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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조각투자 현황

음악 저작인접권 (뮤직카우)

예술품 (아트앤가이드)

건물 (카사)

송아지 (뱅카우)

명품, 시계, 운동화 (소투)

비상장주식 (엔젤리그)



누가 투자하나?

출처: 동아일보



조각투자의 이해

여러 명이 하나의 자산을 나누어 구매

비싼 자산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음

분할 소유권을 구매 – 소유권은 소유를 증명하나 증권은 아님 (??)

수익은 자산가격의 상승과 자산에 의한 현금흐름



2



뮤직카우



뮤직카우



뮤직카우



뮤직카우



예술품 조각투자 현황

출처: K-ARTMARKET 미술시장 리포트



아트투게더



뱅카우



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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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의 문제

평균 수익률: 19.7% (송아지), 35.3% (아트앤가이드), 54.78% (아트투게더)

이정도 수익률이면 농가나 갤러리는 이미 재벌이 되어있어야 함

그들은 항상 힘들고 위기에 처해있는 이상한 현실 → 이들은 바보인가?

농업이나 예술에 전문성 없는 스타트업은 진입 즉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20년 예술산업 종사자보다 열매컴퍼니 직원이 작품을 확률적으로 더 잘 볼까?

구매가를 공개: 보유기간이 156일 모집금액 21억 매각금액 29억 5천만원
6개월 전에 샀던 가격을 다 보면서 8억 5천을 더 주고 사간다고?
한두번은 그럴 수 있지만.. 물론 파는 쪽은 감사요!



검증 강도의 문제

내가 21억원짜리 건물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

구매 가격이 맞는지, 이 건물이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100번은 확인해 볼 것

내가 21억원짜리 예술품에 50만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저 21억원이 맞는 가격인지 이 물건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한번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조각투자 하는 모두가 비슷한 상황

결국 가격에 대한 검증은 21억을 쓸 때보다 아주 많이 덜 될 것

21억원 짜리를 50만원주고 사니 신난다라고 생각할지도



대리인 문제

두 마리의 송아지를 키우는 농가의 예

한 마리는 자신이 키우고 다른 한 마리는 조각투자를 통해 판매

여물에도 좋은(비싼) 여물이 있고 나쁜(싼) 여물이 있다

축사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공간이 있고 (상대적으로) 나쁜 공간이 있다

어느 송아지에 더 공을 들일까?

농가의 송아지 수익률은 평균 5%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 나쁜 여물과 더 나쁜 공간 더 적은 공을 들인 송아지는 19.7%의 수익률을 낸다

그렇다고 한다



역분산효과와 효율적 시장에서의 기회

여러 명이 하나의 자산을 나누어 구매 – 역분산효과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 I will put everyone’s eggs in one basket

비싼 자산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음

비싼 자산을 왜 구매하고 싶은가? – 수익이 높아서

수익률이 높은 비싼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관이 구매함

조각투자 구매 기회가 오는 자산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일 확률이 높음



소유권의 증권성 문제

회사가 파산하면 나는 내가 조각으로 구매한 예술품의 소유자일까?

이들은 통신판매업자 (….)

이들이 발행한 증권은 법적 효력이 없다

내가 구매한 예술품을 가지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난 분명히 소유권을 구매했는데??

22년 3월 금융위와 증선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

해결이라고 했지 인정이라고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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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문제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