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100년 대기업처럼…
2050 자금관리 전략을 세워라!
100년 생존한 대기업은 핵심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앞서 대응했다. 이는 결국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투자
했다는 의미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문화의 흐름에 따라 돈의 흐
름도 변한다. 10년 전에 커피숍을 내거나 커피를 수입하는 사업
을 하거나 하다못해 스타벅스 주식에 투자했더라도 큰돈을 벌었
을 것이다. 문화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하고 조금만 더
그 분야에 대응하면 100년 자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100년 자금 마련을 위한 연령별 대응법은?
개인도 100년 생존을 위해 대기업처럼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
는 것. 20대까지는 본인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키워
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사회초년생 때 결정된 연봉이 크게 바뀌
지 않는다. 초기 연봉이 높아야 투자를 위한 자본을 빨리 마련할
“짧게 벌어 오래 산다.”

수 있다. 투자 자본을 마련하면 후천적 금수저가 될 가능성이 커

너무 많이 들어 엄마의 잔소리 같은 말이다. 그런데 번 돈을 어떻

진다.

게 관리하고 불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30대부터 40대까진 확장의 시기다. 쌓아놓은 자본을 활용하기

100년 자금,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까? 대기업 경영전략처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문화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사업을 하

럼 운영한다면 100년 자금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던 주식에 투자하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100년 자금 운용
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참고로 이 시기에는 삶의 안전자산 마련이 필수다. 자금이 많이

◆ 현실적인 100년 자금 운용법은?

쌓이지 않았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질병에 노출되면, 투자자금

돈 잘 버는 대기업의 전략을 개인으로 풀어보자. 개인이 돈을 잘

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100년 자금 운

벌려면 차별화되든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몸값이 올라

용은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종신

간다. 자신이라는 상품을 더 비싸게 팔아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차

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으로 확장을 위한 투자금 손실이 없도록

별화나 전문성이 있어야 돈을 더 잘 번다는 것.

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 사업은 사실 자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50대 이후엔 확장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대기업처럼 자리 잡고

는 장치산업이다.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있는 분야를 장악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 흐름을 파악해 변화

은 대부분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치 않다. 초기에 자본금만 들어

를 준비해야 한다.

갈 뿐. 차별화나 전문성이 있으면 이 자본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
다. 즉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결국, 100년 자금운용의 첫발은

요컨대 100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20대는 전문성을 ▲30대

몸값을 올려 더 빨리 자본을 쌓는 것이다. 이 자본을 투자해 금융

는 자금을 쌓아야 한다. ▲40대는 자금을 확장해 안전자산까지

상품이나 사업 등에 투자해 불로소득을 확장해야 한다. 흔히 말하

마련해야 한다. ▲50대 이상부터는 자금의 확장을 견고히 할 방

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이다.

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