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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자만 아는 부자가 성공적으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틀린가요?
▶답= 부동산 부자들이 위험부담 이 낮은 부동산 위주의 투자를 하는건 부동산은 아직도 가장
안정된 자산증식수단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자들도 처음엔 작은것부터 시작한
보통사람들 입니다.

1. 먼저 부자가 부동산에 투자하는건 펀드나 주식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운영권 없는
투자이지만 대대로 내려온 부자든 자수성가한 부자든 거의 안심하고 투자하는 부동산은 Tangible
Asset (유형자산)이며 운영과 메니지먼트를 직접 할수도 있고 자신이 직적 혹은 부동산 메니지먼트
전문인과 함께 직접 운영권을 가지므로 콘트롤 에셋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집/건물/인컴 아파트를
매일아침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보다 눈에 안보이는 재산보다 안전하게 여깁니다.

2. 큰 손 투자가들의 부동산 투자의 또 다른 진짜 이유는 약 20%수준의 적은 다운페이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100% 이윤창출과 최고의 투자율 (yield) 을 보는 레버리지(Leverage)를 꼽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세금혜택인 융자지불 금액공제, 부동산 경비 공제, 감가상각혜택이
있습니다.

세금관련, 1031 exchange 란 판매시 발생하는 차익세를 안내고 life for like(비슷한) 부동산을
구입하여 세금을 연기함 으로서 세금을 안내는 세금혜택은 부자가 부를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인컴유닛 (Income Unit)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부자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큰
이유입니다.

3. 부자들은 크레딧 유지를 철저하게 메니지 하며 좋은 크레딧은 돈임을 이해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적은 욕심이며 게으름 입니다. 옳은 예산을 무시하고 예산을 오버의 욕심, 이미 크게 번
돈앞에도 만족 못하고 놓을 때 못 놓는 미련의 욕심, 리서치, 읽기, 듣기가 싫어서 정보애 눈이
어두운 사람 입니다.

욕심을 내세우지 않는 부자 일수록, 또한 올바른 예산 (budget)을 잘 이해하는 투자가일수록 딜을
절대 서두르지 않으며 무리한 은행융자를 하지 않습니다. 은행돈은 공돈이 아니며 곧 이자를 내는
빛 입니다.

부동산부자 들에게 부동산 투자가 더 매력적인 것은 순 수익금 외에 손에 잡히는 큰 자산 ( Equity
Gain, Capital Gain)입니다. 소위 목돈을 만들기 가장 쉽고 위험성이 적은 가장 안전한 투자는 부동산
이며 목돈만들기나 백만장자가 되는 지름길 일것 입니다.

올바른 예산(budget)을 잘 이해하는 투자가 일수록 딜을 절대 서두르지 않으며 초조하지 않고
충동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투자 타이밍과 위의 모든 박자가 맞았을땐 밤에 잠을
잘때도 혼자서 늘어나는 투자 자산을 경험할 수 있고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져(Appreciation) 결국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워렌버핏처럼 성공적인 투자가는 자신이 할 투자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여
현명한 답을 낼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무시하면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주택 구입이 자칫
악몽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자금상태를 정확하게 판단 합니다.

그럼 이미 크게 성공한 분들은 어떤 인생과 투자 철학이 있을까요?

여기 워랜버핏의 성공 키워드를 정리 하였습니다.

1. 절약,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2. 시간을 메니지하고 아끼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3. 때가 오면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하는 용기를 가저라.
4. 마음에 평화를 가지려면 베풀어라.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니.
5. 가슴에 뚜렷한 목적과 정열을 품으면 성공한다.

반기문총장 성공 키워드

1. 실력이 있어야 행운도 따라온다.
2. 잠들어 있는 DNA 를 깨워 도전하라.
3. 자신부터 변화하고 개혁하라.
4. 자기를 낮추는 지혜를 배워라
5.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징기즈칸 명언

1.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말라. 나는 아홉살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2.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3.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이잰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얼굴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했다.
4.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돼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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