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1. 디폴트 옵션 필요성

2017년 말 현재 퇴직연금 내에서 DC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4.2%로 DB형

(65.8%)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그 비중이 점차 확

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DC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 이러

한 상황 속에서 DC형의 저조한 자산운용수익률은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

고 있다. 2017년 기준 DC형의 자산운용수익률은 2.54%로 타 공적연금과 비교하여 낮

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조한 자산운용수익률이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에 직접적

인 책임을 져야 하는 DC형 가입자들은 향후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

현재 DC형의 저조한 자산운용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상품을 중심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투자 행태에 기인한다. 2017년 기준으로 DC형의 원리금보

장형상품 운용 비중은 75.7%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3) 특히 실적배당형상품과 비

교하여 원리금보장형상품은 장·단기 모두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조한 DC형 자산운용수익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표 Ⅱ-1> 참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투자는 자칫 노후자

금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02년 영국 재무성에서 수행한 Sandler Review

에 따르면 장기 투자기간을 가정했을 때의 과거 투자성과는 실적배당형상품이 원리금

2)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의 비중은 2011년 16.2%에서 2017년 25.1%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음

3)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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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형상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일반적으

로 10년 이상임을 고려하였을 때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표 Ⅱ-1> DC형·기업형 IRP 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1년1) 5년2) 9년2) 1년1) 5년2) 9년2)

수익률 1.63 2.62 3.27 7.11 2.98 4.57

주: 1) 2017년 수익률
   2) 총 비용 차감 후 연 환산 수익률

자료: 금융감독원(2018)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함

현재 DC형의 원리금보장형상품 편중 현상은 가입자의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성향에 기인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한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2014)에 따

르면 DC형 가입자 중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비중이 41%에 달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나아가 최근 실시

한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금융투자협회 2018)6)에 의하면 DC형 가입자 중 1년 동안 

상품을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의 비중이 8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용지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현황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리밸런싱을 수행해야 하나 가입

자의 무관심 속에 원리금보장형상품 위주의 투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Richard Thaler 교수는 인간의 손실기피성향(Loss 

Aversion)과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이 현재의 상황을 고수하고 싶어 하는 인

간의 타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였다.7) 여기서 타성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필

요로 하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예를 들어, 새로 산 휴대폰의 기본 배경화면이 

휴대폰을 바꿀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

4) Great Britain, Treasury(2002)

5) 남재우(2017)

6)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2017. 7. 16),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

7) Thaler, Sunste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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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타성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점과 그 힘

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Thaler 교수는 그 강력한 힘을 넛지(Nudge) 개념으로 디

폴트 옵션을 제안하였다. Thaler 교수는 주어진 선택지에 디폴트 옵션이 있으면 대다

수의 사람들은 결국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사람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을 적극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제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연금

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정부는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을 디

폴트 옵션으로 설정하여 근로자들의 가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옵트아웃(Opt-Out)을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퇴

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401k 플랜의 가입률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행 DC형 퇴직연금제도 역시 Thaler 교수의 시각을 빌려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재 대다수의 DC형 가입자들은 운용지시 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보수적인 원리금보장

형상품에 연금자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자들의 행태는 투자손실에 대한 우려

와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타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퇴직연금

의 가입 혹은 운용지시 단계에서 디폴트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제

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선진적으로 도

입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의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2. 선진 사례

가. 미국

미국은 퇴직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2006년 연금보호법(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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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ct: PPA)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디폴트 옵션 제

도를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 401(K) 제도를 도입하면서 

디폴트 옵션의 설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수는 많지 않았다. 이는 당시 디폴트 옵션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

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에 기인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더라도 

수익률이 낮고 안정적인 상품을 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6년 연금보

호법 제정 이후, 사용자에게 디폴트 옵션의 투자손실에 대한 면책조항을 부여함으로

써,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디폴트 

옵션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에 포함된 사

용자의 면책조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에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적립금이 적격디폴트상품(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 QDIA)에 투자

되어야 한다.

∙ 가입자에게 최초 편입된 적격디폴트상품에 대한 정보를 통지해야 하며, 그 이후 매

년 적격디폴트상품 편입 현황을 통지해야 한다. 

∙ 가입자에게 적격디폴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가입자에게 운용방법 교체 기회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로부터 탈퇴(Opt-Out)하거나 직접 상품을 선택할 경우 수수

료가 제한되어야 한다.

∙ 가입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적격디폴트상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QDIA는 미 노동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디폴트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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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ed-Retirement-Date Fund

    : 가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은퇴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편입비중이 

낮아지는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펀드

∙ Balanced Fund

    :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설정한 펀드의 목표 위험수준을 투자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 Stable Value Fund

    :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국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

채, MMF, 주가지수 연계 등에 투자하는 펀드

∙ Managed Account

    : 가입자가 전문 재무관리사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기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Callan(2018) 혹은 Defined Contribution Trends Survey(2018)에 의하면 2017년 말 

현재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98.8%가 QDIA를 디폴트투자옵션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TDF를 QDIA로 지정한 비율이 8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 참

조).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TDF 상품을 선택 혹은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주로 포트폴리

오 구조,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높은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2> 참조). 별도

의 운용지시가 없어도 자산배분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배분이 재조정되는 TDF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입자들의 TDF 선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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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미국 디폴트 옵션 구성 비율

자료: Callan(2018)

<그림 Ⅱ-2> TDF를 선택한 이유

자료: Calla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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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호주는 1992년 퇴직연금제도인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실행하면서 디

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대다수 근로자에게 의무 가입을 적용하고 있다. 슈퍼에뉴에이

션 기금은 특성에 따라 기업형기금(Corporate Funds), 산업형기금(Industry Funds), 공

공분야기금(Public Sector Funds), 소매형기금(Retail Funds), 자가운영기금(Self-Managed 

Super Funds)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 Corporate Funds

    : 개별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종업원을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

로 설립한다.

∙ Industry Funds

    : 생산성보상의 일환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협약에 따라 1980년대 중반에 설

립된 기금으로서, 특정산업에 속한 근로자의 퇴직자산을 관리한다.

∙ Public Sector Funds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 가입자가 다른 산업

으로 이직한 후에도 계속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다.

∙ Retail Funds

    :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다.

∙ Self-Managed Super Funds

    : 4인 이하의 개별 근로자가 스스로 신탁 관리자가 되어 자유롭게 운용하는 대신 설

립 및 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기금이다.

2005년 7월 기금선택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본인이 속한 기업 또는 산업에서 제공

하는 퇴직연금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입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기금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만약, 가입자가 특정 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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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기금에 자동 가입이 되었으며, 기금 가입 후에도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

를 내리지 않을 경우 각 기금에서 설정한 디폴트 펀드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었다. 

<그림 Ⅱ-3> 호주 Superannuation 기금선택 및 운용지시

그러나 기존의 기금별 디폴트 펀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The Superannua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2가 시행되면서 MySuper 제도

가 도입되게 되었다. MySuper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4년 1월부터 디폴트 옵션에 신규

로 투자되는 자금은 모두 MySuper로 인정받은 디폴트 펀드로 자동 운용되게 제한되

었다. 또한 기존의 디폴트 펀드에 투자되었던 적립금도 2017년 6월까지 모두 MySuper 

상품으로 이전되게 되었다. MySuper 상품은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가입자가 합리적

인 비용으로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펀드별 운용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상품 제공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 제고에 힘썼다.

Mysuper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투자전략으로 단일 옵션 펀드(Single Well-diversified Investment)나 나이에 따라 

자산배분이 변화하는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펀드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 수수료는 관리비, 투자비, 거래비, 탈퇴비, 전환비 등으로 제한된다.

∙ 투자전략, 목표 수익률, 위험률, 수수료, 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필

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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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품은 자동가입제도인 Opt-Out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MySuper 도입 초기에는 단일 옵션 펀드만을 MySuper 상품으로 허용하였으나, 가

입자와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추가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디폴트 펀드에서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림 Ⅱ-4>는 MySuper 도입 전, 후의 디폴트 펀드 유형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2009년에는 비중이 77%였던 단일옵션펀드의 비중이 MySuper가 도입된 

2013년에는 61%까지 감소하는 반면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4> 호주 디폴트 펀드 내 유형의 변화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2014)

다. 영국

영국은 2001년 저축성향이 낮은 중·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수수료

가 낮고 가입, 탈퇴가 유동적인 SHP(Stakeholder’s Pension)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SHP는 사용자가 기여금을 일정금액 이상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

자에게 직접 가입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개선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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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08년 퇴직연금법(The Pensions Act 2008)을 제정하고 2012

년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를 도입하였다.

NEST의 투자옵션은 개인이 선택하되 특별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디폴트 펀드로 운용된다. 만약 근로자가 제도의 탈퇴를 원할 경우 선택적으

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가입이 된다. 단, 탈퇴를 

한 후에는 3년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도의 자동가

입 혹은 가입 가능 여부, 현재 어떠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고지할 의

무를 가진다.

NEST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배분이 조정되는 펀드를 디폴트 

상품(NEST Retirement Date Fund: RDF)으로 지정한다. 2015년 기준으로 NEST 

Retirement Date Fund의 자산규모는 약 4.2억 파운드(약 6,000억 원)로 전체 NEST에

서 제공하는 펀드의 99.13%를 차지하고 있다(<표 Ⅱ-2> 참조).  Retirement Date Fund

는 <그림 Ⅱ-5>와 같이 가입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의 기간을 3단계(Foundation 

Phase, Growth Phase, Consolidation Phase)로 나누어 자산운용을 시행한다.

<표 Ⅱ-2> NEST Funds 자산 규모
(단위: 천 파운드)

구분 2015년 03월 31일 2014년 03월 31일

NEST Retirement Date Funds 416,306 102,810

NEST Higher Risk Fund 2,512 803

NEST Ethical Fund 616 218

NEST Sharia Fund 343 118

NEST Pre-Retirement Fund 165 58

NEST Lower Growth Fund 7 -

총 자산 419,949 104,007

자료: NEST Corporation(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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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NEST Retirement Date Fund 자산운용

자료: NEST Corporation(2015a)

∙ (1단계) Foundation Phase

    : Foundation Phase는 초기 가입단계에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

에 극단적인 투자위험을 피하고 경기변동에 순응하는 투자전략을 시행한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입 후 약 5년간은 기여금을 충분히 쌓는 데 주력한다.

- 물가상승률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하여 자산을 구축한다.

- 장기 변동성이 연 7% 이내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단계) Growth Phase

    : Growth Phase에서는 적립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 Growth Phase 기간은 가입 후 약 6년에서 은퇴시점 10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설

정되며 적립금이 안전하게 Consolidation Phase로 이전되도록 자산운용이 이루

어진다.

- 투자수익률은 물가상승률 +3%를 목표로 한다.

- 변동성이 연 10~12% 이내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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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Consolidation Phase

    : Consolidation Phase는 인출준비 단계로 위험 투자는 지양하고 적립금의 보전을 

중시하며 변동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투자를 지향한다.

- 은퇴 10년을 남겨둔 시점부터 일시금/연금재원 인출 준비단계가 시작되는 단계

이다.

- 은퇴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펀드의 변동성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NEST Retirement Date Fund는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디폴트 펀드로

서 근로자의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배분이 설계되어 있다. 만약 기존

에 설정한 은퇴연령보다 더 오랫동안 투자하기를 원하거나 조기에 인출을 원한다면 

펀드 이동에 따른 부가수수료 없이 은퇴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NEST는 근로자

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택하여 노후 대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퇴

연령 이전에 적립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55%의 세

금을 부과하였다.8)

3. Target Date Fund 구성 및 설계

가. TDF 개요

TDF(Target Date Fund)란 가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입시점부터 목표시점

까지 미리 설정된 자산배분곡선(Glide Path)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을 자동적

으로 재조정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TDF는 생애주기펀드(Life cycle Fund)로도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상 은퇴시점(Target Date)이 가까워짐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자

8) 단, 2015년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이후, 적립금의 25%를 초과하는 인출분에 대해서
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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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배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특성이 있다.

TDF 상품은 1990년 초반 바클레이즈 글로벌(Barclays Global Investors)에 의해 미

국에 최초로 출시되었으나 초기에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령화

가 진행되면서 TDF는 그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성장세

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2006년 제정된 미국의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서 TDF가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되면서 미국의 TDF 자산 규

모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2017년 말 기준 TDF 순자산의 규모는 1조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그림 Ⅱ-6> 참조).

<그림 Ⅱ-6> 미국 TDF 순자산 규모 및 증가율

자료: Morningstar(2018)

나. TDF 특성

1) 자산배분곡선

TDF 상품의 자산배분은 자산배분곡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상품에 설정된 은

퇴시점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7년 현재 은퇴시점이 2035년으로 

설정된 TDF 상품에 가입할 경우 미리 설정된 자산배분곡선상의 2017년 시점부터 자

산배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그림 Ⅱ-7> 참조). 따라서 가입자는 TDF 상품

에 가입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산배분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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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일반펀드와는 달리 TDF 상품은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도 일정 비중 이

상 투자하기 때문에 자국 중심의 투자편향을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Ⅱ-7> TDF Glide Path 예시

TDF 상품은 은퇴시점 이후에도 자산배분이 지속적으로 재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To-Retirement Fund와 Through-Retirement Fund로 구분할 수 있다. To-Retirement 

Fund는 가입자의 연령이 은퇴시점에 도달할 경우 자산배분 재조정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는 반면 Through-Retirement Fund는 은퇴시점 이후에도 자산배분이 지속적

으로 재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그림 Ⅱ-8> 참조). 일반적으로 Through-Retirement 

Fund는 은퇴 이후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위험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자산의 가치상승을 추구하려는 가입자들이 선호한다. 

반면, 소득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입자의 경우 To-Retirement Fund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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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To-Retirement Fund와 Through-Retirement Fund 비교

자료: 삼성증권(2015)

2) 인적자본

TDF는 자산배분곡선 설계 시 가입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고려한다는 점

에서 다른 일반적인 금융 상품들과 차별성이 있다. 여기서 인적자본이란 가입자가 미

래에 벌어들일 잠재적인 소득의 합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을 의미한다. 가입자의 생

애소득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적자본의 

합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인적자본은 <표 Ⅱ-3>과 같이 ① 은퇴 전 소비를 위한 

소득의 현재가치, ② 저축을 위한 소득의 현재가치, ③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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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자산축적기 가입자의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금융자산 　

은퇴비용

· 은퇴 전 예상되는 소비의 현재가치

인적자본

· 은퇴 전 소비를 위한 소득의 
   현재가치

· 은퇴 후 예상되는 소비의 현재가치

· 저축을 위한 소득의 현재가치
증여재산 유산의 현재 가치

· 연금급여의 현재가치

잉여 (or 부족)

자료: Ibbotson(2008)

저연령 가입자는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보

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의 크기는 큰 반면 상대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작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자본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금융

자산은 매 시점 발생하는 소득의 지속적인 적립으로 증가하게 된다(<그림 Ⅱ-9> 참조). 

<그림 Ⅱ-9> 연령에 따른 금융자산 및 인적자본의 변화

자료: Ibbotson(2008)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흐

름을 가진다. 따라서 인적자본은 채권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를 총 자산(=금융자산+인적자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연령 가입자는 대

부분의 자산을 인적자본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 자산 포트폴리오는 채권을 중



34 연구보고서 2018-23

심으로 투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연령 가입자는 금융자산을 보다 공격적

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은퇴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고연령 가입자의 경우 총 자산 포트폴리오의 대부

분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금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자

산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자산운용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TDF의 자산배분곡선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가입초기에는 주식투

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투

자전략을 추구한다.

다. TDF의 자산배분곡선 설계

1) TDF의 자산배분곡선 설계 프로세스

TDF의 자산운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자산배분곡선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Ibbotson(2008)에 의

하면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가입자의 인적자본은 평소에는 채권처럼 큰 변동성이 없

이 일정 급여를 받는다는 특성이 있지만, 경제적 충격이 왔을 경우 불확실성이 증대되

어 주식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bbotson(2008)은 일반

적인 직업을 가진 가입자의 인적자본을 정크본드(Junk Bond)에 비유하였으며 ‘채권  

70%+주식 30%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것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가입자의 인적자본 포트폴리오를 계량화한 후에는 인적자본 포트폴리오와 현재 가

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결합시켜 가상의 통합 포트폴리오

(Hypothetical Market Portfolio)를 도출할 수 있다. Ibbotson(2008)은 정부 설문조사, 

시가총액 데이터 등을 통해 일반적인 가입자가 달성해야 하는 통합 포트폴리오의 최

적자산배분(채권 54%:주식 46%)을 제시하였다. 통합 포트폴리오 최적자산배분이 설정

되면 <그림 Ⅱ-10>과 같이 인적자본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역으로 금융자산 포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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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의 최적자산배분 비중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연령 가입자는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인적자본이기 때문에 통합포트

폴리오의 최적자산배분(54:46)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주식에 투자

하여야 한다. 반면, 고연령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통합포트폴리오의 최적자산배분(54:46)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대부

분을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최적자산배분곡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강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림 Ⅱ-10> 인적자본을 고려한 자산배분 비중 도출 과정

자료: Ibbotson(2008)

2) 가입자의 직업특성을 반영한 자산배분곡선

인적자본은 가입자의 직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의 경우 급여의 현금흐름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채권

에 가까운 특성을 가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가 실적에 연동되어 있는 헤지

펀드 매니저나 투자은행 종사자의 경우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의 변

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주식의 특성을 가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업

에 따라 인적자본의 현금흐름은 상이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특성을 고려하여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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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포트폴리오를 차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Ibbotson(2008)은 개별가입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인적자본의 성격을 Safe, Average, Risky로 구분하였다(<그림 Ⅱ

-11> 참조). 

<그림 Ⅱ-11> 직업특성을 고려한 자산배분 비중 도출 과정

자료: Ibbotson(2008)

인적자본의 성격이 안정적일수록 금융자산은 공격적으로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업특성을 반영하여 자산배분곡선을 도출하면 <그림 Ⅱ-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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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직업특성을 고려한 자산배분곡선

자료: Ibbotson(2008)

3) 가입자의 위험선호도를 반영한 자산배분곡선

동일한 연령과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위험선호도에 따라 

자산배분곡선은 달라질 수 있다. Ibbotson(2008)은 개별가입자의 위험선호도를 각각 

Conservative, Moderate, Aggressive로 구분한 후 위험선호도에 따른 가상의 통합포트

폴리오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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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가입자의 위험선호도를 고려한 자산배분 비중 도출 과정

자료: Ibbotson(2008)

위험선호도가 높을수록 금융자산은 공격적으로 투자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위험선

호도를 반영하여 각각의 자산배분곡선을 도출하면 <그림 Ⅱ-14>와 같다.

<그림 Ⅱ-14> 가입자의 위험선호도를 고려한 자산배분곡선

자료: Ibbotso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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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하나의 최적자산배분곡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가입자의 인적자본특

성, 위험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에게 맞는 각각의 자산배분곡선을 도출

해야 한다. 이때, 인적자본은 가입자의 연령, 직업특성,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 부채 규

모 등에 영향을 받으며, 위험선호도는 개별가입자의 주관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Ibbotson(2008)은 이러한 인적자본과 위험선호도를 고려하여 <그림 Ⅱ-15>와 같이 총 

9개의 자산배분곡선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림 Ⅱ-15> 인적자본특성과 위험선호도를 반영한 자산배분곡선 시나리오

자료: Ibbotson(2008)

4. 도입 방안

다수의 연금 선진국은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자산운

용을 하지 않는 가입자들 또한 적정 수준의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게 유도하고 있다. 주

요 선진국에서 수익률 악화 문제의 개선을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였던 점을 감안

하면, 국내 디폴트 옵션 도입 시 실적배당상품 중 안전성 및 예측 가능성을 겸비한 펀

드를 디폴트 펀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장기·분산투자에 적합

한 디폴트 옵션용 펀드의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디폴트 펀드의 선정 요건으로는 ① 가

입자의 연령, 은퇴시점, 보유자산 고려 여부 ② 수수료 ③ 운용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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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디폴트 펀드 상품 선정 예시

디폴트 옵션 상품은 1차적으로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금감원에 등

록하고, 2차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펀드들 중에서 가입자 성향별 디폴트 옵션 상

품을 최종 선정 및 고객에게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사

례를 고려하였을 때 디폴트 옵션 가입방식은 가입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방식이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7> 디폴트 옵션 구조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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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펀드에 대한 투자이므로, 자본시장법상의 투

자자 보호 장치인 적합성원칙9) 및 설명의무10) 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디폴

트 옵션의 핵심이 의사결정 및 프로세스의 간편성에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성원

칙 및 설명의무를 강제화하는 것은 디폴트 옵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공적기관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상품에 대한 상품설명

서를 검증하고 표준화하여 가입자들이 상품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리스크 양, 예상 손익, 수수료 등의 디

폴트 옵션 기본정보들을 표준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추가로 디폴트 옵션에 대한 가입자의 운용성과, 사회적 평가 등을 위하여 공시 및 

통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공시의 경우 디폴트 옵션 상품은 자산운용사가, 디폴

트 옵션 위험등급별 라인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각각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통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설명의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옵션 상품의 매수·변경 시 통지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디폴트 옵션 도입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 옵션 가입자에게 수익률, 적

립금, 편입상품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9)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적합성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
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
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42 연구보고서 2018-23

<그림 Ⅱ-18> 디폴트 옵션 공시 및 통지의무 예시

마지막으로 디폴트 옵션 활성화를 통해서 가입자의 효용을 증대하고 수익률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디폴트 옵션을 임의 제도로 

도입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수익률 공시 부담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사업

자가 제도 실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디

폴트 옵션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사례처럼 투자손실에 대한 면책요건을 일정부

분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 및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19> 디폴트 옵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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