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해외 가입자교육 사례 및 특징

가입자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현황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 즉 계약

형인지 아니면 기금형인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

본처럼 모든 퇴직연금 업무를 수탁기관에 일임하는 계약형 국가와, 미국 등처럼 기

금운영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금형 국가간에 제도적 현황이 어떠한지 

법적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1절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운영되는 일본과, 퇴직

연금 지배구조 자체가 상이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현황을 법적 측면에서 파

악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환경에서 실제 가입자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있다.

이에 제2절에는 퇴직연금 지배구조 및 법적·제도적 차이에도 가입자교육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능별(교육내용, 계속교육, 교육 전문성, 교육인프라, 사용

자역할 등)로 구분하여 가입자교육 사례(Best Practice 중심)18)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처럼 가입자교육을 기능별로 구분한 이유는 국가별로 나열식 제시보다 기능별 

제시가 비교가능성 또는 이해도 향상 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입자교육을 둘러싼 제도(법체계)적 환경이 미·일 등 선진

국은 어떠한지(제1절 제도적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환경에서 가입자교육은 실

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제2절 가입자교육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에게 주는 시

사점(제3절 가입자교육 특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8) 제3장 해외 사례는 한국과 지배구조가 유사한 일본(규약형 지배구조) 이외에 기금형 지

배구조로의 전환 시 주요 검토국가인 미국, 영국 중심으로 살펴봄. 특히 기능별 사례는 

벤치마킹을 위한 Best Practice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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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현황

미국은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가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가입자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법은 퇴직연금플랜 운용·관

리 등 재량권이 있는 수탁자에게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분산투자의무, 문서주의

의무 등의 수탁자 책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19) ERISA 규칙에서는 401(k) 플랜 가

입자에게 자산운용에 관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0) 즉 가입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연금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ERISA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환경에 대

해 ERISA 규칙은 가입자가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21) ERISA 규칙 404(c)항은 ① 당해 플랜이 404(c)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표시, ② 대체투자상품 개요, ③ 거래수수료, ④ 투자설명서, 가입

자에 자동적으로 제공될 정보, 대체투자상품의 연간 운용수수료, 투자상품 종류, 개

인자산의 시가정보 및 성과 등 가입자 요청에 의해 필수적으로 제공될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기업은 수탁자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교육

을 제공하는 제도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퇴직연금 가입에 강제성이 없어 세금혜택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입자교육은 미국처럼 사용

자 혹은 연금수탁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제도적 장치보다는 사용자

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가입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가입자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입자교육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법적·제

19) ERISA 2(21), 404(a)

20) ERISA 404(c)

21) ERISA 4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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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가입자교육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일본 확정갹출연금법22)에서는 가입

자교육을 충실의무와 주의의무에 입각하여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가입

자의 운용지식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 후 계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되도록 사업주에게 

배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표 Ⅲ-1> 참조).

확정갹출연금법 제22조 1항 확정갹출연금법 제22조 2항

규정

- 사업주는 기업형연금 가입자 등에 대

해, 이들의 운용지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산운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법22조 1항의 조치를 계속적

으로 실시하여 기업형연금가입자 등의 

자산운용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운용지시가 유효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의무 노력의무 배려의무

<표 Ⅲ-1> 확정갹출연금법상 가입자교육 관련 규정

자료: 확정갹출연금법 제22조 요약

교육을 구분한 취지는 효과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제도 도입시기별로 

차별화된 교육내용이 필요하고 제도 도입 시 투자교육까지 함께 제공할 경우 가입자

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가입자교육 노력의무를 게

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생노동성이 당해 사용자에게 업무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가입자교육 사례

가. 교육 지침 설정

미국 ERISA 404(c) 규칙은 401k 가입자에게 운용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할 정보는 <표 Ⅲ-2>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22) 법 제2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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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제공정보, 그리고 가입자 요청 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

는 요청 시 제공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필수제공정보로는 연금플랜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할 운용상품,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운용기관, 운용상품 선택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이며 요청 시 제공정보로는 운용상품에 관한 운영수수료, 운용수익률 등과 관련

된 사항이다. 

구분 교육 관련 정보제공(요약)

필수

정보제공

- 연금플랜이 가입자에게 제공할 이용 가능한 운용상품 설명(운용목표, 수

익·손실 특성,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 유형과 분산투자 현황 등 일반

적인 설명) 

- 각 운용상품에서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운용기관 등(투자매니저) 설명

-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택 방법 및 당해 선택의 지시를 할 때 제약 사항

- 운용상품의 선택·변경 시 가입자 연금자산에서 부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입자가 청구 시 제공 가능한 정보 종류 및 그 정보제공 책임 담당자

- SEC에 등록이 의무화된 운용상품의 경우 운용상품 투자설명서

요청 시

정보제공

- 운용상품에 관한 연간 운영수수료(예: 운용 및 관리 수수료, 거래비용 ) 

- 가입자가 이용 가능한 운용상품에 관한 계획서, 재무제표 기타보고서

- 운용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내용과 그 가액

- 운용상품 가액에 관한 정보 및 운용상품의 과거와 미래의 운용수익률

<표 Ⅲ-2> ERISA법상의 교육 관련 정보제공 내용

자료: ERISA 규칙 404(c) 요약

이와 같은 ERISA 404(c) 규칙 등을 참고하여 미국 노동부는 금융회사 등 수탁기

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운용상품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표 Ⅲ-3>과 같은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23) 미국노동부가 제시한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가입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목록과 가입자 요청 시 제공해야 할 목록으로 

구분하고 각 목록의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할 시기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은 제공시기가 비슷한 목록들을 여러 개 묶어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23) US Department of Labor(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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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공시기

가입자 

필수

제공정보

연금제도 개요서(Summary Plan Description) 가입 시, 변경 시

자동가입통지서(Automatic Enrollment Notice) 자동가입 전, 매년

가입자급부제도 연차보고서(Individual Benefit Statement)
DC 가입자 분기별

DB 가입자 3년

연금연차통지서(Annual Funding Notice) 가입 후 매년

가입자를 위한 연금·투자정보(Plan and Investment 

Information for Participant - Directed Plans)

최초 투자 직전,

매년

연금제도 중요 변경에 관한 통지서(Summary of Material 

Modifications)
변경 후 7개월 내

연차보고서 개요서(Summary Annual Report) 매년

미래 퇴직급부에 관한 중요 연금삭감에 관한 통지서

(Notice of Significant Reduction in Future Benefit Accruals)

연금삭감 시행 

45일 전

제도정지 통지서(Blackout Notice) 제도 정지 30일 전

적립부족 가입자 통지서(Notice to Participants of 

Underfunded Plan)
연차보고서 제출 시

가입자

요구 시

제공정보

연금제도 규약(Plan Documents) 가입자 요청 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Form 5500) 가입자 요청 시

<표 Ⅲ-3> 미국 노동부가 제시한 가입자 정보제공 목록

자료: US Department of Labor(2013. 8), “WHAT YOU SHOULD KNOW ABOUT YOUR RETIREMENT”

여기에서 연금제도 개요서(Summary Plan Description)는 가입자가 이해하기 쉬

운 용어로 연금 내용 및 기타 중요한 연금정보를 요약한 자료로 연금 가입 90일 이내 

가입자 또는 연금제도 변경 시, 개요서 수정 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동가입

통지서(Automatic Enrollment Notice)는 자동가입 계획이 있는 경우 자동가입 절차 

설명, 자동 기여될 디폴트투자, 자동가입 거절에 대한 권리, 투자변경과 투자비율 변

경에 관한 권한, 연금의 다른 투자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 등이 기재된 자료이

며 제공시기는 자동가입 자격을 갖추기 30일 전, 가입자 가입 후 매 1년 종료 전 1개

월 이내이다.

가입자급부제도 연차보고서(Individual Benefit Statement)는 가입자의 수급권과 

연금잔액 정보, 연금 가입유형별 투자실적 정보, 직접투자에 대한 가입자의 권리 등

을 설명하는 정보를 포함한 자료이며, 제공시기는 DC가입자는 분기별, DC 연금수

급자는 매년, DB가입자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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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차통지서(Annual Funding Notice)는 연금 부담금 조달비율을 포함한 DB

제도 적립현황과 재정상태 관련 기본정보, 자산과 부채, PBGC에 보장되는 급부에 

관한 설명하는 자료이며, 제공시기는 가입 후 매 1년 종료 전 120일 이내이다. 

가입자를 위한 연금·투자정보(Plan and Investment Information for Participant 

Directed Plans)는 연금과 투자와 관련된 정보, 수수료와 비용 관련 정보 등 가입자

가 연금적립금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는 자료이며, 제공시기는 가입자가 최초 투자하기 직전, 가입자의 경우 매년, 지

불된 수수료와 비용은 분기별로 제공한다. 

연금제도 중요 변경에 관한 통지서(Summary of Material Modifications)는 가입

자 중요 변경사항 또는 연금제도 개요서(Summary Plan Description)가 요구하는 

중요 변경사항 요약 자료이며, 제공시기는 연금내용 변경 후 7개월 이내이다.

연차보고서 개요서(Summary Annual Report)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Form 5500)에서 제공하는 연금재정 정보 요약 자료이며, 가입자가 연금연차통지서

(Annual Funding Notice)를 이미 요구한 경우에는 동 개요서 제공을 거절할 수 있

다. 제공시기는 가입 후 매 1년 종료 전 9개월 이내 또는 연차보고서 제공일 2개월 

이내이다. 

미래 퇴직급부에 관한 중요 연금삭감에 관한 통지서(Notice of Significant 

Reduction in Future Benefit Accruals)는 DB형제도와 일부 DC형제도의 경우 미래 

수령할 급부를 감액하거나 조기퇴직 시 연금급부 또는 퇴직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

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자료이며, 제공시기는 연금 삭감 시행일 이전 45일 이내이다.

제도정지 통지서(Blackout Notice)는 401(k) 가입자가 자산운용, 대출, 자산배분 

등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받거나 업무가 정지되면 가입자에게 3회 이상 제도정지 

기간을 통지하는 자료로 제도정지 30일 전까지 통지한다. 적립부족 가입자 통지서

(Notice to Participants of Underfunded Plan)는 DB형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80% 

미만 적립될 경우 부족액 규모와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에 

보호되는 보장수준을 통지한다. 제공시기는 연차보고서 제출 2개월 이내이다. 

연금제도 규약(Plan Documents)은 연금 관련 노사합의 사항, 신탁계약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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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연금규약 문서로 가입자가 요청 시 제공한다.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Form 5500)는 연금당국에 보고하는 연금제도 관련 재정정보로 가입자 요청 시 제공

하게 된다.

다음으로 미국 노동부는 교육내용을 명확히 하는 가입자 투자 교육과 관련된 해석

지침24)(투자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입각하여 가입자교육 제공이 이

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투자교육 가이드라인은 제도 주관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이 

실무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교육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탁자 책임 유무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되는 투자조언과 무상으

로 제공되는 투자교육을 구분하고, ‘투자교육’ 파트에서는 제도 정보, 일반적 금융 및 

투자 정보, 자산배분모형 정보, 쌍방향 투자 정보 등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투

자교육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투자교육(Investment Education) 주요 내용을 정리하

면 <표 Ⅲ-4>와 같다.25) 

ERISA법 등 관련 법령은 투자교육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가이드라인 내에서 수

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입자교육을 제공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제공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업의 약 90%가 종업원에 대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가입자교육을 법률에서 의

무화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신탁제도와 배상책임에 

대한 높은 인식과 소송리스크 회피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탁제도가 발전한 미

국의 경우 가입자 권리와 의무, 수탁자 책임, 배상책임 등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가입자교육 미제공 등에 따른 수탁자 책임 불성실을 원인으

로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가입자 집단 소송26)으로 이어져 대규모 손해

배상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입자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편익이 더 클 수 있다.27) 

24) Interpretive Bulletin 96-1

25) http://www.nicmr.com/nicmr/report/repo/2016/2016sum03web.pdf

26) 1997년에 Unisys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401k 수탁자책임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27) 2000년대 초 회계부정으로 파산한 EnRon 및 Worldcom의 종업원이 401k에서 자사주에 투

자하여 대규모 손실을 입었으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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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이드라인 내용(요약)

제도 정보

- 연금 가입 장점, 연금 기여 증가의 장점, 퇴직소득의 인출에 대한 영

향, 연금 조건과 운영에 관한 정보 등

- 연금에서 제공되는 투자방법에 대한 정보

  · 투자목적과 철학, Risk-return 특성, Return 이력자료, 관련 사

업설명서 등

 일반적 금융 및 

투자 정보

- 가입자·수급자를 위한 다음의 정보 및 자료

  · Risk-return, 분산투자, 정액분할투자, 복리수익, 세금이연 투자 

등에 관한 일반 금융·투자개념

  · 표준 시장 지수에 따른 서로 다른 자산종류(주식, 채권, 현금

등) 간의 수익률 추이 차이

  · 인플레이션의 영향

  · 미래 퇴직 시에 필요한 소득 추정

  · 투자 시간범위(Investment time horizons) 결정

  · 투자위험감내 정도에 대한 평가

자산배분모형 정보

- 모든 가입자·수급자를 위한 시간범위 및 투자리스크가 서로 다른 

자산배분에 관한 다음의 정보 및 자료(파이 차트, 그래프, 사례연구 

등)을 제공

- 서로 다른 자산종류(주식, 채권, 현금 등)의 과거 수익률에 관해 일

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모형

- 퇴직연금, 생활설계, 소득수준, 자금원, 소득대체율, 물가인상률, 

수익률 등에 관한 사실 및 예상하는 자료

- 연금플랜에서 선택 가능한 자산배분 모형

- 개인의 노후소득준비 상황(주식소유, IRA 투자, 저축)에 관한 자산

배분모델에 대한 정보 제공

 쌍방향 투자 자료

- 설문조사, 워크시트, 소프트웨어, 기타 유사한 자료 형태로 다음과 

같이 미래 퇴직 시에 필요한 소득 추계 및 서로 다른 자산배분에 의

한 영향평가를 제공할 것

- 투자기간에 따른 서로 다른 자산종류(주식, 채권, 현금 등)의 과거 수

익률을 고려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투자이론에 근거한 것

- 가입자 및 수급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자료, 테이터를 기초로 가입

자에게 최적의 자산배분 분석 

- 퇴직연령, 생활설계, 소득수준, 자금원, 소득대체율, 물가인상률, 수

익률 등에 대한 추정과 퇴직 후 소득에 대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다른 자산배분의 영향에 관련된 내용

- 연금수급을 위하여 특정한 자산 선택 시 생성될 자산배분

- 개인의 노후준비상황(주식소유, IRA 투자)에 대응하여 특정한 자

산배분을 고려한 모형

<표 Ⅲ-4> 미국 투자교육 가이드라인(요약)

자료: US Department of Labor, “Interpretive Bulletin 96‒1; Participant Investment Education; Final Ru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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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일본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세부적인 사항은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법

령해석’28)(이하,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을 사용자 및 수탁자 등에게 통지하는 형식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처럼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기본정책 방향

제2조 가입 시 교육과 계속투자교육 실시 계획

제3조 법 제22조에 근거한 가입자 등에 제공할 구체적인 교육 내용

제4조 가입자 등에 구체적인 제공 방법

제5조 금지행위

<표 Ⅲ-5> 일본의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 구성

자료: 企業年金連合会(2014. 11), 企業型確定拠出年金投資教育ハンドブック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은 <표 Ⅲ-5>와 같이 제1조에서 제5조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다. 특히 제3조에 근거한 교육 내용은 연금제도 개요, 확정갹출형 연금 내용, 금

융상품 구조 및 특징, 자산운용 기본지식, 노후설계 필요성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고 있다(<표 Ⅲ-6> 참조).

즉 일본 연금제도 개요·개정 등의 동향, 전체 연금제도에서 DC형 제도가 의미하

는 점 등을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에서는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와 기여한도액, 운용상품 범위, 가입자 등에게 운용상품을 제시하는 방법, 

급여 수령방법, 수탁기관 역할 등을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기초

지식에서는 자산운용 시 유의점, 리스크 종류와 내용, 리스크와 리턴 관계, 장기운용 

방식과 효과, 분산투자 방식과 효과 등을 교육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DC형 제

도를 포함한 노후생활 설계 필요성과 공적연금제도 개혁 동향, 다른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8) 確定拠出年金法並びにこれに基づく政令及び省令について(法令解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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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연금제도

개요
- 전체 연금체계 및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의미 등

확정기여형

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

-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와 기여 한도액

- 운용상품의 범위, 가입자 등에게 운용상품을 제시하는 방법 및 운용상품

의 변경

- 급여 종류, 수급요건, 급여의 개시시기 및 급여의 수령방법

- 가입자가 전직 또는 이직했을 경우 자산의 이전 방법

- 부담금 납입, 운용 및 퇴직급여의 각 단계별 세제 조치 내용

- 사용자,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역할

- 사용자,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행위준칙 

내용(책무 및 금지행위)

금융상품 

구조와 특징

- 예·저금, 신탁상품, 투자신탁, 채권, 주식, 보험상품 등 각각의 금융상품

에 대한 다음 사항

· 성격 또는 특징, 종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예상되는 리스크

· 투자신탁, 채권,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나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가격

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

자산운용 

기초지식

- 자산운용 시 유의점(즉, 금융상품의 구조나 특징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리스크의 종류와 내용(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신용리스크, 가격변동 리

스크, 인플레 리스크 등)

-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

- 장기운용의 방식과 효과, 분산투자의 방식과 효과 등

노후설계 

필요성

- DC형 제도를 포함한 노후생활설계의 필요성 명시

· 재직기간 중 재산형성의 필요성, 장기적인 노후대비 필요성

·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총액 예시 및 부족한 노후비용 추정

· 재직기간 중 생활설계를 감안하여 노후자산형성계획 

· 운용리스크에 따른 자산배분 예시 등

기타사항

-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동향

- 다른 퇴직급여제도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자기자신의 노후대책에서 DC형의 위치

<표 Ⅲ-6> 일본의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

자료: 企業年金連合会(2014. 11), 企業型確定拠出年金投資教育ハンドブッ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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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이해도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강화

일본은 운용 규제 완화 등으로 DC형 제도 가입자의 운용상품 니즈가 보다 다양화

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상품(운용상품) 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전

에 정해진 자산배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되는 디폴트펀드에 대한 니즈와 상품 

종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상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가입자교육 제고가 더욱 요구되었다. 

구분 세부 내용(요약)

교육내용

- 법령상에 예시된 교육사항 재교육 원칙

- 연금제도 전반 및 은퇴설계 추가

-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한 내용(자산운용 등): 선별교육

교육방식
- 집합교육 또는 가입자별 차등교육(필요 시)
- 테마별 교육 등을 지향 

교육시기 - 제도 도입 후 시기설정(연단위 등): 회사규모별 고려 

참가형식
- 업무시간외에도 실시 검토

- 휴일개회, 부부참가 방법 병행

사후조치 - 모니터링 및 앙케이트 조사(이해도조사) 

<표 Ⅲ-7> 일본 계속교육 방향

자료: 企業年金連合会(2017. 4), 企業型確定拠出年金継続教育実践ハンドブック

따라서 일본은 가입자의 투자지식 이해도 향상을 위해 계속교육 중심으로 가입자

교육제도가 개선되었다. 즉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해 계속교육에 대하여 사용자 배

려의무를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기초하여 기업연금연합회 등에서는 대략 <표 Ⅲ-7>과 같은 

계속교육 방향을 설정하여 계속교육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 법령상에 예시된 교육사

항, 연금제도 전반 및 은퇴설계 등을 교육하며 집합교육 또는 가입자별 차등교육, 테

마별 교육 등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부부참가 방법도 적극 권장하

고 있으며 계속교육 후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이해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

속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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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설계, DC제도 자산운용 방법, PDCA(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 이해, 자

산배분 시뮬레이션 등을 들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직장인의 

인생설계

- 퇴직 후 노후자금계획 중에서 DC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 공적연금, 퇴직금, DC연금, 기타 예저금 등의 예상수령액과 은퇴자

금의 충분성 설명

DC제도 자산운용 

방법 

-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수급액이 변동하는 DC제도 특징

- 가입자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장기투자, 계속투자, 분산투자 방법

- 자산배분의 지식(펀드와 원금보장상품의 특징, 리스크와 수익률 관

계, 분산투자의 효과, 자산배분 변경 방법)

PDCA 사이클

이해

- 가입자의 PDCA 사이클을 통해 은퇴자산을 준비할 필요성을 설명

·Plan(은퇴 설계), Do(자신에게 맞는 배분 실시), Check(정기적

으로 확인), Action(정기적 재검토)

자산배분 

시뮬레이션

- 리스크와 수익률 관계 및 자산배분 재검토 설명 후 자산배분 시뮬

레이션을 실습

- 수강자는 안정적, 중립적, 적극적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배분 모형

을 만들어 60세 도달시점을 가정하여 운영성과를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으로 구분한 자산운용 결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장기·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

잔액 확인 및 

정보 입수방법 

안내

- 개인별 자산잔고 확인, 자산운용 재분배 등의 실습을 통하여 자력으

로 자산운용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퇴직연금 사업자의 웹사이트, 콜센터 이용방법 습득

<표 Ⅲ-8> 기업연금기금 연합회의 계속교육 내용 

자료: 企業年金連合会(2017. 5), 継続投資教育セミナー等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

DC제도의 노후보장적 역할, 공적연금을 포함한 은퇴자금 적정성(충분성) 여부도 

계속 교육내용에 포함되고 있지만 DC제도 자산운용 방법, 자산배분 시뮬레이션 등 

주로 투자교육 중심으로 계속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가입자교육 전문성 강화

미국은 연금전문가교육과 연금전문가 자격증제도 등에 의해 가입자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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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Plans Associate) 자격제도 운용이다. RPA 자격은 퇴직연금제도 이해, 

퇴직연금 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Money Purchase Plan, Profit Sharing, ESOPS, 401(k) Plans, IRAs 등과 같은 퇴직

연금제도 전문적 지식까지 자격제도에 포함시켜 가입자교육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

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는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의 전문성이 가입자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수탁자 전문지식을 감독규정29)에서 요구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 관련 법규, 투자자산 이해, 자산운용 투자위험, 자산배분 등 퇴직연금 

교육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구분 DC Planner DC Advisor 종합 Advisor 연금관리사

주관 일본상공회의소 일본DC협회 일본DC협회 기업연금연합회

주요 기능

교육 전문가,

연금제도 홍보, 

권유

교육제공

제도 보급, 

관리실무자

공·사연금제도 

교육 제공

기업 내 전문가 

양성, 지식전달

주요 

응시자

금융상품 판매자, 

기업 담당자,

노무사, 노동조합, 

보험대리점, 세무사

노무사, 노조원, 

보험대리점, 세무사

DC 플래너 1급·

DC Advisor 자격자 

응시 가능

시험 성격 인증시험 인증시험 인증시험 인증시험

<표 Ⅲ-9> 일본 가입자교육 전문가 유형

일본 또한 일본상공회의소와 일본DC협회가 각각 운영하는 DC Planner와 DC 

Advisor 등의 퇴직연금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표 Ⅲ-9> 참조). 

DC Planner가 수행하는 업무는 확정갹출연금 가입 또는 미가입 기업, 일반인 대

상으로 확정갹출연금 위탁교육, 연금전반에 대한 지식 전달, 은퇴·퇴직·노후생활

에 대한 기업 교육 담당, 확정갹출연금 홍보 및 권유 등이다. DC Planner 자격 인증

시험은 현행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걸치는 지식, 투자에 관한 기초지식, 라이프 플랜 

지식 등을 평가하여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7년 3월 말 누적기준으로 약 

13만 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약 39,000명이 DC Planner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30)

29) The Pension Regulator, Regulatory code of practice no. 7

30) 日本商工会議所(2017. 3)



42 연구보고서 2018-3

또한 2016년 일본은 퇴직연금연합회가 주관하는 퇴직연금 관리사 자격을 도입하

였다. 퇴직연금 관리사는 기업 내 퇴직연금 담당자가 퇴직급여제도 및 운용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DC제도 운영전반의 지식 향상, 교육콘텐츠 개발, 적정한 제

도운용을 습득하여 가입자교육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Ⅲ-1> 일본 퇴직연금 관리사 자격 취득 절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6. 4)

퇴직연금 관리사 자격은 <그림 Ⅲ-1>과 같이 제도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 및 

기술을 일정한 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다

고 연합회가 인정할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 퇴직연금관리사는 일정한 교육연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교육연수에는 DC계속투자교육연수 및 DC스테이지업연수를 수료

해야 하는데 기존 DC 플래너 1급 또는 DC Advisor 자격을 보유한 자의 경우 이 교

육연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연합회가 매년 2회 실시하며, 시험시간 

직전 심화 교육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주요 시험과목은 DC제도 및 법령이해, DC실

시사업주 수탁자 책임내용, 투자교육 주요내용과 기법, 법령개정 동향, 연금규약 이

해 등 5과목으로 구성된다. 시험에 통과한 자는 DC제도 담당자로서 모든 지식 및 제

도 운영상의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적절한 제도운영을 검토 및 실천할 수 있는 전문

가임을 인정하고 연합회가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다.31) 

31) 2017년 5월 말 현재 기업연합회에 등록된 퇴직연금관리사는 250명 수준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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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입자교육 전문기관 운영

1) 공적 교육전문기구 운영

퇴직연금 교육 전문기구를 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

은 연금교육서비스센터(TPAS: The Pension Advisory Service)32)를 설치하여 가입

자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된 가입자교육 인프라를 구

축하고 있다. 

TPAS는 2006년부터 정부 등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된 업

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퇴직연금 관련 상담, 퇴직연금 등 연기금과 분쟁조정,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또는 기업 요청 시 세미나, 설명회, 교육 등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TPA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부 무

료로 제공되며 서비스는 전화, 웹사이트, 채팅, 온라인 등의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33) 

TPA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영리, 공공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전국에서 등록한 

400여 명의 전문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 자원봉사자들은 금융·연

금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전직 금융관료 및 전직 금융회

사 CEO, 사회 저명인사들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TPAS에 소속된 

퇴직연금전문가들은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와 상담

을 제공하고 있다. TPAS 조직은 2017년 현재 집행위원회(이사회 의장과 5명의 이

사)와 CEO를 포함한 상근 임직원 8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TPAS는 퇴직연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

며, 사용자가 TPAS에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의뢰할 경우 TPAS 교육 프로그램을 

사설 교육기관에서 제공받을 수도 있다. 

32) https://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about-us

33) 野村資本市場研究所(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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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PAS는 직장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제도 등 모든 영

역의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연금제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인

에 대한 연금교육은 직장의 퇴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을 대비한 전반적인 

이슈를 상담하고 있다. 특히 직장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팜플렛 형식의 소책자들을 제

공하고 있다.34)

<그림 Ⅲ-2> 영국 공적 교육전문 기구 운용

자료: 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

2) 연합회 등 민간자율 기구 운영

일본 기업연금연합회는 후생노동성장관으로 인가받은 법인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금 또는 기업의 지급보장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기업연금 

연합회에서는 소규모 확정기여형 가입기업 근로자들의 투자지식 제고를 위해 가입

자교육 시행과 더불어(<그림 Ⅲ-3> 참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교육 강사 

파견 등의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즉 후생노동성장관의 인가를 받아 DC형제도 가입

34) https://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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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자산운용 기초적인 자료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사용

자(기업)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Ⅲ-3> 교육 전문기관(기업연금연합회)에 의한 가입자교육

자료: 第12回 社会保障審議会企業年金部会(2014. 11)

공동교육의 경우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기업의 종업원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

동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동 교육은 20명 단위

별로 교육 참석과 e-learning을 동시에 수강하는 방식으로 회사당 5만 엔(회원사 4

만 엔)의 요금이 부과된다. e-learning 수업은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동영상 10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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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탁기관 교육서비스 강화35)

1) 전문회사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최근 일본의 수탁기관들은 연금전문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가입자들에게 차

별화된 가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별 수탁기관이 독자적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수탁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금전문회사를 통해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가입자교육 차별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탁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도입 기업에게 가입자

교육을 비롯하여 제도 설계, 운영관리 등의 업무 제공을 목적으로 DCJ(日本確定據

出年金 컨설팅), J-PEC(Japan Pension Navigator) 등과 같은 가입자교육 등 운영관

리 전문회사를 공동 설립하였다. 

미치비시도쿄은행그룹, 도쿄해상니치도화재, 메이지생명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

한 DCJ는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교육서비스 등 운영관리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DC

형 퇴직연금 전문회사이다. 

J-PEC36)은 <표 Ⅲ-10>에서 보는 것처럼 세미나 방식, 통신교육 방식, 인터넷 방

식, 그리고 정기간행물과 투자교육 동영상 방식 등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근

로자 대상으로 가입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5) 여기에서는 수탁기관(금융회사)이 가입자교육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어떠한 차별화전략

이 이루어지는지 대표적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수탁기관을 살펴봄

36) DCJ는 미츠이 스미토모은행그룹과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미츠이생명, 스미토모생명 등이 

공동 출자한 연금전문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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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세미나 분야별, 수준별, 연령별 등 차별화된 교육세미나

통신 교육

 (DC 통신)
WEB·인트라넷을 활용한 교육서비스 제공

e-learning  
인터넷 환경하에 장소·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이수가 가능

토록 서비스 제공

정기간행물

·사보
정기적인 간행물 및 사보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 제공

투자교육 동영상 

(DVD) 
투자교육 동영상을 통해 운용상품의 이해도 제고

<표 Ⅲ-10> J-PEC 가입자교육 서비스 형태

자료: http://www.j-pec.co.jp/dcps/education.html

2) 수탁기관의 전문 교육조직 운영

일본의 (주)손보재팬DC는 가입자교육 전문조직을 개설하고 다양한 교육자료 등

을 개발함으로써 교육 서비스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손보재팬DC는 일본 손

해보험업계에서 상위 2위의 손보재팬이 DC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

사로 DC영업이 매출에 60% 이상을 차지하는 DC제도 전문회사이다. 

현재 종업원 1천 명 이하 DC가입 기업에게 제도설계에서 가입자교육을 포함한 

번들형 서비스 제공으로 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 

교육 전문부서 HARP(Happy Aging and Retirement Planner)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HARP는 DC 플래너 자격, 파이낸셜 플래너 자격, 증권외무원자격 등으로 구성된 

전문강사(직원)를 가입기업의 교육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HARP가 고

객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종류는 교육설명회, DVD 등의 교육교재, 전화·이

메일·웹사이트 등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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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주)손보재팬 기업별 맞춤형 교육자료

자료: http://www.sjnk-dc.co.jp/examination/support/industrialist/#05

특히, HARP 교육 프로그램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 업종 및 규모, 근

로자의 직군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자료 및 서비스

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HARP는 가입자교육뿐만 아니라 <표 Ⅲ-11>과 같이 기업 내 DC 담당자 육성과 

기업 내 내부강사 육성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DC 도입 기업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DC 제도 업무를 주로 인사 등의 업무와 겸직을 하거나 전담

을 하더라도 DC 업무를 독학으로 습득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

안하여, 기업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DC 담당자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HARP는 기업별 DC 담당자, 근로자대표 등을 초청하여 상호 간 퇴직연

금제도 정보교환 및 교육 사례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업담당자 교류회를 정기적

으로 개최하고 있다.37)

37)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DC證券(2017. 9)



해외 가입자교육 사례 및 특징 49

구분 DC 담당자 연수 기업 내부강사 양성 연수

목적 기업 DC 담당자 전문성 제고 기업 DC 교육강사 양성

주요 내용

· 연금업무 일정 설명

· 주요 업무 절차

· 기업담당자 전용사이트 실습

· DC 제도 실무

· 가입자교육 기초지식과 실무

· 가입자교육 관련 법규

· DC 제도, 운용, 운용상품 지식

· 가입자와 커뮤니케이션

· 가입자교육 사례

· 설명회 개최 시 주요 포함내용 등

제공 횟수 연간 1회 연간 2회(기업 요청 시 수시로)

<표 Ⅲ-11> 기업교육 담당자 양성 프로그램

자료: http://www.sjnk-dc.co.jp/examination/support/industrialist/#05

3) 가입자별 맞춤형 교육 제공

Fidelity는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을 통해 자동화된 매뉴얼을 사용함으로써 가

입자별(투자자별)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다. Fidelity의 “firstIPERSON” 교육 프

로그램은 가입자별 맞춤 온라인 교육으로 월별 주제(가입, 과세이연, 자산배분, 고령자 

퇴직연금 plan, 은퇴설계 등)를 적절히 배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그림 

Ⅲ-5> 참조).

<그림 Ⅲ-5> 가입자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Table

자료: Fidelity(2014. 5), firstIPERSON communications and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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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ity 교육 서비스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교육 전 설문을 통한 고객성향 파악

을 먼저 실시한다는 점이다. 계획단계 교육을 받고 싶은 가입자가 온라인 설문을 통

해 은퇴목적 및 재정 상태를 입력하면, 온라인 툴을 통해 적절한 저축수준이 계산되

고 그에 적합한 퇴직계획이 바로 제시된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할 시, 저축계획 수립, 포트폴리오 구성법, 은퇴 후 소득계산 

등 총 6개 온라인 상담서비스나 세미나를 활용하고 있다(<표 Ⅲ-12> 참조).

교육
부문

고객 상태 및 성향 파악 질문 온라인 툴

계획

① 은퇴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저축할 것인가, ② 

저축은 충분한가, ③ 은퇴에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

는가, ④ 사회보장제도를 은퇴소득에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⑤ 건강계획, 은퇴 목적은 무엇인가

① MyPlan Quick Check
(은퇴 시 고려사항 체크)

② Savings Planner

투자
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자산할당), ② 투자비중 

배분을 왜 원하는가

① Portfolio Review
② Research

관리
① 은퇴시기가 다가오는가, ② 은퇴 이후 최소 필요

자금은 얼마인가, ③ 목표수익률에 적합한 상태인가

① MyPlan Monitor
② Income calculator

<표 Ⅲ-12> 가입자 투자성향 질문 및 온라인 툴

바. 사용자 중심 가입자교육 제공38)

1) 가입자교육 프로그램 차별화39)

미국 와이어 하우저(Weyerhaeuser)社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 세계 13개국

에서 19,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삼림·목재 회사이다. 미국 

기업 중 자산규모 105위이며, 포춘지 선정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00대 기업에 오

른 바 있다. 그러나 와이어하우저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복지와 근로자(가입자) 교

38) 여기에서는 사용자인 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해 어떠한 가입자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대표적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살펴봄

39) 퇴직연금가입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므로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교육

이 될 수 있지만,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가입자교육으로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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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우수성 때문이다.

동 회사의 가입자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우수하여 연방정부와 금융기관에 의해 기

업이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고, 가입자 금융이해력 수준도 미

국 내 최고 수준이다. 또한 금융교육 실시 후의 만족도 평가에서도 가입자의 99%가 

만족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교육 특징은 연금뿐만 아니라 은퇴 및 웰

빙 이슈를 포함하는 폭넓은 주제와 집약적인 생애설계 세미나, 안전망 교육으로 평

가되는 다중교육, 배우자의 참여 그리고 전현직 동료들의 교육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동 회사의 근로자 교육은 퇴직연금제도와 금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과 개인맞춤형 개별교육을 적절히 혼합하고 다양한 교육방법과 금융과 은퇴

생활 전반에 걸친 폭넓은 교육주제, 배우자를 동반시키는 등 교육참여도와 교육효과

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동 회사의 가입자교육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내용 주제는 퇴직연금제도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재무설계와 부동산자

산관리, 은퇴설계와 웰빙 이슈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웰빙은 은퇴 후 심리적 적응문제와 취미활동과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아우르

는 비재무적 측면의 은퇴설계가 포함된다.

둘째, 집약적 생애설계세미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이 은퇴 전 배우자와 함께 2박 

3일간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집중 집합교육을 실시하

여 교육만족도를 높였고 이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는 효과

를 얻었다. 합숙 집합교육 이외에도 일회성 단순 교육과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셋째, 교육 횟수는 근로자

들의 연령에 따라 금융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을 조정하여 수차례 실시하였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연 8회 2박 3일 은퇴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50세 이하 근로자는 연 

5회 반일 또는 하루일정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 반복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

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교육과정에 배우자를 참여시켜 이해도를 높여 교육효과를 증가시

키고 실제 근로자의 재무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회사가 모든 교육



52 연구보고서 2018-3

과정을 운영하며 외부컨설턴트 대신 전·현직 근로자가 모두 강사로 참여하고 근로

자들이 토론하는 실천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또한 은퇴한 근로자와 배우자

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투자포트폴리오 조정방법과 은퇴 후 봉사 및 여가활동

에 대한 조언을 해주어 교육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 금융기관과 연계한 가입자교육 강화

일본 이온社40)는 155개의 지점으로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독특한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어서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에 효과적인 가입자교육 방안으로 회사에서는 본사에 확정기여형 사무국

을 설치하고 각 지점별로 DC(확정기여형) 트레이너를 선발하여 퇴직연금 운용기관

과 함께 공동으로 ‘DC 트레이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회사는 2015년까지 약 

600명의 DC 트레이너를 교육시켰다. 

그 다음 단계로 ‘DC 트레이너 세미나’를 통해 교육받은 트레이너들이 지점에서 다

른 근로자(가입자)를 위해 여러 차례 교육세미나를 개최하는 간접방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세미나는 VTR과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일본 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특징, 생애설계, 투자운용 기초, 퇴직연금 운용

상품, 교육 서비스 이용방법 등이다. 

또한 가입자교육 효과를 위해 동료 근로자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거나 수차례 교육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입자교육 과정에서 트레이너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퇴직연금 운용기관과 연계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

과 역할 분담 체계 구축을 통해 가입자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41)

40) 일본 이온社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중 도입 시 교육 우수 사례로 일본정부에서 발행하

는 투자교육핸드북에서 소개됨

41)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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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계속교육

2004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일본 CSK그룹은 제도 도입 시 가입자교육

보다 계속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카페테리아 교육, 부부참가 세미나 개최, 신속

한 교육피드백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42) 근로자가 쉽게 가입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사 내에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가입자교육과 관련된 정보

탐색, 시뮬레이션, 집합연수, e-learning 등 교육제공방법을 다양화하였다.43) 

특히 초급, 중급, 고급 등 근로자 수준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콘텐

츠를 제공하고, 가입자교육에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부참가 세미나를 휴

일에 개최하여 근로자의 가입자교육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교육 방법과 내용을 개선하는 피드백을 신

속하게 실시하여 근로자로부터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근로자의 금융지

식 수준에 맞춰 근로자들이 스스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

였다. 교육내용 개선을 위해 강의형이 아니라 체험형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흥

미를 유발하고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사. 정책당국의 가입자교육 역할 강화 

가입자교육 정책은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과 산하의 지방 일본 후생노

동성이 담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가입자교육제공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이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교육제공 모범사례를 조사하여 2004년부터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다. 

42) 企業年金聯合會(2015. 4)

43) CSK그룹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중 계속교육 우수 사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업연금연합회 투자교육핸드북을 참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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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조사 주요내용

교육내용
① DC형 제도 구체적 내용, 운용상품 체계 및 특징, 자산운용 기초지식

② 교육 횟수, 실시 일시

제공방법

① 가입자 자산운용 및 경험 등에 비추어 제공하고 있는 최적의 교육 

방법(자료, VTR, 설명회 개최 등) 
② 가입자 질문 및 민원 처리 방법(콜센터 등)

위탁교육 시

협조

① 운용관리기관에 위탁 시 사업주가 협조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

② 예컨대 자료 배포, 설명회 시간 및 장소 협조, 설명회 개최 시간대 및 

횟수

③ 운영관리기관에 부탁할 사항

교육효과
① 교육 실시 후 가입자 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② 자산운용 인식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향후 계획
① 향후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교육 방법

② 향후 검토하고 있는 교육 방법

향후 교육과제
① 가입자교육 실시 운영관리기관과 관계, 가입자와 관계 

② 제도상 문제점 등

기타
① 가입자교육 시 주의가 요구되는 점은 무엇인지

② 기타 교육 참고자료 첨부

<표 Ⅲ-13> 모범사례 공시를 위한 가입자교육 조사 내용(요약) 

자료: http://www.mhlw.go.jp/shingi/2004/06/s0628-8e.html

후생노동성은 모범사례 조사를 위해 <표 Ⅲ-13>과 같은 투자교육 현황 조사표 양

식을 이용하여 가입 시 교육, 계속교육, 신입사원교육별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또한 기업이 가입자교육 실시 후 가입자 연금지식, 자산배분, 분산투자, 교육 적

극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 후 효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11월 말 현재 총 11개 기업에 대한 모범사례가 공시되어 있다.44) 후생노

동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범사례의 주요내용은 가입자교육 개요, 가입자교육 제공 

체계와 계속교육 실시, 교육 내용과 방법, 향후 교육 과제 등이다.

또한 가입자교육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입자교육 실시45)를 포함한 DC형 제

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민간기관(예: 확정갹출연금협회)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44) http://www.mhlw.go.jp/topics/bukyoku/nenkin/nenkin/kyoshutsu/toushi/

45) 후생노동성의 위탁으로 확정갹출연금협회에서는 확정갹출형 운용상품조사, 계속교육, 설

문조사 등을 매년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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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46) 이처럼 가입자교육 모범사례 공시, 주기적인 가입자교육 실태조

사 등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가입자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역할을 정책당

국이 담당하고 있다. 즉 가입자교육이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보다 내

실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소결: 특징 중심

지금까지 미·일 등 주요국의 가입자교육을 제도적 현황, 가입자교육 내용, 교육 

전문성, 교육 인프라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제반 시사점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과 영국처럼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운영하는 국가는 일본에 비해 

법적 규제가 엄격하지 않지만 수탁자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양질의 가입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제도적 장치보다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가입자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배구조로 운

영하는 일본은 비교적 엄격하게 교육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투자환경을 고려해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을 설정, 계속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여 가입자교육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투자교육의 가이드라인 설정, 일본은 

계속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

록 유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가입자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연금전문가 

자격증제도 도입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RPA 제도, 일본의 퇴직연

금 관리사제도는 가입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퇴직연금 전문성

이 가입자교육의 질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수탁자 전문지식을 보다 요구하

고 있기 때문이다.

46) http://www.npo401k.org/investigation-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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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제도

측면

- 일본은 가입자교육 의무화, 미국·영국 등은 자율적 가입자교육 지향

- 최근 교육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제도 강화추세 사용자(기업) 등에게 교육 

책임을 엄격히 부여하는 경향 

운영

측면

- 가입자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교육하여야 할 가이드라인 제시 추세

 · 은퇴설계, 노후대책, 연금개혁 등으로 가입자 범위 확대 경향

- 교육 인프라 차원에서 영국 등은 종합적인 가입자교육기관 운용

 ·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관리

측면

- 자율적으로 가입자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 강화 

 · 가입자교육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인식

- 가입자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 또는 금융기관 인센티브를 부여

하려는 경향

 · 가입자교육 모범사례 등을 발굴하고 주기적인 가입자교육 실태조사

<표 Ⅲ-14> 가입자교육 특징(요약)

셋째, 가입자교육이 보다 필요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을 위해 교육인프라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점이다. 영국은 연금교육서비스센터를 설

치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된 가입자교육 인프라를 구

축하고 있다. 일본 또한 기업연금 연합회 등을 통해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집합교육

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운영을 통해 교육 인프라

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넷째, 수탁기관들은 교육 차별화를 위해 전문회사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전문

교육조직 운영 등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특히 사용자 중심으로 가입자교

육 제공이 이루어져 사용자와 사업자 간 역할 분담체계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교육 모범사례 공시, 주기적인 

가입자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가입자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

키는 역할을 정책당국이 담당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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