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Occupational Pensions and Default Options

As of 2020, the occupational pension funds in Korea have reached 255 trillion KRW, 

and more than 30 trillion KRW is added annually to the funds. While occupational 

pensions will play a crucial role as retirement income in the future, workers seem 

not to manage their assets in the pension funds properly. 83% of participants i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s have never changed their asset allocations during 

the past year, and more than 80% of their assets consist of principal-guaranteed 

type products.

The Korean government is introducing the Default Option scheme to improve the 

return of occupational pension funds. Under the Default Option scheme, if a worker 

does not choose her/his asset allocation, the pension provider will invest his/her 

money in the investment portfolios pre-selected by the employer or th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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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ed legislative bills allow employers or workers to choose one or more asset 

allocations among the ones pre-designated by pension providers. 

2. The Effect of Default Options

While the Default Option scheme can improve the return of occupational pension 

funds, it can increase the market risk exposure of the funds. For instance, over the 

past ten years, the returns of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and performance-linked 

products were 2.75% and 3.54% respectively. However, a higher expected return 

comes with higher return volatility, and each individual has a different risk tolerance 

level. Moreover, if investment under a Default Option performs poorly and causes 

workers principal losses, it could damage the workers’ trust in th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financial authorities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Default Option products 

and pension providers offer a limited number of products, workers may take the 

products as recommend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ension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implementing the Default Option scheme, 86% of pension plan 

participants have managed some or all of their assets in the pension funds 

according to the Default Options. Most workers in Korea are also expected to follow 

the Default Options if the scheme is implemented in the Korean corporate pension 

market.

3.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nsumer education for pension plan participants 

to mitigate consumer conflicts due to their investment losses on Default Options. 

We should note that financial products that consumers chose - such as DLF, 

Optimus, and Lime - had mis-selling problems.



Second, we should consider less risk-tolerant participants. Therefore we could 

consider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in the Default options despite default option 

proponents’ concern that those products could weaken the scheme’s purpose, 

namely to improve the investment returns of occupational pension funds.

Third, there should be measures to make pension providers recommend 

financial products for the workers’ best interests since the scheme lets 

the pension providers recommend the products in the Default Option. In the 

UK, FCA requires pension providers to establish and maintain 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s (IGC) representing workers’ interests and 

complementing the Default Optio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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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현황

¡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어 2020년 현재 적립금은 255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적립금 

성장률은 15% 안팎에 이름

Ÿ 2019년 이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며 2022년부터는 10인 이하 사업장 근로

자 역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

- 가입의무화로 인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적립금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20년 퇴직연금 자산은 255.5조 원으로 국민연금 자산 833.7조 원의 30% 수준이며, 2020년 한 

해 동안 적립된 부담금의 규모는 34.4조 원으로 국민연금 47.8조 원의 71% 수준임

¡ 퇴직연금 대상자와 자산이 빠르게 성장하고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의 효과적인 

운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Ÿ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최근 1년간 퇴직연금 자산 운

용지시를 한 적이 없고, 27%는 본인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현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함1)

Ÿ 운용되고 있는 자산 역시 DB형의 94.6%, DC형의 80%, 그리고 개인형 IRP의 74.5%가 원리금보장

형으로 운용되고 있음

- 이는 개인의 위험회피 성향 및 금융지식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Ÿ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을 사전에 지정

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이라 함) 도입이 논의되

고 있음

1) 금융투자협회(2018),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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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그림 2> 금융권역별 적립금 현황

(단위: 조 원)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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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구분
DB DC 개인형 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38.0 100.0 57.8 100.0 25.4 100.0 221.2 100.0

원리금보장 130.5 94.6 48.7 80.3 18.9 74.5 198.2 89.6

실적배당 7.5 5.4 9.1 15.7 6.5 25.5 23.0 10.4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6)

(단위: 조 원, %)

2. 디폴트옵션

가. 디폴트옵션

¡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임

Ÿ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혹은 가입자)가 근로

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에 운용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함

- 사용자는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어느 하나 이

상을 선정할 수 있음

- 도입방식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임

나. 디폴트옵션의 장·단점

¡ 실적배당형의 기대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의 기대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이 디폴트옵션 도

입을 통한 실적배당형 투자를 장려하는 주요 논거라 할 수 있음

Ÿ 과거 5년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1.74%인 반면 실적배당형은 2.14%로 

0.4%p(23%) 높았으며, 10년간 수익률의 경우 원리금보장형(2.75%), 실적배당형(3.54%)의 격차가 

0.8%p(29%)로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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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 수익률

(단위 : %)

¡ 그러나 실적배당형 투자는 높은 기대수익률과 함께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Ÿ 개인마다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 성향이 다르므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자산을 임의로 실적

배당형 상품 가입으로 유도하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다양한 이유로 가입자가 운용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이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상

품에 투자되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을 받을 수 있음

다. 디폴트옵션 도입 시 영향

¡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강력한 추천효과를 가지게 될 것임

Ÿ DC형 가입자의 경우 현재 적개는 100여 개, 많게는 900여 개 이상의 금융상품 중 자산운용방법을 선

택해야 하므로 상품 비교 및 선택의 어려움(Choice Overload)에 직면해 있음

Ÿ 디폴트옵션을 통해 운용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감독기관이 검증하고 금융회사가 제안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의 수는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되므로, 가입자는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임

- 미국, 호주 등 디폴트옵션을 이미 도입한 국가의 경우 디폴트옵션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상품의 안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에 포함된 상품은 감독기관이 안정성을 인정하고,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상품이라

는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대다수 가입자들은 디폴트옵션을 통해 지정된 운용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Ÿ 본인의 퇴직연금자산에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온 가입자들의 자산 대부분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권역 구분 DB DC·IRP 특례 IRP 전체

 전체
5년 1.75 1.92 1.51 1.76

10년 2.75 3.00 2.75 2.81

 원리금보장형
5년 1.72 1.92 1.45 1.74

10년 2.72 2.88 2.66 2.75

 실적배당형
5년 2.54 2.08 1.78 2.15

10년 3.62 3.50 3.51 3.54

 주: ’19년 기준 과거 5년, 10년 동안의 수수료 차감 후 연 환산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형에는 대기성자금이 포함됨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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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지난 1년간 퇴직연금자산에 

운용지시를 한 적이 없음2)

Ÿ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해 오던 가입자 역시 디폴트옵션의 추천효과로 인해 디폴트옵션에 포함된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86%가 본인의 퇴직연금 자산 

일부 혹은 전부를 디폴트옵션을 통해 운용하고 있음3)

라. 고려사항

¡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어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철저한 가

입자 교육이 필요함

Ÿ DC형 가입자에게 실적배당형 상품의 내용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대한 내용을 적

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가입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금융상품에서조차 DLF, 옵티머스, 라임사태 등 충분한 설

명 제공과 적합성원칙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가입자 교육 및 정보전달을 통해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준수 등 소비자 관련 이슈들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과 함께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하여 개인 선호에 따라 디폴트옵션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

Ÿ 원리금보장형 상품 포함 시 실적배당형 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라는 디폴트옵션 도입 의도가 퇴색된다

는 지적이 있으나 제도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디폴트옵션 도입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추천 기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가입

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상품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Ÿ 디폴트옵션은 소비자 선택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장점 및 효과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회사(혹은 

전문가)가 가입자 이익이 아닌 금융회사(혹은 전문가)의 이익을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는 부분을 고려해야 함

Ÿ 영국의 경우 연금사업자 내부에 계약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지배구조위원회(IGC: 

2) 금융투자협회(2018),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

3) Beshears, Choi, Laibson, Madrian(2006), “The Importance of Default Options for Retirement Savings Outcomes: 

Evidence from the U.S.”

4) 윤창현 의원이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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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를 구성하여 디폴트옵션 지배구조를 보완함

- IGC에서는 상품 수수료와 비용, 서비스와 운영관리, 의사소통과 공시, 상품설계와 적합성, 상품과 수

익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감독청(FCA)을 통해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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