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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Financial Services

변하지 않는 가치를 향한 믿음직한 걸음
Since 2005

영진에셋
2020. 2022.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수상

국가지속가능경영(ESG) 우수기업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가족친화기업 부문

2021.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수상
리더십경영 부문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수상
리더십경영 부문

2018.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

2019.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수상

일자리 창출 부문 
노동부장관상 수상

부산광역시 교육감
감사장 수상

지점현황 *2022.08 기준

94지점

매출현황 *2021. 기준

1,715억원

사원현황 *2022.08 기준

2,779명



We Are World Best

정관개정·
변경등기 건수

786건

누적 상담 건수
3,242건

상담 후 고객만족
98.9%

상담 후 사후관리
100%

전문가 풀로 법인고객 비지니스 완벽지원 

부산에 기반을 둔 대형 GA 영진에셋은 지난 2005년 출범 초기부터 우수 설계사 양성교육과 장
기 근속자에 대한 우대혜택에 정성을 쏟아왔다. 특히,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영남권 전체로 직
할 점포망을 확대하는 공격적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최근 의성, 경산 등 경북권의 성공적인 점
포망 구축 또한 회사의 모멘텀인 ‘교육과 복지시스템’의 견고한 힘이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2016년부터 운영중인 ‘WM본부’는 자산가 고객의 신뢰구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회사 성장의 양대축으로 자리매김했다. 

WM본부를 개소하면서 자산가 고객의 토털케어서비스 시대를 연 영진에셋은 법인고객들
의 세무와 투자자문 수준을 넘어 복잡한 가업승계와 분쟁 문제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고, 지
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의 최고 단계를 추구하고 있다. 세무와 노무, 상속, 증여 등과 
관련 전문가 내지 전문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상담 진행 방식과는 격이 다른 자체 전속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가 풀을 갖추고 토털 원스톱 맞춤서비스를 통해 자
산가 고객층을 두텁게 쌓으면서 보폭 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영진에셋 WM본부 고객과의 신뢰구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센터장들의 오랜 재무컨설팅 경험 살려 가업승계의 해법 제시

안 동 우 센터장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강 영 훈 센터장 김 효 상 센터장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김 재 성 본부장

국제공인재무설계사

WM본부
본부장 및 센터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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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및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진에셋 WM본부만의 자산관리 네트워크는 상황에 
알맞은 종합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하늘
법률사무소 율현
법무법인 유안
두레법무사사무소
신&신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서희원･표종무 사무소

법무

세무･회계
노무법인H&B
노무법인성산
노무법인공존

J&S노동법률사무소

노무

굿모닝감정평가
새늘국제특허

법률사무소

특허･평가
인사이트컨설팅
윈경영정보컨설팅

인증･진단

동의대 강정규 교수
부동산

DB금융투자
상장

나무손해사정
손주환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부산은행
수협은행

모기지

내일회계법인
세무법인온누리
더프라임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WE
세무법인중추
세무법인태림

HEAD
QUARTERSWM

상속·증여
플랜

법인·개인 
종합 컨설팅

종합 절세 
플랜

투자 포트폴리오 
컨설팅(금융자산&

부동산자산)

FINANCIAL SPECIAL NETWORK

영진에셋 WM본부는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상황에 알맞은 경영지원 및 자산관리 종합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CEO 고객을 위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사전에 경영 리스크를 진단하고 
풍부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 개정 및 정책 변화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플랜과 전략 수립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법인 및 CEO 고객이 만족하는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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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대안

･CEO 보수 · 퇴직금 설계
･적정배당 정책
･자기주식, 감자, 소각, 청산 등

･주주 구성 · 지분 컨설팅
･주식 평가 및 증여
･등기 임원 구성
･상법 반영 최신 정관 개정
･기업진단, 모의 세무진단

･CEO 정기보험
･경정청구(세무조정 컨설팅)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차명주식 회수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인사 노무 시스템 정비
･특허 및 직무 발명 제도 정립
･고용 관련 지원금 컨설팅

잉여금 회수방안

안정적인 법인 디자인

법인세 절감

기타 경영 이슈

영진에셋 WM본부만의

법인고객을 위한 맞춤 컨설팅
Corporation Solution



자산 이전은 개개인의 재산이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절세 플랜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컨설팅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진에셋 WM본부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상속･증여 플랜과 
가업승계 플랜을 제시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자산 이전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자산가

상속/증여 플랜

- 상속세 재원마련
- 자산 이전 절세

가업승계 플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창업자금증여과세특례

개인고객

개인 재무설계

- 목적자금 설계
- 은퇴자금 설계

- 보장자산 설계
- 부동산 및 투자 설계

- 세금 설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플랜

- 성실신고 대상자
-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 법인 자금활용의 어려움 해결

전문직종사자 솔루션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사자
- 개인 보유 자산의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절세 플랜

영진에셋 WM본부만의

자산가 및 개인고객을 위한 맞춤 컨설팅
Capital Transfer & Individual Solution



믿을 수 있는 동반자
Reliable partner

성공을 응원하는 동반자
Partner to cheer for success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Partner who grows together

컨설팅, 사후관리의 명가
COUNSELLING CASE 

영진에셋과 함께한 많은 고객들이 책임 사후관리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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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회계처리로 세무조사
를 받아 당황스러웠는데 구체
적인 단·장기 플랜으로 벌써 
4년 넘게 관리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금속처리업
주)XXX이텍 이XX 대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곳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이번 컨설팅
으로 잘 해결했습니다.속이 답답
했는데 뻥 뚫린 기분입니다.” 

부산 금속 제품 도매업
진XX XX홍 대표

“�잘못된 법무 지식으로 크게 화
를 입을 뻔했는데 쉽고 빠른 방
법으로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
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난 것 
같네요.” 

구미 제조업
주)이XXX워크 이XX 대표

“차명주식 때문에 오랜시간 고민
이었는데, 가지급금과 함께 해결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법인전환 후 자금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담을 통해 시원한 해결
안을 얻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영진은 완전히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등기·정관·주주관계·회계처리 모두 

꼼꼼하게 5년간 관리받고 있어요. 

믿음직합니다.”
부산 선박물품 유통업
주)이도X 김상□ 대표

대구 금속처리업 
대XX 주) 오진□ 대표

창원 전기공사업
영XX주 심영□ 대표

울산 생필품 제조·유통업

오XXX주 이철□ 대표

“승계전문가로 제의 받았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 회사의 임원을 

여러 명 고용한 것 같네요.

섬세한 관리 감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3, 6층(경동빌딩)
TEL : 051-923-0278   FAX : 051-923-0280

EMAIL : yjassetwm@gmail.com

YOUNG-JIN ASSET WM HEAD QUARTERS

WM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3, 6층(경동빌딩)

부산 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14, 2층(상남동, 삼광빌딩)

경남 센터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 
9층(수성동3가, 범어영타워)

대구 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18층(삼성동, 강남파이낸스플라자)

서울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