돈 뿐 아니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할 

수도 있다. 

1  어플루언트와 HNWI하위그룹은 금융자산 25만에서 500만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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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변화하는 우려사항들

자산 운용사는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동인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준비

은퇴 전환기

은퇴 중후반

자발적 기여 
‘나는 내 은퇴목표를 고려해 내 투자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투자 수단 
‘확정기여형을 통해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재무적

수입 안정성 및 지출 
‘현재 생활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 지출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니즈의 우선순위결정 
‘내 확정기여형 연금을 사용하는 
최적 시퀀싱 전략은 무엇인가?’

재무적

비재무적

직업은 곧 가치의 개념 
‘나는 은퇴할 수 없다, 내 고객들은 내가 필요하다’

동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보조직원과 15년을 일했는데, 
파트너가 없이 일하면 이상할 것이다’

체력 저하 
‘열정은 있지만,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목적의식

통제력

공동체 의식

비재무적

직업 대신 할 일 찾기 
‘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나는 하루 종일
TV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사교 모임 축소 
‘나에게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다’

능력 이상의 케어 계획 
‘생활보조시설에 가게 될 까 두렵다’

목적의식

통제력

공동체 의식

목적의식

통제력

공동체 의식

3

잔여자산 목표 
‘내 자산 중 얼마나 내가 사용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남겨 주어야 하는가?’ 

‘필요하다면 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감당할 여유가 있는가?’

수입 안정성 및 소비 

재무적

비재무적

유산에 대한 고려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나의 유산은 무엇이 될것인가?’

파트너 상실 
‘아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에 대한 통제력 
‘내 아들들이 유산을 두고 
싸울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싫다.’

디지털을 활용한 자문가들의 도움으로 고객 능력 강화

디큐뮬레이션 단계에 적합하게 스코어카드 조정

1

은퇴에 대한 독특하고 광범위한 고객 니즈 해결5

은퇴전문가와 연결 제공

2

3

4

2

1

재무 비재무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자산 축적단계에서 성공을 위한 토대 마련

퇴직과 관련한 독특하고 광범위한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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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변화하는 우려사항들

자산 운용사는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동인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준비

은퇴 전환기

은퇴 중후반

자발적 기여 
‘나는 내 은퇴목표를 고려해 내 투자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투자 수단 
‘확정기여형을 통해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재무적

수입 안정성 및 지출 
‘현재 생활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 지출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니즈의 우선순위결정 
‘내 확정기여형 연금을 사용하는 
최적 시퀀싱 전략은 무엇인가?’

재무적

비재무적

직업은 곧 가치의 개념 
‘나는 은퇴할 수 없다, 내 고객들은 내가 필요하다’

동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보조직원과 15년을 일했는데, 
파트너가 없이 일하면 이상할 것이다’

체력 저하 
‘열정은 있지만,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목적의식

통제력

공동체 의식

비재무적

직업 대신 할 일 찾기 
‘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나는 하루 종일
TV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사교 모임 축소 
‘나에게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다’

능력 이상의 케어 계획 
‘생활보조시설에 가게 될 까 두렵다’

목적의식

통제력

공동체 의식

목적의식

통제력

공동체 의식

3

잔여자산 목표 
‘내 자산 중 얼마나 내가 사용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남겨 주어야 하는가?’ 

‘필요하다면 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감당할 여유가 있는가?’

수입 안정성 및 소비 

재무적

비재무적

유산에 대한 고려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나의 유산은 무엇이 될것인가?’

파트너 상실 
‘아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에 대한 통제력 
‘내 아들들이 유산을 두고 
싸울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싫다.’

디지털을 활용한 자문가들의 도움으로 고객 능력 강화

디큐뮬레이션 단계에 적합하게 스코어카드 조정

1

은퇴에 대한 독특하고 광범위한 고객 니즈 해결5

은퇴전문가와 연결 제공

2

3

4

2

1

재무 비재무 출처: BCG Global Wealth 2021.

자산 축적단계에서 성공을 위한 토대 마련

39



GLOBAL WEALTH 2021: WHEN CLIENTS TAKE THE LEAD 

디큐뮬레이션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5가지 방식

마리사와 같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WM들이 5

가지 상호연관된 대책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자산 축적 단계에서 성공을 위한 토대 마련

WM들에게는 매력적인 ‘미개발영역(whitespace)’ 기회가 있다. 고용주

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이 미래 퇴직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금들은 퇴직저축을 비개인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

드는 경향이 있다. 현명한 WM들은 퇴직연금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하

고, 한창 일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방법을 찾아

냄으로써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 재무교육기회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 행사를 주관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

으로, WM들은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재무관리영역을 넘어 신뢰할 수 있

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2. 디지털을 활용한 자문가들의 도움으로 고객 능력 강화

WM들은 디큐뮬레이션 계획, 교차판매, 서비스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객들에게 작성-혹은 

무시-용 서식을 보내기보다, 고객들과 함께 마주 앉아 직접 계좌 통합관

리를 하는 WM들은 5배 더 높은 도입율로 그 보답을 받을 것이다. 첨단 

모델링 툴과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의 도움으로, WM들은 일반적으로 생

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개인맞춤화된 내용을 갖춘 종

합 디큐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생성해 낼 수 있다. 이 모델에는 모든 고

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금융미래를 제공해 주기 위한 세금 시뮬레이션과 

상속계획처럼 표준화된 고가치 요인들이 통합될 수 있다.

3. 은퇴 분야 전문가와 지속적인 접근성 제공

공유되는 전문가 팀을 통해 상담가들이 비용효과적으로 전문적인 분야

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상담가들은 이 전문가들과 고

객을 대신해 상담하고 고객들이 필요한 경우 이 ‘씽크탱크’에 접근하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가족들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고객이라면 그 질문들을 상속관련 자문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WM이 이런 지식에 쉽게 접근가능하는 것은 그들의 은퇴계획 서

비스를 다른 일반적인 대안들에 비해 차별화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된다.

4. 디큐뮬레이션 단계에 적합하게 스코어카드 조정

WM들은 전통적으로 고객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수익이 늘고 

성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제로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자문가들은 디큐

뮬레이션보다는 축적 단계의 고객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된다. 

5. 광범위한 은퇴니즈 해결

WM들은 퇴직으로 가는 주요관문이 되어, 고객들이 재무적 솔루션을 넘

어서 확장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고령자 중심 사교

클럽, 자선단체 혹은 퇴직자 커뮤니티 등과 협력해 고객들이 더 깊은 공

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WM들은 핵심 

주제영역에 대해 사내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문 상담사

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퇴직자들에게는 그들의 관심분야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함으로써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사회에 기여하

고 싶어하는 퇴직자들은 참여하거나 기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선단체

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퇴직자들이 목적의식, 공동체 

의식, 통제력을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WM들은 고객 도입률을 높이고 

은퇴여정의 각 단계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WM들은 인센티브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자산, 매출과 이익과 같은 정략적인 지표에

서 벗어나 디큐뮬레이션 단계에 있는 고객들

을 위해 고객 만족도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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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럽 개인연금 상품
마침내 출시

유럽연합은 단일실체이지만 여러 다양한 연금시스템을 갖춘 실체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부과식(pay-as-you-go)연금 재원조달

이 부적합해짐에 따라, EU에서는 다가오는 퇴직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

보충 연금 제도는 분명히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지원, 직원지원, 보충연금제도의 3대 축을 혼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보충 연금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개인들이 저

축을 직접 통제하고 보장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제도가 불투명하고,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유연성이 부족

해 예를 들어, 독일에서 남프랑스로 이사한 사람은 기존의 보충 연금제도

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PEPP(Pan-European Pension Plan): 범유럽연금제도)는 이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승인하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채택한 PEPP는 임의 개인연

금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투명성. PEPP 규정은 상품, 비용, 수수료에 대해 주요정보문서와

연간 연금급여명세서(pension benefits statement)의 형태로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한다. 

2. 자문 제공 의무화. 개인이 정보를 토대로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연금제공업체는 개인맞춤화된 PEPP 추천안을 제공해야 한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가장 적절한 지급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언해야 한다. 

이런 자문은 두 단계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3. 낮은 수수료. 자문을 포함해 전체 서비스에 대한 총 수수료는 축적된

연간 자본의 100bp로 제한된다. 

4. 이동성. 유럽연합 내에서 이동할 경우 PEPP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공업체 변경도 가능하다.

5. 세금공제. 회원국들이 세금 인센티브를 설정하겠지만, PEPP는

EU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금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6. 지급 유연성. PEPP 가입자들은 연금, 일시불, 정기인출, 혹은 이런

옵션들의 혼합 등 다양한 형태 중 원하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PEPP는 WM에게 큰 기회가 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지

털 오퍼링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연금제도는 막대한 시장(고용예상인원 

EU에서 2억3000만 명 이상), 단일 상품, 강력한 게이트웨이 오퍼링을 

창출할 것이며, WM들은 이를 디큐뮬레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해 고

객관계와 매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U가 PEPP를 강력히 지지하

고 대부분의 가입국에서 세금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아 고객유치비용 역

시 낮아질 것이다.

첫 번째 PEPP상품은 2022년 초 출시예정으로, 기관들이 이 시장을 공

략하고자 한다면 지금 투자해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는 WM들은 보험사

들이 연금비즈니스에서 물러나고 PEPP를 통해 매력적인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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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은행과 자문기관들은 수 년동안 고객주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러

나 대다수는 아직 그들의 이전 방식을 고수하며 고객을 화수분처럼 생각하

고 있다. 이제, 이 관점을 뒤집어 생각해 볼줄 안다면, WM들은 그동안 놓쳤

던 수익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업무방식을 쇄신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디지털화해 다기능 팀을 구성해

야 한다. 또한 역할, 성과측정, 인센티브를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운영모

델을 수정해 고객을 중심에 두고 프로세스와 업무방식을 완전히 변경하는 

기업들이라면 앞으로 5년을 전례없는 번영의 시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2



BOSTON CONSULTING GROUP

방법론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개인자산 지표를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명명

했다. 

• 리테일(Retail): 0 – 25만 달러

• 어플루언트(Affluents): 25만 달러 -100만 달러

• HNWI 하위그룹 l(Lower end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 I): 100만 달러 – 500만 달러

• HNWI 하위그룹 ll(Lower end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 II): 500만 달러 – 2000만 달러

• HNWI 상위그룹(Upper end of HNWI): 2000만 달러 – 1억 달러

• UHNWI(Ultra high net worth individuals): 1억 달러 이상

올해는 개인 자산총액이 10만달러에서 300만 달러이며 자산관리 니

즈가 복잡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 일명 ‘간편 니즈 세그먼트(simple-

needs segment)’ 라는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산은 글로벌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에 따라 중앙은행 혹은 동등 기관이 인정한 시장 및 자산종류 별로 수집

한 총 성인 거주인구의 개인자산을 의미한다. 금융자산, 부동산, 혹은 부

채에 대해 통합통계자료가 없는 시장의 경우에는, SNA와 일치하는 시장

별 대용물(proxy)을 이용해 상향 분석을 실시했다. 이 대용물은 중앙은

행 혹은 동등 기관을 출처로 한다.  

개인 자산예측은 과거의 자산상승지표에 대해 고정 패널 다중회귀분석

을 이용하고 이 패턴을 예측지표가치에 적용해 개별 하위자산등급 수준

에서 실시했다. 미래 상황에 대해 가장 가능성 높은 예측을 기본 시나리

오로 하고 호황일 경우와 불황일 경우 역시 예측했다. 과거와 미래의 모

든 시기에 대해 공식 데이터의 지표가치를 활용했고, 필요한 경우 현지시

장 전문지식과 예측을 토대로 미래 가치를 조정했다.

크로스보더 자산을 총자산의 일부로 포함시켰으며 국가 금융통화당국,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CG 프로젝트 관

련 출판물 등 다양한 데이터 출처의 삼각측량방식을 토대로 이를 계산

했다. 크로스보더 자산의 성장은 순유출입, 기존 크로스보더자산의 평가 

및 실적, 금융센터 간의 기존 크로스보더 자산의 이동에 대한 가정을 기

초로 예측했다.

자산분포에 대한 데이터는 시장별 성인 거주 인구를 기반으로 하며 계

량경제학 모델을 이용해 부유층 목록 등 공개 자산분포데이터의 다양한 

출처를 통합한 내용을 기초로 한다. 자산세그먼트의 성장률은 일정기간

동안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면서 세그먼트에 진입하고 이탈한 개인들의 

이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하 세그먼트의 마이너스 성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부유해져서 더 높은 자산 세그먼트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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