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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低) 1고(高) 시대의
펀드 자산관리



2저(低低低低) 1고(高高高高)란?



한국의 고령화

2016

2016년부터 본격화



수명의 증가

자료 : 통계청



수명의 증가

자료 : 통계청

성별 기대여명



내가 100세까지 살 확률은?

자료 :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



고령화와 함께 오는 저성장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6. 8)



고령화, 저성장은 위험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일본일본일본일본주가지수주가지수주가지수주가지수(TOPIX)(TOPIX)(TOPIX)(TOPIX)일본일본일본일본주요주요주요주요 6666대대대대도시의도시의도시의도시의상업용지상업용지상업용지상업용지가격가격가격가격일본일본일본일본골프회원권골프회원권골프회원권골프회원권가격가격가격가격
((((기간기간기간기간 : 1985~ 2008): 1985~ 2008): 1985~ 2008): 1985~ 2008)



위험자산 가격보다 더 문제인건 금리다



정부 재정 악화와 금리의 상관관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6. 8)



실제로도 고령자 비율과 금리는 거꾸로 움직인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 늘어날 때 실질 채권 수익률 변화】

자료: OECD (2006년)

구분구분구분구분 OECDOECDOECDOECD OECD(16OECD(16OECD(16OECD(16개국개국개국개국) + ) + ) + ) + 신흥시장국신흥시장국신흥시장국신흥시장국(8(8(8(8개국개국개국개국))))

국채 -0.13 % -0.15 %

회사채 -0.81 % -0.84 %



금리가 1% 떨어지면 노후자금 얼마나 더 필요한가?



2저(低低低低) 1고(高高高高) 시대의 자산관리



2저 1고 시대의 자산관리 목표

단기 관점에서 장기 관점으로

자산 관점에서 소득 관점으로



2저 1고 시대의 자산관리 방법 – 답은 연금



연금의 4가지 특징

연금은 초장기 운용 상품이다

연금은 적립과 인출의 과정을 거친다

연금은 자기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

연금은 분산된 상품을 운용해야 한다



연금과 찰떡궁합인 금융상품은 펀드다



펀드, Why Multiple?



왜 펀드는 분산 투자 해야 하는가?



왜 펀드는 분산 투자 해야 하는가?



글로벌 분산투자의 효과



연금 펀드의 종류



주식형 펀드의 종류

구분 국내 해외

액티브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중소형주, 섹터주식

패시브 주식형 ETF, 주식형 인덱스 펀드



Tip. 퇴직연금, 연금저축 모두 ETF 투자가능

ETF 특징 1 : 는 수수료가 싸다

ETF 특징 2 :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레버리지, 인버스형 ETF는 연금에서 투자 불가능



연금 펀드의 3가지 안전장치

연금 펀드는 장기로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연금 펀드는 적립식으로 투자된다

연금 펀드는 분산 투자가 일반적이다



장기 투자의 효과

연금 펀드는 장기로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연금 펀드는 적립식으로 투자된다

연금 펀드는 분산 투자가 일반적이다

< KOSPI지수의 투자기간별 최대·최소·평균 연 수익률 >
(2000년 1월~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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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자산배분의 효과



채권형 펀드의 종류

국내 해외

일반채권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하이일드 채권, 글로벌 채권



기타 펀드

구분 펀드 명

대체자산 REITs(상장 부동산 펀드)

복수자산
투자형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멀티에셋 펀드



Tip.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펀드, Why Simple?



펀드 투자 절차가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연금 펀드 투자 과정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



내게 맞는 연금 펀드 및 상품 고르는 법



TDF(Target Date Fund)

연금 투자자의 연령과 은퇴시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자산 배분 비율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상품



TDF의 특징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등의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한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에 분산 투자한다

지속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펀드들의 비중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펀드를 교체한다



일반 자산배분 펀드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의 자산 배분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펀드
일반적으로 3~4개의 유형이 제시된다



Thank you.

미래에셋은퇴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