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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량 투자서 35선
- 전문가 평가 및 독자 설문 결과

가치투자연구소, 〈버핏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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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성과는 학습의 양에 비례합니다

2020년부터이어진코로나19팬데믹은주식시장에도큰변화의바람을몰고왔습니다.‘동학개미

운동’이라고불리는개인투자자들의대규모시장참여현상이대표적입니다.공부하려는투자자를

위해수많은주식관련책이출간되면서베스트셀러상위목록을차지하고있습니다.벤저민그레이

엄은“투자성과는투자자가기꺼이투입할수있는지적노력의양에비례한다”고했습니다.이런

점에서책을읽는투자자가늘어나는것은매우바람직하고환영할만한일입니다.

많은투자자가현재의투자원칙과태도를정립하기까지책의도움을받으셨으리라생각합니다.이

번행사를주관하게된‘투자자를위한도서선정단(이하선정단)’구성원역시탁월한투자의고전

을읽으며거인의어깨위에서세상을바라보는행운을누려왔습니다.코로나19사태로주가가폭락

하던지난해에도과거에읽었던고전들을다시꺼내읽으며마음을다잡았습니다.저희는고전에는

시공을초월한깨달음이담겨있다고믿습니다.인간의본성이바뀌지않는한투자의기본원칙은

변하지않을것이며,고전의가치도지속되리라생각합니다.

서점에가면주식투자책만수백종이진열돼있습니다.과연어떤책이투자의바른길을제시하는

양서인지혼란스러운투자자가적지않을것입니다.저희는다양한책을먼저읽어본입장에서,투

자공부를시작하는분들에게‘시간이흘러도진가가변하지않을투자양서’를선별해조언하는것

이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했습니다.그분들이시행착오를조금이나마줄일수있도록돕는것은

선배투자자의의무이기도할것입니다.

단지책을좋아하는게인연이된저희‘선정단’이송구스럽지만후배투자자에게권해드릴만하다

고생각하는책을선별했습니다.선별과정에서이해관계가얽히는것을피하기위해,또해외와국

내출판을통해시간의검증도거친번역서만을대상으로했음을밝힙니다.

이번에처음시도한‘우량투자서35선’행사를바탕으로앞으로도더많은투자자의의견과참여로

풍성한집단지성의장이이어지길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8월

투자자를위한도서선정단

–박성진,최준철,정채진,홍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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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량 투자서 35선’ 행사 경과

1. 개요

–취지:개인투자자들에게수준별,범주별추천도서목록을제시,건전한투자문화확산에기여.

이번첫행사는번역서부문으로진행.향후국내서부문행사추진검토.

–주최:가치투자연구소,〈버핏클럽〉

–주관:투자자를위한도서선정단

–후원:삼프로TV,김작가TV

–협찬:예스24

2. 후보 도서 목록 작업

⑴투자자를위한도서선정단(4인)구성

⑵예비후보도서150여종목록작성(2021년4월기준)

⑶최종후보

–최종후보도서35종선정(초급20종,중급,10종,고급5종)

–도서분류:수준별3단계(초,중,고급),7개범주분류

3. 도서 평가 및 설문

⑴투자자를위한전문가평가단구성(30인)

–평점:최종후보도서대상으로저자·내용,번역·편집의2개항목점수평가

–도서별‘한줄평’작성

⑵독자설문

–가치투자연구소회원608인참여

–김작가TV구독자204인참여

–최종후보도서중보유도서,완독도서,추천도서등설문

–이벤트:응답자추첨,추천도서증정

4. 결과 발표

–가치투자연구소,삼프로TV,김작가TV:집계결과공개

–〈버핏클럽〉:해설기사및도서선정단리뷰게재

–예스24:《2021우량투자서35선독서가이드》전자책판매(정가900원)

(※예스24의주말eBook쿠폰을사용하면무료로다운로드할수있음)

5. 검토

–2022년국내서부문우량투자서선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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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제목 범주 저자/역자 출간연도 출판사

초급

워런 버핏 라이브 대가의 지혜 대니얼 피컷/이건 2019년 2월 에프엔미디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투자 방법론 피터 린치/이건 2017년 4월 국일증권경제연구소

투자에 대한 생각 투자 철학 하워드 막스/김경미 2012년 9월 비즈니스맵

통섭과 투자 생각법 마이클 모부신/이건 2018년 7월 에프엔미디어

돈의 심리학 생각법 모건 하우절/이지연 2021년 1월 인플루엔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 철학 모니시 파브라이/김인정 2018년 7월 이레미디어

초과수익 바이블 투자 철학 프레더릭 반하버비크/이건 2017년 6월 에프엔미디어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 투자 방법론 팻 도시/지승룡 2006년 5월 이콘

실전 투자강의 대가의 지혜 앙드레 코스톨라니/최병연 2015년 9월 미래의창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투자 방법론 사와카미 아쓰토/유주현 2009년 11월 이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대가의 지혜 앙드레 코스톨라니/김재경 2015년 9월 미래의창

내러티브 앤 넘버스 기업 분석 애스워드 다모다란/조성숙 2020년 5월 한빛비즈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투자 방법론 조엘 그린블라트/안진환 2011년 6월 알키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투자 상식 켄 피셔/이건 2021년 2월 페이지2북스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투자 방법론 랄프 웬저/박정태 2007년 3월 굿모닝북스

현명한 초보 투자자 투자 방법론 야마구치 요헤이/유주현 2016년 4월 이콘

현금의 재발견 기업 분석 윌리엄 손다이크/이혜경 2019년 3월 마인드빌딩

주식에 장기투자하라 투자 방법론 제러미 시겔/이건 2015년 6월 이레미디어

가치투자, 주식황제 존 네프처럼 하라 투자 방법론 존 네프/김광수 2016년 11월 시대의창

가치투자의 비밀 투자 방법론 크리스토퍼 브라운/권성희 2007년 5월 흐름출판

중급

워런 버핏 바이블 투자 철학 워런 버핏·리처드 코너스/이건 2017년 12월 에프엔미디어

3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투자 상식 켄 피셔/우승택 2008년 7월 비즈니스맵

금융투기의 역사 금융 시스템 에드워드 챈슬러/강남규 2020년 8월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생각에 관한 생각 생각법 대니얼 카너먼/이창신 2018년 3월 김영사

슈퍼 스톡스 기업 분석 켄 피셔/이건 2019년 9월 중앙북스

경제적 해자 기업 분석 팻 도시/전광수 2021년 3월 북스토리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금융 시스템 하워드 막스/이주영 2018년 10월 비즈니스북스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 투자 방법론 데이비드 드레먼/신가을 2017년 9월 이레미디어

가치투자를 말한다 대가의 지혜 커크 카잔지안/김경민 2009년 7월 이콘

100배 주식 기업 분석 크리스토퍼 메이어/송선재 2019년 7월 워터베어프레스

고급

현명한 투자자(개정 4판) 투자 철학 벤저민 그레이엄/이건 2020년 5월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기업 분석 필립 피셔/박정태 2005년 6월 굿모닝북스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투자 방법론 필립 피셔/박정태 2005년 7월 굿모닝북스

행운에 속지 마라 생각법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이건 2016년 12월 중앙북스

안티프래질 생각법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안세민 2013년 10월 와이즈베리

2021 우량 투자서 35선 목록

※ 도서 나열은 도서 선정단의 평점순. 

※ 저자·역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저자·역자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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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수준 제목

투자 철학

초급

투자에 대한 생각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초과수익 바이블

중급 워런 버핏 바이블

고급 현명한 투자자(개정 4판)

투자 방법론

초급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현명한 초보 투자자

주식에 장기투자하라

가치투자, 주식황제 존 네프처럼 하라

가치투자의 비밀

중급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

고급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기업 분석

초급
내러티브 앤 넘버스

현금의 재발견

중급

슈퍼 스톡스

경제적 해자

100배 주식

고급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대가의 지혜
초급

워런 버핏 라이브

실전 투자강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중급 가치투자를 말한다

생각법

초급
통섭과 투자

돈의 심리학

중급 생각에 관한 생각

고급
행운에 속지 마라

안티프래질

투자 상식
초급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중급 3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금융 시스템 중급
금융투기의 역사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범주별 우량 투자서 35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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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단 명단

강환국 개인 투자자,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저자

김동주 이루다투자일임 대표, 《절대수익 투자법칙》 저자

김두용 머스트자산운용 대표

김재현 머니투데이 전문위원, 《주식투자의 지혜》 공역자

김철광 필명 바람의숲, 개인 투자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부의 계단》 공저자

박성진* 이언투자자문 대표,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역자

사경인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저자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저자

숙향 개인 투자자,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투자 일기》 저자

송근용 슬기자산운용 CIO

신진오 밸류리더스 회장, 《ValueTimer의 전략적 가치투자》 저자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리서치센터장, 《인플레이션 이야기》 저자

심혜섭 변호사,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 공역자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공저자

이건규 르네상스자산운용 대표, 《투자의 가치》 저자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주식대학 실전 투자 전략》 공저자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전무,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저자

이우근 필명 systrader79, 《주식투자 ETF로 시작하라》 저자

이은원 SK증권 부장, 《워런 버핏처럼 적정주가 구하는 법》 저자

장홍래 포컴에셋투자자문 대표, 《워런 버핏식 현금주의 투자 전략》 저자

정승혜 모닝스타코리아 상무

정채진* 개인 투자자, 《코로나 투자 전쟁》 공저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 《터틀 트레이딩》 저자

천영록 두물머리 대표, 《부의 확장》 저자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공저자

피우스 개인 투자자, 블로거

홍영표 변호사, 《워런 버핏 바이블 2021》 공저자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 《주식하는 마음》 저자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저자

‘*’ 표시는 ‘도서 선정단’ 멤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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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제목
평점(10점 만점)

저자·내용 번역·편집 평균

1 워런 버핏 바이블 9.26 9.22 9.24 

2 현명한 투자자(개정 4판) 9.22 9.11 9.17 

3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9.21 9.00 9.11 

4 워런 버핏 라이브 8.96 9.08 9.02 

5 행운에 속지 마라 9.04 8.85 8.94 

6
통섭과 투자 8.96 8.88 8.92 

돈의 심리학 9.00 8.84 8.92 

8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9.04 8.64 8.84 

9 초과수익 바이블 8.83 8.79 8.81 

10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8.88 8.64 8.76 

11 투자에 대한 생각 9.00 8.43 8.71 

12 안티프래질 8.83 8.57 8.70 

13 생각에 관한 생각 9.12 8.27 8.69 

14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 8.83 8.39 8.61 

15 현금의 재발견 8.64 8.36 8.50 

16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8.59 8.36 8.48 

금융투기의 역사 8.64 8.32 8.48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8.59 8.33 8.46 

19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8.41 8.50 8.45 

20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8.32 8.56 8.44 

21 실전 투자강의 8.50 8.29 8.40 

22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8.43 8.35 8.39 

23
주식에 장기투자하라 8.32 8.44 8.38 

3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8.44 8.32 8.38 

25 슈퍼 스톡스 8.29 8.43 8.36 

26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8.48 8.16 8.32 

27 가치투자를 말한다 8.35 8.25 8.30 

28 내러티브 앤 넘버스 8.50 8.04 8.27 

29 현명한 초보 투자자 8.14 8.33 8.24 

30
가치투자의 비밀 8.23 8.23 8.23 

100배 주식 8.14 8.32 8.23 

32 경제적 해자 8.25 8.15 8.20 

33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8.15 8.10 8.13 

34 가치투자, 주식황제 존 네프처럼 하라 8.23 7.91 8.07 

35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 8.09 8.00 8.04 

도서별 전문가 평점

※ 도서 평가 기준

(1) 저자·내용 (2) 번역·편집

·  장기간 우수한 투자(연구) 실적을 기록하고 높은 평판을 유지했는가? ·  독창적인 관점,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사례 등을 제시하는가?

·  투자 용어, 개념 등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  오역, 오탈자, 맞춤법 오류 등이 많지 않은가?

·  장기간 습득한 자신의 지식, 경험, 통찰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가? ·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독성이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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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가장 많이 보유(구매)한 책

순위 제목 응답수 %

1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654 80.5% 

2 현명한 투자자(개정 4판) 470 57.9% 

3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451 55.5%

4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414 51.0%

5 워런 버핏 바이블 372 45.8%

6 투자에 대한 생각 346 42.6%

7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310 38.2%

8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273 33.6%

9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267 32.9%

10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259 31.9%

11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231 28.4%

12 현명한 초보 투자자 228 28.1%

13 워런 버핏 라이브 225 27.7%

14 행운에 속지 마라 203 25.0%

15 초과수익 바이블 202 24.9%

16 생각에 관한 생각 197 24.3%

17 100배 주식 184 22.7%

18 가치투자의 비밀 183 22.5%

19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 182 22.4%

20 통섭과 투자 175 21.6%

21 실전 투자강의 169 20.8%

22 현금의 재발견 164 20.2%

23 주식에 장기투자하라 160 19.7%

24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 159 19.6%

25 돈의 심리학 157 19.3%

26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143 17.6%

27 가치투자, 주식황제 존 네프처럼 하라 135 16.6%

28 슈퍼 스톡스 124 15.3%

29 경제적 해자 116 14.3%

30
금융투기의 역사 110 13.5%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110 13.5%

32 내러티브 앤 넘버스 104 12.8%

33 3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102 12.6%

34 안티프래질 99 12.2%

35 가치투자를 말한다 62 7.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 가치투자연구소 회원 응답자: 608명 

※ 김작가TV 구독자 응답자: 204명

※ 총 응답자: 8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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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투자서 35종 외에 추천하고 싶은 책 톱10

순위 전문가 평가단 독자(가치투자연구소, 김작가TV)

1 마이클 모부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소음과 투자

2 리스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3 내일의 금맥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4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5 블랙 스완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분석

6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마이클 모부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7 가치투자는 옳다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

8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9 소음과 투자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10 스노볼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전략

순위 가치투자연구소 김작가TV

1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2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3 현명한 투자자(개정 4판) 현명한 투자자(개정 4판)

4 투자에 대한 생각 투자에 대한 생각

5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6 워런 버핏 바이블 돈의 심리학

7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워런 버핏 바이블 

8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9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10 현명한 초보 투자자 워런 버핏 라이브

독자의 투자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된 책 톱10

※ 〈버핏클럽〉 4호와 《2021 우량 투자서 35선 독서 가이드》(eBook)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우량 투자서 35선 독서 가이드》(eBook)는 yes24에서 구매(900원)할 수 있습니다(yes24 주말 eBook 쿠폰 사용 시 무료 다운로드 가능). 

《2021 우량 투자서 35선 독서 가이드》(eBook)〈버핏클럽〉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