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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퇴직연금 가입자 개인이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확정기여(DC)형 퇴

직연금의 가입자와 적립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체 퇴직연금 가입

자 중 DC형 가입자 비중은 2019년말 48.9%를 기록하였고, 2020년말 

255조 5,000억원에 달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DC형이 26.3%를 차지

하였다(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1년; 통계청, 2020년). 퇴직연금이 

확정급여(DB)형에서 DC형으로 바뀌는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

상(Benartzi & Thaler, 2007)으로, 앞으로도 퇴직연금은 DC형을 중심으

로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투자 의사결정이 은퇴시점의 자산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나 DC형 가입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

리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실정이다. DC형 가입자들의 소홀한 퇴직연금 관

리행동은 원리금보장 상품에의 지나친 쏠림과 낮은 수익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DC형 가입자들이 적절한 관리행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심리적 편향(bias)에서 찾을 

수 있지만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관

리행동을 규명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심리적 편향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에

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갖춰야 할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어떠한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규명하고, 그렇게 규명한 관

리역량을 DC형 가입자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퇴직연금 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중 퇴직연금 관

리지식이 위계구조를 갖는지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DC형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행해야 할 적절한 관리행

동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리한 뒤 설문조

사를 통해 DC형 가입자들의 관리행동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어서 관리행동의 수준에 따라 DC형 가입자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가입자 특성 및 관리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DC형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심

리적 편향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

동의 정의와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검



 

ii 

증하였다. 여기에 선행연구를 검토해 정리한 심리적 편향 측정 문항을 

추가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을“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퇴직연금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퇴직연금 관리지식, 퇴직연금 관리기능, 퇴직연금 관리태도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필요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부 내용으로 관리지식 17개 항목(빅 아이디어(6개), 핵심 지식(9개),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2개)), 관리기능 4개 항목, 관리태도 8개 항목 

(관리의 중요성 인식,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관리하려는 행동의 

지 등 3개 하위차원)을 도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DC형 퇴직연금 가 

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를 산출한 결과 74.0점(100점 만점 기 

준)으로 나타났다. 관리지식의 세 가지 하위범주 중 빅 아이디어의 환산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한 관리지식의 위계구조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편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관리역량의 차이가 나타나 이를 고려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며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현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 

장 낮은 수준의 관리역량을 보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 

연금 가입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관리역량을 갖춰 

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적합 

한 금융투자상품을 찾아서 투자하고, 투자성과를 평가하여, 투자 포트폴 

리오를 유지·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 적립금을 늘려가는 장기적이고 반 

복적인 투자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네 단계에서 

가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이 있는데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단계에서 

는 퇴직연금 가입시 적립금 목표를 세우고, (네 번째 단계인) 관리 성과 

평가 후 목표를 점검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리 방법 탐색 및 비 

교 단계의 과업은 퇴직연금 투자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탐색하 

기, 타인이 제공한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활용하기, 탐색한(또는 제공받 

은) 금융투자 상품 정보를 비교하기 등이다. 관리 실행 단계에서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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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투자할 상품) 결정 후 지체없이 실행하기라는 과업이 주어진다. 관 

리 성과 평가 단계의 과업은 퇴직연금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투자 포트폴리오 유지·변경 결정하기 등이다.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에 

따라 가입자 집단을 구분한 결과 전체의 1/3정도가 모든 관리행동 단계 

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관리소홀형으로, 29%가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을 관리하는 적극관리형으로 나타났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리행 

동은 그 결과가 수익률로 나타나는데 적극관리형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높아 수익률이 연 5% 이상인 경우 적극관리형 비중이 81.0%에 달하였 

다. 이에 비해 관리소홀형은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모르는 경우의 

3/4을, 수익률이 연 2% 미만인 경우의 1/3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본 연구가 제시한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연구문제 3]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심리적 편향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전체 관리행동은 물론, 관리행동의 각 단계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관리목표를 수립 

하고 점검하며, 관리방법을 비교탐색하고, 실행 및 관리성과 평가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자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위해 퇴직연금 관리역량 제고가 필 

요함을 입증하는 실증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 

성요소 및 하위차원과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리기능과 관리태도가 전반적인 관리행동 및 관 

리행동의 각 단계들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관리기능 

과 더불어 관리태도의 하위차원인‘관리의 중요성 인식’은 퇴직연금 관 

리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역량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퇴 

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편 

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 

리행동 2단계인‘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행동’에서 자기과신의 조절효 

과가, 관리행동 4단계인‘관리 성과 평가 행동’에서 현상유지 편향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과신 편향이 약할수록 퇴직연 

금 관리역량이 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상유지 편향이 약할수록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관리 

성과 평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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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퇴직연금을 투자한 상품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6.6%에 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퇴 

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을 아예 확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적립금 및 

수익률을 확인하였더라도 기존 투자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사람도 있으며, 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자칫 새로운 

결정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혹은 과거 투자 경 

험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투자 상품 변경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다양한 이유 

로 자신의 퇴직연금 관리에 대해 소극적인 실정이다. DC형 퇴직연금 제 

도를 도입한 기업, 퇴직연금 사업자, 정부 등이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 

리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거나 소극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 

로 지원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관리역량이 관리행 

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관리 

역량의 구성요소와 관리행동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리기능 및 관리태 

도가 관리행동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 

리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관리행동의 결과인 수익률이 높은 경향도 확 

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가입자들의 관리역량 제고를 통해 관리행동의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DC형 퇴직연 

금 가입자를 위한 교육 및 정책에서‘관리역량 제고 → 관리행동 수준 

향상 → 수익률 상승’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논리의 출 

발점인 관리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을 근로자가 자기책임하 

에 관리해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관리역량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 및 정책에 관리지식의 위계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퇴직 

연금 관리역량이 어떤 지식과 기능을 포함해야 하고 그것들을 중요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기반으로 백워드 설계 

(Backward Design)의 지식의 위계구조 정리 방법을 차용하여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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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식을 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 세 가 

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를 산출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하위차원 중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구분하였던 

빅 아이디어가 퇴직연금 관리역량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관리역량 구성요소 및 관리행동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본 연구의 

관리지식의 위계구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 중에서 어떤 것 

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지가 중요하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교육 및 정책에 본 연구가 실증분석으로 확인한 퇴직연금 관리지식 

의 위계구조를 근거로 삼아 빅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적용 

해야 한다. 

넷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책에서 심 

리적 편향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퇴직 

연금 관리역량의 관리 성과 평가 행동에 대한 영향에서 현상유지 편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과신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심리적 편향에 취약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관련된 교육 방법이나 정책 수립 시 

가입자의 성별과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 보다 관리지식 전반과, 관리지식의 하위차원 중 빅 아이디 

어 및 관리기능의 수준이 낮았다.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리행동의 모든 단계에 

서 수준이 낮았다. 50대는 퇴직연금 관리방법 이해에 대한 니즈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교육 방법 및 정책이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에 소홀한 상황 

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한 연구를 통해 DC형 가입자들에게 필요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부 내용을 규명하였고,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그 과 

정에서 심리적 편향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교육, 연구, 정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더 많은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역량을 키워 바람직한 관리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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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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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퇴직연금은 3층 연금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국민연금 및 개인연 

금과 함께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생활 안전판을 구성한다. 장수가 축 

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장수 위험에 대비하려면 3층 연금을 얼 

마나 탄탄하게 준비하는지가 관건이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지고 적립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할 일은 거의 없다. 개인연금은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원한다면 

자신이 납입한 돈을 어떻게 투자할 지도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달 

리 가입부터 관리까지 개인이 결정하고 실행할 것이 많다. 한편 퇴직연 

금은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역할이 달라진 

다. DB형 퇴직연금은 과거 퇴직금처럼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하지만 DC형은 개인이 책임지고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선택한 금융투자의 결과를 가 

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다. 

이처럼 퇴직연금 가입자 개인이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DC형은 그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와 적립금 두 가지 모두에서 DC형 

증가세가 뚜렷하다. 통계청이 2015년말 기준 통계부터 발표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 통계를 살펴보면, DC형 가입자 비중은 2015년말 

40.0%였다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말 48.9%를 기록하였다 

(통계청, 2017년·2020년). DC형 적립금 비중도 2016년말 23.9%에서 

2020년말 26.3%로 늘어났다(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1년).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DC형을 선택하여 노후 자금을 

스스로 불리고 싶다는 욕구가 커진 것이 DC형 증가의 배경이다. 여기에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관리 부담을 덜고 싶은 회사측 입장도 DC형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4년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0년말 255조 

5,000억원으로 불어났다(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1년). 앞으로도 퇴 

직연금은 DC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DC형 퇴직연금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 된 미국의 경험이 이런 전 

망을 뒷받침한다. 미국 퇴직연금 적립금 중 DC형의 비중은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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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 1992년 DB형을 넘어섰고 2017년 71%로 불어났다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18). 퇴직연금이 DB형에서 DC형 

으로 바뀌는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Benartzi & Thaler, 

2007).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투자 의사결정이 은퇴시점의 자산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Van Schalkwyk, 

2012). 하지만 현실에서는 DC형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하 

는데 매우 소극적인 실정이다. 2017년 한 해 DC형 가입자의 91.4%는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을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금융감독원, 2018년). 한 

국경제신문이 2021년 7월 DC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에서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선택한 상품을 가입 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68.4%에 달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21년 

7월26일자 A5면). 

DC형 가입자들의 소홀한 퇴직연금 관리행동은 원리금보장 상품에의 

지나친 쏠림과 낮은 수익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원리금보장 상 

품에 들어있는 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83.3%에 달하고 나머지 

16.7%만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되었다(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1년).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이라서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리금보 

장 상품에 넣어둔 채 적절한 관리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 DC형 가입자는 

대부분이 태만한(inattentive)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불린다(Mitchell et 

al., 2006). 적절한 관리행동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해서도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동아일보, 20 

20년 8월22일자 A1면; 한국경제신문, 2021년 4월5일자 A12면). 

DC형 가입자들이 적절한 관리행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그 

런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에서 찾을 수 있다. DC형 가입자 대상 설 

문조사들(금융투자협회, 2018; 한국경제신문 2021년 7월26일자 A5 

면)에서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을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하는데 필 

요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품 선택 및 변경 절차를 잘 모르며,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한 퇴직 

연금 관리행동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입자들이 역량 부족을 토로하는 상황이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기업의 

퇴직연금 관련 연구는 주로 제도 유형 선택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으며(권순원 외, 2010; 김대환·류건식, 2012; 김병 

옥, 2011; 반정호, 2005; 임두빈·전용일, 2012; 최신애, 2014) DC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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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다룬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퇴 

직연금이 법정의무제도가 아닌 임의가입제도로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 

제도인 401(k)에 근로자가 가입하려면 한 달 급여 중 몇 %를 401(k) 

에 넣을지, 즉 기여율(contribution rate)을 정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특성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및 기여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 

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Mitchell et al., 

2006; Van Schalkwyk, 2012). DC형 퇴직연금을 거론하는 연구들이 많 

지만 이들은 대부분 금융이해력이나 재무관리역량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FSA, 2008; 

Lusardi & Mitchell, 2014). 즉,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적합한, 그들을 

위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금융이해력이나 재무 

관리역량의 맥락 내에서 다뤄진 것으로 이들과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DC형 가입자들이 적절한 관리행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심리적 편향(bias)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심리적 편향을 보이기 쉽다(Montier, 2002). DC형 가 

입자도 일반적인 금융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심리적 편향을 보이며 

여러 연구들이 DC형 퇴직연금 가입 및 관리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편향 

을 밝혀왔다(Agnew et al., 2003; Basu & Drew, 2010; Benartzi & 

Thaler, 2007; Bilias et al., 2010; Iyengar & Kamenica, 2010; Lu & 

Tang, 2019; Madrian & Shea, 2001; Mitchell et al., 2006; Van 

Schalkwyk, 2012). 그러나 단일 또는 소수 편향이 DC형 퇴직연금 가 

입 또는 일회성 자산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 

으로 DC형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편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투자 방법과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역할을 고려할 

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심리적 편향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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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

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

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편향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 관련 교육과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심리적 편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 및 의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갖춰야 할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어떠한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그

렇게 규명한 관리역량을 DC형 가입자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 동안 금융이해력이

나 재무관리역량의 논의 맥락 내에서 이뤄져 왔던 DC형 가입자의 역량 

관련 논의를 DC형 가입자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이해력이나 재무관리역량의 논

의 맥락 내에서 DC형 가입자의 역량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 

역량의 보편성을 강조한다면, 본 연구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나 금융투

자자와 구별되는 DC형 가입자의 상황을 감안해 DC형 가입자의 역량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역량의 특수성에 무게를 둔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중 퇴직연금 관리지식이 위계구조를 

갖는지도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식의 세부 내용에 우선순

위를 부여하거나 위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관리지식

의 위계구조를 확인하게 되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의를 갖게 된

다. 학문적으로는 소비자 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에 대해 위계구조의 관

점에서 접근하는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는 교육 및 정책 담당자들이 DC형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 관리지식을 

위계구조에 맞춰 제시함으로써 교육 및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DC형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행동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DC형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행해야 할 적절한 

관리행동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리한 뒤 

설문조사를 통해 DC형 가입자들의 관리행동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관리행동의 수준에 따라 DC형 가입자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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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특성 및 관리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관리행동이 바람직한 관리행동의 결과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관리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DC형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심리적 편향이 관리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관리역량의 관리행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DC형 가입자의 관리역량 제고를 통한 관리행동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편향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 관련 교육과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심리적 편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생활 안전판 중 하나 

인 퇴직연금에서 DC형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DC 

형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에 소홀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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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퇴직연금제도 개관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퇴직연금제도 주요 내용과 가입 현황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려면 퇴직급여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본 절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과 퇴직연금 가입 현황을 정리하였다. 

 

1. 퇴직급여제도 변천 과정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을 보통 퇴직금이라고 한다. 하지 

만 법률과 제도상으로는 퇴직급여가 맞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는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졌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도입되었고 1961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의무 

화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기업이 퇴 

직금 재원을 사외에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운영경비 등으로 이용하는 경 

우가 많아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 

게 발생하였다.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였던 것이다. 이 

에 정부는 1977년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종업원퇴 

직적립보험(이하 종퇴보험)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종퇴보험을 담 

보로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00년 10월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사외에 예치된 퇴직금을 근로 

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험이 도입되었다. 종퇴보험 

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었다. 

하지만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벌어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퇴직 

보험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결국 정부는 2005년 1월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 

입하였다. 2011년 7월에는 근퇴법을 전부개정하여 새로 설립되는 사업 

장의 경우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규 

정하였다. 그 때까지는 퇴직금제도가 우선 설정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 

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식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신설 사 

업장은 퇴직금 우선이 아닌 퇴직연금제도 우선 설정을 의무화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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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퇴직급여제도 변천 

출처: 보험연수원·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 교재(2018) 

의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2. 퇴직연금제도 주요 내용 

 

1) 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고, 이 퇴직급여를 추후 연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 

도”(금융감독원, 2018년 9월)이다. 퇴직급여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느냐 

에 따라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제도와 확정기여 

(DC, 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이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 

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받 

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이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 

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 

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퇴직급여 금액이 자신의 운용성과에 따 

라 변동된다. <표 2-1>은 DB형 및 DC형의 특징을 퇴직금과 비교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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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퇴직금, DB형, DC형의 특징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적립방법 사내 적립 

사외 적립 

※2019∼2020년 90% 

2021년 이후 100% 

사외 적립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급여수준 계속근로연수x30일분의 평균임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이드북‘행복한 동행, 퇴직연금’(2018) 

 

2011년 근퇴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새로 도입되었다. IRP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 

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한다는 점이 DC형과 같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A기업 

에서 퇴직하여 B기업에서 일하다 C기업을 거쳐 퇴직하였다면 이 사람은 

A, B, C 등 세 회사에서 받은 모든 퇴직급여를 IRP에서 운용할 수 있다 

([그림 2-2] 참고). 2011년 근퇴법 개정으로 DB형 및 DC형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IRP로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서 쓰는 것을 막고 IRP에서 운용 하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그림 2-2] IRP 활용 예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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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운용 규제 

퇴직연금 자산은 노후생활자금 준비수단이라 근로자가 신중하게 운 

용하도록 규제하는 나라가 많다. 선진국에 비해 제도 도입 초기인 우리 

나라는 원금손실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운용 

제한이 강한 편이다(보험연수원·한국공인노무사회, 2018). 특히 사용자 

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 보다는 가입자 스스로 운용해야 하는 DC형 

및 IRP에 적용되는 투자제한이 더 엄격하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근퇴 

법과 그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감독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적 

립금 운용상품을 원리금보장 상품과 원리금비보장 상품으로 구분하고,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투자한도를 설정하였다. 원리금보장 상품은‘은행, 

저축은행 및 우체국 예금·적금’,‘원리금보장 보험계약(금리연동형, 이 

율보증형)’,‘환매조건부 채권(RP)’,‘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발행어음, 표지어음, 원금보장형 ELB(Equity Linked Bond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이다. 원리금보장 상품은 DB, DC, IRP 가릴 

것 없이 모두 투자 제한이 없다.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종류별로 3단계 투자한도(투자금지, 적립금의 

70% 이내 투자, 적립금 100% 투자)가 적용된다. 첫째, 투자금지 상품 

은 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표 2-2>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지분증권 (주식)의 

경우 DC 및 IRP는 전면 금지되고 DB는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 비적 

격시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채무증권(채권)은 투자 부적격 등급 채 

권이 금지 대상이다. 수익증권(펀드)은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이상)펀 

드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표 2-2> 원리금비보장 상품 종류별 투자금지 상품 

분류 내용 

증권 

지분증권 
[DB]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등  

[DC·IRP] 전면 금지 

채무증권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등 

수익증권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이상)펀드, 투자 부적격등급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모발행, 최대 손실률 원금의 40% 초과 

증권예탁증권 [DB] 국내 비상장 증권예탁증권 [DC·IRP] 금지 

파생상품 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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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령상 투자금지 상품으로 열거하지 않은 원리금비보장 상품 

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7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표 2-

3> 참고). DB, DC, IRP 모두 적립금의 70%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투자적격등급 채무증권’,‘주식편입비율 40% 초과 펀드’,‘최대 손실 

률이 원금의 40% 미만인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실적배당형 보험’ 등이다. 지분증권, 사모펀드, 증권예탁증권 등은 DB 

는 70%를 투자할 수 있지만 DC 및 IRP는 투자할 수 없다. 

 

<표 2-3> 퇴직연금 적립금 70% 투자가능 원리금비보장 상품 

분류 DB DC·IRP 

채무증권 (투자적격등급) 

퇴직연금 

적립금의 70% 

투자가능 

퇴직연금 적립금의 

70% 투자가능 

수익증권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최대 손실률 원금의 40% 

미만인 ELS/DLS) 

지분증권 

투자 금지 사모펀드 

증권예탁증권 

파생상품 위험회피 목적만 허용 

실적배당형 보험 퇴직연금 적립금의 70% 투자가능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2018)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비보장 상 

품은 증권에 대해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이다. 주식편입 

비율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가 대표적이다. DC 및 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Target Date Fund)에도 적립 

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TDF는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 

략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추는 펀드이다. 

 

 

3. 퇴직연금 가입 현황 

 

퇴직연금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 ‘퇴직연금통계’ 

와 금융감독원‘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이다. 통계청이 2016년 

부터 매년 말 전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퇴직연금통계는 정부 부처, 공공 

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가공통계이다. 가공통계란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에 어떠한 연산을 추가해서 작성한 통계로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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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이 있는 통계를 말한다(통계청 2018 통계행정편람). 고용노동부 

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초 전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들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기반한 보고 

통계이다. 보고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 

되는 통계로 최근에는 행정통계라고도 한다(통계청 2018 통계행정편람). 

퇴직연금통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와 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충실하지만 근로자별 퇴직연금 적립금이나 적립금 운용방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은 각 금융 

회사가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것이라서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지, 수익률과 비용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세히 제시하지만 가 

입자와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퇴직 

연금통계에서는 가입자 특성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에서는 적립금 

의 상세 운용현황을 정리하였다. 

 

1)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 

2019년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총 592만9천명으로 전년(561만 

2천명) 대비 5.6% 증가하였다. 제도 유형별로는 DB가 48.3%, DC가 

48.9%를 차지하였다. IRP특례는 1.0%, 병행형은 1.8%였는데 IRP특례 

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금융 

감독원 자료는 이를 기업형IRP로 표현한다. 병행형은 사업장의 근로자 

가 두 종류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과 가입 

자를 통계상 병행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남성은 DB가 55.1%로 가장 많았지만 여성은 DC가 59.0%로 

DB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까지는 DC가 DB보다 많고, 

30세부터 55세 미만까지는 DB 가입자가 많았다. 55세 이상은 DC가 

DB를 앞질렀다. 이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 

로 임금을 조정하는(줄이는)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 

도인 임금피크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DB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의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종사자가 299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DC가 많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DB가 72.0%에 달하였다.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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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9인 이하 사업장과 10인 이상∼29인 이하 사업장은 DC 가입자 

비중이 각각 73.4%와 71.9%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DC,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DB라는 특징이 뚜렷하다. 

 

2) 퇴직연금 적립금 상세 운용현황 

2020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 

3천억원 증가하였다. DB는 15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9천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62.4%에서 60.2%로 줄었다. 반면 DC는 67조2천억원 

으로 전년 대비 9조4천억원 증가하고 비중도 26.1%에서 26.3%로 늘었 

다. 

퇴직연금 적립금 255조5천억원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228조1천 

억원(89.3%)이, 실적배당형 상품에 27조4천억원(10.7%)가 투자되었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2016년말 6.8%에서 2017년말 8.4%, 2018년 

말 9.7%, 2019년말 10.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 유형별로 보 

면, DB가 원리금보장형 편중이 심하다(95.5%). 이는 회사가 투자 결과 

를 책임져야 하는 DB의 특성 탓에 회사 담당자가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 

은 DC와 개인형IRP가 각각 16.7%와 26.7%로 DB(4.5%)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2-4> 참고). 

 

<표 2-4>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운용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146.9 95.5 56.0 83.3 25.2 73.3 228.1 89.3 

실적배당형 7.0 45 11.2 16.7 9.2 26.7 27.4 10.7 

합계 153.9 100.0 67.2 100.0 34.4 100.0 255.5 100.0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2021년 

4월.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에서는 예·적금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 

고 보험(41.9%), ELB(10.5%) 등의 순이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집합 

투자증권이 81.4%로 압도적이었다. 집합투자증권 중 채권혼합형과 채권 

형이 57.1%를 차지하여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원금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0년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전년(2.25%) 대비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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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상승한 2.58%였다.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은 DC와 개인형IRP의 수익률 상승폭이 컸다. 

2019년과 2020년은 DC와 개인형IRP의 수익률이 DB 보다 높았지만, 

주식시장이 약세를 나타낸 2018년은 DB의 수익률이 DC와 개인형IRP 

보다 높았다(<표 2-5> 참고). 

 

<표 2-5> 퇴직연금제도 유형 및 상품 유형별 연간 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 전체 

전체 

2020년 1.91 3.47 3.84 2.58 

2019년 1.86 2.83 2.99 2.25 

2018년 1.46 0.44 -0.39 1.01 

원리금 

보장형 

2020년 1.74 1.69 1.27 1.68 

2019년 1.74 1.94 1.52 1.77 

2018년 1.54 1.72 1.28 1.56 

실적 

배당형 

2020년 4.89 13.24 11.95 10.67 

2019년 3.88 7.63 7.51 6.38 

2018년 -0.25 -5.52 -5.38 -3.82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2021년 

4월.  

※ 수수료를 차감한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업 

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를 가리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라고 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펀드총비용(펀드 관련 보수, 판매수수료 등)이다. 

퇴직연금의 연간 총비용은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총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연간 총비용을 기말 평균 적립금으로 나눈 

값이 총비용부담률이다. 총비용부담률은 2020년말 기준 0.42%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표 2-6> 참고). DB와 DC에서는 

수수료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고 IRP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다만 DC 

에서 펀드 총비용 및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적립금의 수 

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수수료 부담이 제도 유형에 따 

라 회사와 가입자로 나뉘어 있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총비용 규모도 커질 것이므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더 나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0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이 255조 5천억원이고 총비용부담률이 0.42%이므로 두 수치를 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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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계산 상으로도 총비용 규모가 1조731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사업 

자들이 1조원이 넘는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다. 

 

<표 2-6>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총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구분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 전체 

2020년 0.36 0.55 0.39 0.42 

2019년 0.40 0.57 0.42 0.45 

2018년 0.41 0.60 0.46 0.47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2021년 

4월.  

※총비용부담률=‘연간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

÷기말 평균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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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본 절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가 부재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먼저 역량 및 재무 

관리역량, 금융이해력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재무관리역량 및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으로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을 논의하는데 있어 선행연구들이 제공하 

는 토대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1. 역량 및 재무관리역량, 금융이해력의 개념 

 

역량(competence) 1 은 1959년 하버드대 심리학자 Robert White가 

제안한 개념2이다. White(1959)는 동인이론(drive theory)이 설명하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을 개념화하기 위해 역량 개념을 제안하였고, 역량을 

“생물체가 주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capacity)”이라 

고 설명하였다. 그는 동인이론에서 성공적으로 개념화하지 못하는 행동 

들, 즉 시각적 탐색, 움켜쥐기, 기어다니기 및 걷기, 주의와 인식, 언어와 

사고, 새로운 사물 및 장소 탐색, 주변 환경 조작,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변화 생성 등이 동물이나 어린이가 주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 

는 것을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며, 이를 가리키는 적절한 개념으로 역량 

을 제안하였다. 

White의 연구를 확장시킨 하버드대 심리학자 David McClelland는 

1973년 논문인‘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1 역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competence와 competency가 있다. Competency는 특

정 능력을 의미하고 competence는 그 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연구들은 두 단어를 반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두 단어의 의미에 대한 합의

가 부재한 상황이다(Anderson-Levitt & Gardinier, 2021). 

2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concept)은 추상성의 정도가 높은 개념

이다. 이런 개념은 추상성의 정도가 낮은 개념들로부터 구성되었다(constructed)는 의

미에서 구성개념(construct)이라고 불린다. 다시 말해 구성개념도 개념의 일종이지만 사

회과학연구에서 사용되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말한다(남궁근, 2013). 본 연구에서 개

념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성개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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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무 성공의 예측변수로서 지능 검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능 검사 점수와 직무 성공의 상관관계는 작위적인 결과인 경우가 많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역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공인 받고 있었던 지능 

검사의 대안으로 역량 모델을 제안하였다. 

McClelland의 연구는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 

지만 기업들에서 더 큰 관심을 나타냈다(Rothwell & Lindholm, 1999). 

역량 모델은 직무수행능력을 예측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주목받게 되었 

고 기업들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는 데 역량 모델을 적극 활용하였다(소경희, 2007).  

이렇듯 기업들에서 직무 역량 측정과 평가에 활용되던 역량 개념은 

OECD가 1997년부터 수행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한 논의로 발 

전한다(소경희, 2007).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을 “개인적 혹은 사회 

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인지적·실용적 스킬, 지식 

(암묵지 포함), 동기, 가치 지향, 태도, 감정 등 효과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의 조합”이라고 정의하였다(OECD, 2002). 

심리학에서 촉발시킨 역량 개념에 대한 논의는 교육학, 경영학, 

소비자학으로 확산되었다. 김정현(2011)은 McClelland 및 OECD의 

역량 개념과 소비자학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소비자 역량을“소비자가 

경제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주체적 

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소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건 

전한 소비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태도, 지식, 기능의 

총체”라고 규정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White(1959)가 인간의 역량이라는 총론적 개념을 

제안하였고 McClelland가 교육 및 직무 역량이라는 각론적 개념의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DeSeCo 프로젝트가 역량에 대한 새로운 총론적 

접근인 삶의 질과 관련한 논의를 발전시켰고 이것들을 토대로 역량의 또 

다른 각론적 개념인 소비자 역량이 대두되었다. 

소비자 역량은 역량의 개념을 소비생활의 맥락에 적용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재무관리역량, 소비자 거래역량, 소비자 시민역량 등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손지연·사지연, 2017). 재무관리역량은 

소비자금융 환경에서, 거래역량은 소비자시장 환경에서, 시민역량은 시 

민사회에서 각기 요구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소비자 역량 중 본 연구의 논의와 관련되는 것은 재무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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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Capability)이다. Financial Capability는 연구자에 따라 재무 

관리역량, 재무역량, 금융역량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 

리를 금융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가입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의사 

결정 및 그 의사결정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관리에 대 

한 자세한 논의는 제2장 제3절 참조). 이를 감안해 본 연구는 Financial 

Capability를 재무관리역량으로 지칭한다. 김정현(2011)은 영국의 금융 

감독원 격인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가 수행한 재무관리 

역량(Financial Capability)에 대한 연구를 고찰한 결과와 소비자 역량의 

개념을 토대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소비자가 금융 소비자로서 금융 

시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 

로서, 건전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재무관리태도, 재 

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재무관리역량과 유사한 개념인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슈로 부상하였고 소비자학 전문가들이 금융이해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Hogarth, 2002). 재무관리역량은 영국이 2006년 실시한 국 

가 차원의 조사에서 처음 사용됐고 그 전까지는 영국에서도 금융이해력 

이란 이름으로 조사가 이뤄졌다(Xiao & O’Neill, 2016). 1997년 

JumpStart는‘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조사’를 시작하면서 금융이해력 

을‘생애 전반의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것이 금융 

이해력 개념이 옹호된 첫 사례이다(Hastings et al., 2012). OECD는 

1980년대말부터 시작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2003년 이후 금융이해력을 평가 대상 역량으로 포함 

시켰다(Anderson-Levitt & Gardinier, 2021). 

금융이해력에 대한 학술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상품 및 금융개념 

관련 지식, 효과적 금융의사결정에 필요한 계산 능력, 재무설계 같은 

특정 행동의 실행 등이 금융이해력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Hogarth 

(2002)는 금융이해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로부터 금융이해력을 설명 

하는 세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첫째, 저축, 투자, 대출, 

보험, 세금 등 개인 자산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하고, 둘째, 화폐 

의 시간가치 같은 개인 자산관리의 기초 개념을 이해해야 하며, 셋째, 

그런 지식과 이해를 재무적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관리역량(Financial Capability)과 금융이해력(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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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의 차이에 대해서는 재무관리역량이 금융이해력을 포함하는 

것이란 견해(Rothwell & Khan, 2014; Xiao et al., 2014; Xiao & O’Neill, 

2016)가 지배적이다. Rothwell & Khan(2014)은 재무관리역량의 개념 

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재무관리역량이 금융이해력에 비해 큰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Xiao et 

al.(2014)는 재무관리역량을 지각된 재무관리역량(perceived financial 

capability), 금융이해력, 재무 행동 등 세 가지 변수들로 측정함으로써 

금융이해력이 재무관리역량의 일부분임을 분명히 하였다. Xiao & 

O’Neill(2016)은 선행연구들이 재무관리역량에서 금융이해력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는 표현으로 재무관리역량이 금융이해력을 포함하는 개념임 

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관리역량과 금융이해력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두 개념 모두에서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개념을 규명할 수 있는 근 

거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재무 

관리역량 및 금융이해력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2. 재무관리역량 및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 

하려면 위에서 살펴본 재무관리역량 및 금융이해력이 어떤 요소들로 구 

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재무관리역량 및 금융이해력의 구 

성요소는 지식, 태도, 기능 등 세 가지라는 사실은 수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먼저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FSA(2005)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FSA는 2004년 브리스톨대학의 Personal Finance 

Research Centre에 영국 국민 대상 재무관리역량 조사를 위한 조사 

문항 개발 연구를 의뢰하였다. FSA(2005)는 브리스톨대학 연구진이 

FSA에 제출한 연구 결과 보고서이다. 연구진은 조사문항 개발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적 모델을 만들기로 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식, 기술3, 태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뤄진 재무관리역량 

                                           
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쓰인 skills를 기능 혹은 기술로 번역한다. 본 연구에서 

기능과 기술은 특별한 의미의 차이가 없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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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적 모델을 완성하였다. 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재무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아홉 가지 요소로 

지식, 이해, 기술, 행동, 경험, 태도, 자신감, 환경, 성격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아홉 가지 요소들 가운데 지식과 이해, 자신감과 태도, 경험과 

환경 등을 각각 하나로 묶은 뒤, 지식과 이해, 기술, 자신감과 태도 등 

세 가지 요소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적 모델을 수정하였다 

([그림 2-3] 참고). 

 

[그림 2-3]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적 모델(FSA, 2005) 

 

연구진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열어 이 모델을 시험하였는데 그 

결과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개념적 모델과 차이를 보였 

다. 즉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은 행동 측면에서 재무관리역량을 인 

식하였다. 그들은 재무관리역량을 갖추면 돈 관리(managing money), 

재무계획 세우기(planning ahead), 금융 상품 선택(making choices 

about financial products), 도움받기(getting help) 등 네 가지 행동4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성격, 자신감, 태도가 지식 및 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결과가 행동에 반영된다고 느꼈다. 표면적으 

로는 개념적 모델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현실 사이 

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포커스 

                                           
4 추후 네 가지 행동 중 금융상품 선택(making choices about financial products)과 도

움받기(getting help)가 금융상품 선택(choosing products)과 잘 아는 상태 유지하기

(staying informed)로 명칭이 바뀜(Atkins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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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이 네 가지 행동 각각에서 개념적 모델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지식과 이해, 기술, 자신감과 태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과, 그들이 재무관리역량을 행동 측면에서 인식하 

는데 그런 행동은 지식, 이해, 기술, 자신감을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이 개념적 모델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지지하였다고 결론지었다. 

호주,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등이 영국 FSA와 유사하게 재무관리 

역량을 정의하고 자국민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행동 지향적 접근법’(behavior oriented approach)이라는 공통점이 

있다(Xiao et al., 2014). 이와 달리 Taylor(2011)는 영국 가구 패널 

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해 재무 행동 및 

결과 변수들로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였다. 재무 행동은 저축을 하는지 

등이고, 결과 변수는 주거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1년 전에 비해 

재무상황이 어떠한지 등이다. Xiao et al.(2014)은 지각된 재무관리역량 

(perceived financial capability), 금융이해력, 재무행동 등 세 가지로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면서 지각된 재무관리역량이 재무적 자기효능감 

(financial self-efficacy)을 의미하며 이것은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재 

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대용물(proxy)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FSA가 제시한 지식과 

이해, 기술, 자신감과 태도 등 세 가지 요소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 김정현(2011)은 소비자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지목한 구성 

요소를 지식, 태도, 기능 등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지식은 특정 영역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여부이고, 태도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가짐이며, 기능은 태도와 지식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정리한 뒤, 소비자 역량의 구성요소를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소 

에 준용하여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FSA의 세 가지 요소, 즉 재무관리지식과 이해(financi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재무관리기술(financial skills), 재무 

관리 자신감과 태도(financial confidence and attitudes)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데는 OECD(2013)의 금융이해 

력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매우 유용하다. OECD(2013)는 금융이해력을 

“금융 개념과 위험에 대한 지식과 이해이며, 다양한 금융 상황에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고 개인과 사회의 금융웰빙을 개선하고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지식과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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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및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이해력(literacy)은 축적 

된 지식의 재생산 이상을 의미하고, 기술과 태도, 동기, 가치 같은 다른 

자원의 동원도 포함된다고 강조하였다. OECD(2013)는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지식과 이해, 기술, 

동기 및 자신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지식과 이해는 주요 

금융 개념과 금융상품의 목적 및 기본 특징, 보험이나 연금뿐만 아니라 

금융웰빙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기술은 금융 맥락에서 적용되는 정보 접근, 비교 및 대조, 추론 및 

평가와 같은 일반적인 인지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백분율 계산이나 환율 

계산 같은 기초적 계산 능력과 광고나 계약문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능력도 포함한다고 풀이하였다. 동기 및 자신감에 대해서는 금융 

이해력은 비인지적(non-cognitive) 속성, 즉 금융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동기, 그것을 실행할 자신감, 금융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감정적, 심리적 요인을 관리할 역량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Huston(2010)은 금융이해력 관련 71개 선행연구들이 금융이해력 

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8개 연구만 

조작화된 구성개념(construct)의 공식적 정의를 제공했는데 3개 연구는 

지식과 능력을 정의에 포함하였고 다른 3개 연구는 지식만, 나머지 2개 

연구는 능력만 정의에 포함하였다. 71개 연구 중에서 47%는 금융 

이해력과 금융지식을 동의어로 사용했다. Huston(2010)은 이처럼 금융 

이해력 개념이 명확한 기준이나 합의없이 사용됨으로써 금융이해력 수준 

을 평가하고 그것이 금융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걸림돌이 

라고 지적하고, 금융이해력은 지식(personal finance knowledge)과 적 

용(personal finance application)의 두 가지 차원을 갖는 것으로 개념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Lusardi & Mitchell(2008, 2011)은 사람들의 은퇴준비 수준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금융이해력 개념을 활용하였다. 은퇴준비 계획이 

미흡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가설을 증명 

하기 위해 2004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에 포함시킬 금융 

이해력 측정 문항 세 가지를 고안하였다. 이들은 전통 경제학에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 소비와 여가로부터의 효용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합리적 

소비자가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는데, 그런 

가정이 충족되려면 소비자는 생존율, 할인율, 투자수익, 소득, 연금, 인플 

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최적의 소비, 근로시간, 저축액 등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실의 사람들(real peopl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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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자율, 인플레이션, 위험 

분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금융이해력 측정문항을 제시하였다.  

문항 1. 현재 당신 저축계좌에 100달러가 있고 이자율이 연 

2%라면, 5년 후 당신 계좌의 금액은 얼마인가? (102달러 

이상, 정확히 102달러, 102달러 미만, 잘 모른다, 응답 

거부) 

문항 2. 당신 저축계좌의 이자율은 연 1%이고 인플레이션은 연 

2%라면, 1년 후 당신이 저축계좌에 들어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지금보다 많다, 지금과 같다, 

지금보다 적다, 잘 모른다, 응답 거부) 

문항 3. ‘주식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수익을 제공한다’는 말은? (맞다, 틀리다, 

잘 모른다, 응답 거부) 

Lusardi & Mitchell(2014)는 위의 세 가지 문항을 설계하는데 다음 

의 네 가지 원칙, 즉 단순성(simplicity, 시점 간 의사결정에서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의 지식을 측정해야 함), 타당성(relevance, 생애주기상의 

일상적 재무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함), 간결성(brevity, 폭넓 

은 적용을 위해 문항의 수를 줄여야 함), 구별할 수 있는 역량(capacity 

to differentiate, 사람들간 비교를 할 수 있게 금융지식을 구별해야 함)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Lusardi & Mitchell의 세 가지 문항은 간결한 데다(parsimonious)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빅3(big three)라는 별칭을 얻고 금융이해력을 

평가하는 세계적 기준이 됐지만, 이것이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최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별 증거가 없다(Hastings et al., 2012)는 평가도 

있다.  

Henager & Cude(2016)는 Huston(2010)이 제안한 지식 

(personal finance knowledge)과 적용(personal finance application)의 

두 가지 차원이 각각 지식과 능력 및 자신감에 해당한다는 점, Lusardi 

& Mitchell의 세 가지 문항이 객관적 지식을 측정한다는 점, 금융이해력 

과 금융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금융이해력을 객관적 지식, 자신감을 의미하는 주관적 지식, 

주관적 재무관리능력 등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런 

정의는 Xiao et al.(2014)이 지각된 재무관리역량(perceived financial 

capability), 금융이해력(객관적 지식), 재무행동 등 세 가지로 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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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측정한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3.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논의를 위한 토대와 한계 

 

위에서 재무관리역량과 금융이해력 모두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지식, 

기능, 태도 등 세 가지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DC형 퇴직 

연금 관리역량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보험과 펀드, 연금 같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역량 연구들(김민정·김정현, 2014; 김소연, 2016; 이현진 외, 2014; 

Tennyson, 2011)이 각 개념의 구성요소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사용 

하는 점도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에 대한 논의의 토대이다. 보험의 경 

우 보험이해력(insurance literacy) 개념이 자주 사용되는데 Tennyson 

(2011)은 Huston(2010)이 제안한 지식(personal finance knowledge) 

과 적용(personal finance application)이라는 금융이해력의 두 가지 차 

원을 따라 보험 지식과 그 지식을 사용해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자 

신감을 측정하였다. 이현진 외(2014)는 보험 소비자의 보험이해력을 

보험 거래를 이해하고 보험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보험이해력을 보험에 대한 

태도와 보험에 대한 지식으로 측정하였다. 김소연(2016)은 보험소비자 

역량을 합리적인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인식과 태도, 

지식과 기능의 총체로 정의하고 보험 태도, 보험 지식, 보험 기능을 측 

정하였다. 펀드와 관련해서는 김민정·김정현(2014)이 펀드투자역량을 

“펀드투자자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소비자 개인의 펀드투자태도, 펀드투자지식, 펀드투자기능이 

결합되어 적절한 펀드투자행동을 할 수 있는 기제”라고 정의하면서, 펀 

드투자역량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펀드투자태도는 펀드투자를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의 마음가짐, 펀드투자지식은 펀드투자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펀드투자기능은 실제 펀드투자에 있어서 적절한 투자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금이해력 (pension literacy)의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들(Adeabah, 2020; Landerretche & Martinez, 2013; 

Olejnik & Białowąs, 2015; Rodrigo, 2021)이 있다. Olejnik & Białowąs 

(2015)은 연금 지식이 금융이해력의 요소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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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혁에 대한 인식과 연금 지식 수준 간 상관관계 및 연금제도 변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연금 지식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객 

관적·주관적 연금 지식으로 구성된 연금이해력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위의 두 가지 상관관계가 입증되었고 특히 객관적 지식 보다 주관적 지 

식이 정부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인식 및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eabah(2020)는 연금이해력이 금융이 

해력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금융이해력의 수준과 별개로 연금이해력이 은 

퇴준비 계획과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금이해력을 중심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Landerretche & Martinez(2013)는 금융이해력의 특정한 유형인 

연금이해력을 연금 관련 지식을 묻는 여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여섯 가지 문항은 매월 소득의 몇 퍼센트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은 얼마인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어떤 펀드에 투자되어 있는지,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의 연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최소 연금 수령액의 조건이 무엇인지 등이다. 조사 결과 

연금이해력이 높을수록 퇴직연금 계좌에 자발적으로 추가 저축하는 

금액이 더 많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한 펀드의 변경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odrigo(2021)는 금융이해력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은퇴 대비 저축에 필수적이지만 연금수령액, 소득 중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 투자 전략, 연금 수령 자격 등 연금 관련 특정 

지식을 개인에게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연금 관련 특정 지식을 

연금이해력으로 정의하였다. 연금이해력 측정을 위해 연금 유형이 무엇 

인지, 소득 중 연금계좌 납입액이 얼마인지, 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해서 수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HRS의 연금 관련 설문 문항 세 가지 

를 사용하였다. 연금이해력 관련 연구들은 연금 지식을 연금이해력과 

동일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과 펀드에 비해 연금이해력에서는 

개념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을“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퇴직연금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퇴직연금 관리지식, 퇴직연금 관리기능, 

퇴직연금 관리 태도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정의를 도출할 수는 있지만 선행연구들에는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지식, 태도, 기능 등 

세 가지 구성요소의 세부 내용을 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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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역량의 FSA(2005)와 금융이해력의 OECD(2013)가 비교적 

충실한 설명을 제시하는 정도다. FSA(2005)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적 모델을 만들었고 전문가 세미나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모델을 수정함으로써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소를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이 돈 

관리(managing money), 재무계획 세우기(planning ahead), 금융 상품 

선택(making choices about financial products), 도움받기(getting help) 

등 네 가지 행동 측면에서 재무관리역량을 인식한다는 점을 발견해 각 

행동별로 측정 문항을 개발하면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측정 문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FSA(2005)의 방식은 학계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개념을 실제 현장 소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탐색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OECD는 1980년대말부터 시작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2003년 이후 금융이해력을 평가 

대상 역량으로 포함시켰고 이를 위해 금융이해력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금융이해력 개념은 수많은 요소들과 관련되는데 그 요소들 

모두를 금융이해력 평가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적당한 요소들만 선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콘텐트(content), 

프로세스(processes), 콘텍스트(contexts) 등이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고 제시하였다 5 . 콘텐트는 이해력에 필수적인 지식과 이해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프로세스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심리적 처리방법을 

의미하며, 콘텍스트는 지식, 기술, 이해가 적용되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OECD(2013)은 전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금융이해력의 

네 가지 콘텐트, 즉 돈과 거래(money and transactions),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planning and managing finances), 위험과 보상(risk and 

reward), 금융환경(financial landscape) 등이 도출되었다고 소개하였다. 

프로세스는 금융정보를 식별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재무 문제를 

평가하고, 재무 지식과 이해를 적용하는 네 가지 인지적 과정을 의미 

한다고 규정하였고, 콘텍스트에 대해서는 금융이해력이 실행되는 상황들, 

                                           
5 OECD(2013)는 PISA 2012에서 금융이해력을 비롯해 수학, 읽기, 과학, 문제해결 등 

다섯 가지 영역(domain)을 다루었고 각 영역에 학생들이 갖춰야 할 지식 콘텐트, 지식

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지식과 기술이 적용되는 콘텍스트 등으로 구성된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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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교 및 직장, 가족, 개인, 사회 등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OECD 

(2013)는 금융이해력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총 10개 평가 항목을 

선정해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콘텐트 부문 4개 항목, 프로세스 부문 

5개 항목, 콘텍스트 부문 1개 항목이다. OECD(2013)는 10개 평가 

항목과는 별개로 동기, 자신감, 태도 등과 같은 비인지적(non-

cognitive) 요인들이 금융이해력 평가 프레임워크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소개하면서도 PISA의 2012 금융이해력 평가에서는 재무 문제에 대한 

태도 및 자신감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OECD가 제시한 금융이해력 평가 프레임워크는 콘텐트, 프로세스, 

콘텍스트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돼 금융이해력의 개념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유용한 틀이다. 다만 금융이해력 평가 

프레임워크는 여러 요소들을 선별해내는 기준과 근거로는 유용하지만 

선별된 요소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 등이 각자의 콘텍스트에 

맞게 선별된 요소들을 구분해야 하고 그런 구분 작업에는 별도의 구분 

기준이나 논리가 필요하다. 금융이해력이 다양한 요소와 상황을 포함 

하는 넓은 개념이다 보니 OECD가 선별된 요소들의 구분은 프레임워크 

의 실제 활용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긴 하다. 또 다른 한계는 이 프레임워크가 선별해내는 요소들이 

주로 지식 및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태도를 포함한다는 원칙 

만 있을 뿐 실제로 태도를 프레임워크에 반영시키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계와 관련해서는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지식, 

기능, 태도로 규정하면서 지식 및 기능의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정리 

하기 위해 Wiggins & McTighe (1998)가 개발한 교육과정 설계 방법인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gn)의 지식의 위계구조 정리 방법을 차용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어떤 지식과 기능을 

포함해야 하고, 그것들을 중요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 한계는 다양한 연구 영역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DC형 퇴직연금 관리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출한 

장경영·최현자(2020)의 연구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보완하려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4장에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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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본 절에서는 기존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대한 연구와 소비자 재무관리행동 중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과 유사한 

투자 의사결정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1.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관련 연구 

 

DC형 퇴직연금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 

에 대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의사 결정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소수 연구가 이뤄진 정도이다. 성 

별, 연령, 임금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실적배당 상품 및 위험 자산 선 

택에 미치는 영향(김혜성·이경희, 2013; 송인욱·이경희, 2019), 가입기 

간이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배종원 외, 2019), 적립금이 DC형 

퇴직연금 계좌 추가납입에 미치는 영향(이경희, 2017) 등을 살펴 본 연 

구들이다.  

미국의 DC형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미국의 대표적 

인 DC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퇴직연금이 법정의무제도가 아니라 임의가입제도로 근로자 

가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한다. 근로자는 401(k)에 가입하려면 한 

달 급여 중 몇 퍼센트(%)를 401(k)에 넣을지, 즉 기여율(contribution 

rate)을 정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특성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및 

기여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가입자들이 자신의 적립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하다(Mitchell et al., 2006; Van Schalkwyk, 2012). 특히 

DC형 퇴직연금 관리를 과정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Gutter et al.(2007)은 DC형 퇴직연금 가입 행동을 범이론적 모형 

(TTM: transtheoretical model)의 행동 변화 단계 및 과정을 활용해 분 

석했지만 이는 관리가 아닌 가입 단계를 다룬 것이다. DC형 퇴직 연금 

관리에 대한 연구는 일회성 자산배분(Benartzi & Thaler, 2007), 수동적, 

소극적 자산배분(Agnew et al., 2003; Basu & Drew, 2010; Bilias et al., 

2010; Madrian & Shea, 2001; Mitchell et al., 2006; Van Schalkwyk, 

2012), 선택과부하 상황에서의 자산배분(Iyengar & Kamenic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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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Lu & Tang, 2019) 등 단일 

또는 소수 요인이 자산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 

이 대부분이고 전체적인 관리 과정을 조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구들은 DC형 퇴직연금 관리에서 자 

산배분을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재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을 시사한다. 

 

 

2. 투자 의사결정 및 관리 행동 관련 연구 

 

금융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은‘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을 증대 

시키고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 

이다(이기춘 외, 2009).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는 재무관리행동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이며, 금융소비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펀드를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주소현 외(2009)는 재화의 구매 의사결정 

단계를 적용하여 펀드투자 의사결정과정을 문제인식, 정보탐색 및 대안 

평가, 선택, 선택 이후의 평가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 2-4] 참 

고). 문제인식 단계는 소비자가 이상적인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인 

식하는 것으로 재정상태의 변화, 생애주기상의 변화 등으로 재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이다. 정보탐색 단계 

에서는 문제인식 단계에서 지각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탐색한다. 투자의 

필요를 느끼고 투자의 방법을 생각하는 단계이다. 대안 평가 단계에서는 

정보탐색을 통해 얻은 여러 투자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 

택하기 위해 평가한다. 주소현 외(2009)는 정보탐색과 대안 평가를 하 

나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펀드 투자자가 정보를 얻는 방법과 펀드 투자 

할 때 고려하는 사항 등이 이 단계에서의 관심 대상이다. 선택 단계는 

구매 실행 단계로 펀드 투자자가 어떤 상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 

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선택 이후의 평가 단계에 

서는 실행한 투자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이 확인된다. 투자성과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투자 지속 또는 투자 금액 증액, 투자 종료(환매), 환 

매 후 재투자 등으로 이어진다. 평가 단계에서 펀드 투자 종료를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가 결과를 반영해 문제인식 단계부터 다시 시 

작하게 되므로 펀드투자 의사결정 과정은 주기(cycle)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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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펀드투자 의사결정 과정(주소현 외, 2009) 

 

이지윤·최현자(2017)는 금융상품을 잘 탐색하여 선택하는 것만큼 

금융상품 구매 후 적절한 시점에 환매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입한 펀드를 관리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기존 연구가 주 

로 금융상품 구매 과정에 치우쳐 가입 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보험관리 

행동 외에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펀드관리행동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재무관리행동의 개념(이기춘 외, 2009)과 주소현 외(2009) 

의 펀드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기반으로 펀드관리행동을‘펀드 구매 후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개인 또는 가계의 펀드 투자와 관련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펀드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점검·평가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펀드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금융소비자의 투자 의사결정 연 

구 결과를 DC형 퇴직연금과 관련 지으려면 우선 일반적인 펀드 투자와 

DC형 퇴직연금 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표 

2-7> 참고). 투자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이고, 투자자의(가입자의) 위험 

수용 성향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의(가입자의) 투자 역량이 필 

요하다는 점 등은 공통점이다.‘DC형 퇴직연금 투자 = 펀드 투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펀드이기도 하다. 그러나 차이점도 많다. 투자 목적 

부터 다르다. 일반적인 펀드 투자는 투자 목적이 다양하지만 DC형 퇴직 

연금 투자는 퇴직연금 재원 축적이 목적이다. 투자 금액, 투자 기간, 

투자 대상, 투자 중단 등을 일반적인 펀드 투자자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 투자에서는 퇴직 시점까지 중도 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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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융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 대상에서도 원리금비보장 상품 종류별 투자한도의 제한이 있다. 

 

<표 2-7> 일반적인 펀드 투자와 DC형 퇴직연금 투자의 특징 비교 

 일반적인 펀드 투자 DC형 퇴직연금 투자 

공통점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투자자의(가입자의) 위험수용성향이 투자에 영향 

투자자의(가입자의) 투자 역량이 필요 

차이점 

투자 목적 다양함 퇴직연금 재원 축적 

투자 금액 결정 자유롭게 결정 퇴직연금 납입금 자동 결정 

투자 기간 제한 없음 퇴직 시점까지 

투자 대상 자유롭게 선택 
원리금비보장 상품 종류별 

투자한도 

투자 중단 

(중도해지) 
자유로움 중도 해지가 제한됨 

투자 결과 책임 자발적으로 부담 DC형 선택 시, 자동 부담 

출처: 필자가 정리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관리의 의미를 검토하면, 관리 

는“관리하는 사람(소비자)이 관리의 대상(제품이나 서비스)을 상당기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 

는 의미를 포함한다.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과정의 의미가 강하다. 이런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나 철도, 항공기 이용 같은 일 

회성 서비스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TV 같은 내구재는 구입한 

제품을 원하는 기간만큼 오래 사용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중고품으로 

처분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행동은 펀드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야 하는 의사결정 및 행동과는 다르다. 

후자는 가입 기간 동안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편익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펀드)는 금융상품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의 관리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가입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 및 그 의사결정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DC 

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5장 제1절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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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심리적 편향 및 

관리행동 

 

본 절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관리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부재로 재무관리역량과 재무관 

리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과 관련이 깊은 심리적 편향인 자기과신, 손실회피, 현상유지 

편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1. 재무관리역량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 

 

금융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재무관리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특히 재무관리 

역량이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먼저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금융이해력이 은퇴, 저축, 자산 축적 등에 대한 설계(planning)와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고(Ameriks et al., 2003; Lusardi, 2004; Lusardi & 

Mitchell, 2006; Hung et al., 2009; van Rooij et al., 2012), 주식시장 

참여를 포함한 투자 활동(van Rooij et al., 2011; Kimball & Shumway, 

2010) 및 투자 대상 다변화와 더 빈번한 주식 거래(Graham et al., 

2009)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금융이해력과 

다양한 재무관리행동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들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Hastings et al., 2012)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재무적 이익을 더 잘 

인지해 회사가 제안한 저축제도에 더 가입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와 반대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동 가입 저축 제도를 제시하면 직원들은 

그 제도에 자동 가입한 덕분에 금융이해력이 얼마간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금융이해력이 재무관리행동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들 

(Collins et al., 2009; Gale & Levine, 2011)이 적지 않다. 

선행연구 중에는 재무관리교육을 통해 재무관리역량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재무관리행동이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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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chey & Seiling, 2004)가 있다. 이 연구는 4주짜리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인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여섯 가지 재무관리행동, 즉 재무목표 수립, 

지출상황 기록, 지출계획 수립, 부채축소, 비상자금 저축, 주택구입 창업 

진학 등을 위한 저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여섯 가지 재무관리행동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재무관리교육을 

통한 재무관리역량의 변화가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금융이해력 및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및 태도와 재무관리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뤄졌다. 지식과 재무관리행동 

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Hilgert et al.(2003)은 금융지식과 현 

금흐름관리, 신용 관리, 저축, 투자 등 네 가지 재무관리행동 각각이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Hershey et al.(2007)은 주관적 재무 

설계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DC형 퇴직연금 기여율(contribution rate) 

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van Rooij et al.(2011)은 투자지식과 은 

퇴저축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Chen & Volpe(1998)는 금융지식과 금융 

기록보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Peng et al.(2007)은 투자지식과 저축률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혔다. Dolvin & Templeton(2006)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교육이 가입자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그 결과 

가입자들이 DC형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함으로써 위험 

관리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을 지식과 재무관리행동간 직접적 연결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McCormick, 2009)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의 인과관계에 대해 논란이 

남아 있다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지식이 

긍정적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재무관리행동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Serido et al., 2013). Jorgensen & 

Savla(2010)는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지식과 재무관리태도가 유의한 

관계가 있고 재무관리태도가 재무관리지식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Shim et al.(2010)도 재무관리지식이 재무 

관리태도의 유의한 예측 변수이고 재무관리태도가 재무관리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Borden et al.(2008)은 재무관리교육 

효과 연구에서 재무관리지식이 재무관리태도 및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들과 달리 태도가 지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Skagerlund et al., 2018; Sohn et al., 2012)도 있다. 



 

- 33 - 

Skagerlund et al.(2018)은 스웨덴 성인 대상 연구를 통해 숫자에 대한 

감정적 태도(math anxiety)가 재무지식의 예측 변수라는 사실을 밝혔다. 

Sohn et al.(2012)은 재무관리지식과 재무관리태도 간 인과관계의 방향 

이 지식에서 태도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태도가 지식 추구 행동의 동 

기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지식 습득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식 및 태도에 비해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고, 지식과 기 

능을 명확하게 구분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Białowolski et al., 202 

1). 재무관리역량이나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기능을 분석하 

기 보다는, 지식에 포함된 능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Białowolski et al.(2021)는 재무관리교육이 재무관리지식의 수준 

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재무관리기능이 재무 관리 

행동과 관련이 깊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을 유도 

하려면 재무관리지식보다 재무관리기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재무관리기능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는 수와 관련 

된 능력(numerical ability)이 개인의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 Agarwal & Mazumder(2013)과, 기본적인 돈 관리 기능(basic 

money management skills)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는 성향과 

부정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French & McKillop(2016)가 있 

다. 

이상의 검토 내용을 정리하면,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다소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재무관리역량이나 금융이해력이 재무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재무관리역량이나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기능 간 인과관계나 이들 구성요소가 어떠한 경 

로로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지속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 제2절에서 정의한 DC형 퇴직연금 관리 

역량의 정의에 따라 퇴직연금 관리지식, 관리기능, 관리태도의 총체로서 

의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심리적 편향 

 

1) DC형 퇴직연금 관리와 심리적 편향 

미국 등 해외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및 관리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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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편향을 다룬 연구가 활발하다(Agnew et al., 2003; Basu & Drew, 

2010; Benartzi & Thaler, 2007; Bilias et al., 2010; Iyengar & 

Kamenica, 2010; Lu & Tang, 2019; Madrian & Shea, 2001; Mitchell 

et al., 2006; Van Schalkwyk, 2012). 다만 단일 또는 소수 편향이 

DC형 퇴직연금 가입 또는 일회성 자산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리역량과 관리 

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편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DC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심리적 편향이 매우 중요 

한 문제다. 여러 가지 심리적 편향 중에서 자기과신(overconfidence), 

손실회피(loss aversion),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 등이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과 관련이 깊다. DC형 가입자가 자기과신 편향을 가진 

적극적 투자자인지, 혹은 그와 반대로 손실회피 편향이 있는 소극적 투 

자자인지에 따라 투자 행동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DC형 퇴직연금 제도인 401(k) 가입자의 80%가 2년간 퇴직 

연금을 아예 관리하지 않은‘태만한(inattentive) 포트폴리오 매니저’ 

라는 지적(Mitchell et al., 2006)이 있을 정도로 현상유지 편향도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에서 중요하다. Baker & Nofsinger(2002)는 자기 

과신과 현상유지 편향이 투자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자산축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FSA(2008)는 손실회피와 현상 

유지 편향이 재무관리역량이 적절한 재무관리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 

황을 설명하는 심리적 편향들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과신, 손실회피 및 현상유지 편향을 중심으로 심리적 편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자기과신 

자기과신 개념은 1960년대 심리학 연구들에서 등장하였고 그 후 경 

제학자들이 금융시장과 기업금융 분야에 자기과신 개념을 적용해 자기과 

신이 과도한 거래나 투자, 혁신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Gre�̌�𝑜, 2020).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자기과신 편향이 있는 투자자는 

합리적 투자자에 비해 거래를 더 많이 하고 그로 인해 기대효용이 낮아 

진다는 연구(Odean, 1998)를 비롯해 여러 연구들이 자기과신과 거래 

규모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자기과신 편향의 투자자들이 자 

신의 지식과 기능은 과장해서 말하고 위험은 축소해서 말한다(C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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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06; Glaser et al., 2003; Koehler & Harvey, 2008)는 사실도 

밝혀졌다. DC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Yamaguchi et al.(2007)이 100 

만명의 401(k) 가입자 자료를 분석해 자기과신 편향이 강한 사람들이 

퇴직연금 투자에서 과도한 거래로 자기과신 편향이 약한 사람들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밝혔다.  

자기과신의 조절효과를 다룬 연구를 소비자 역량 및 퇴직연금 분야 

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Lu et al. (2020)은 기업 경영진에 주어지 

는 인센티브가 연구개발(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경영 

진의 자기과신이 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남 

진헌(2015)은 IT 인프라 운영자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 

성 요인을 밝히면서 자기과신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의 자기과신의 정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Moore & 

Healy(2008)에 따르면 자기과신에 대한 실증연구들(365개)이 자기 과 

대평가(overestimation), 자기 우월평가(overplacement), 자기 과도확 

신(overprecision) 등 세 가지 형태로 자기과신을 정의한다고 설명하였 

다. 자기 과대평가는 자신의 실제 능력이나 성과, 성공 가능성을 실제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을, 자기 우월평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즉 자신이 평균 이상(better-than-average)이라고 판단하는 것 

을, 자기 과도확신은 자신의 믿음의 정확성을 과도하게 확신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세 가지는 동일한 개념(construct)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과신 연구 

들에서 과대평가와 과도확신을 혼동하거나, 과대평가와 우월평가가 불일 

치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이해력이나 재무분야의 자기과신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자기 

과대평가, 자기 우월평가, 자기 과도확신 등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자기 

과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자기과신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다 

뤄져 온 경향이 강하고, 과대평가와 우월평가를 주로 다루었다(이윤호 

·문세영, 2020). 과대평가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객관적 및 주관 

적 금융이해력 점수를 측정해 후자가 전자보다 높으면 자기과신으로 규 

정(Bhandari & Deaves, 2006; 임미자, 2011)하는 것이다. 우월평가는 

두 집단의 객관적 금융이해력 점수는 차이가 없는데 한 집단의 주관적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으면 그 집단을 자기과신 집단으로 판단하거나 (반 

주일, 2013), 객관적 금융이해력은 평균보다 낮고 주관적 금융이해력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자기과신 집단으로 구분(나혜림 외, 2014)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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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회피 

손실회피 편향은 손실과 이익이 같은 크기이더라도 손실의 심리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실을 회피하려 하고 그래서 손실이 

이익보다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 

으로 손실의 고통이 같은 크기의 이익으로 인한 만족감의 두 배 정도인 

것으로 간주된다(Aren et al., 2021). 선행연구들은 손실회피의 이유로 

이익 보다 손실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Johnson et al., 2007), 이익 보다 

손실에 더 집중하는 경향(Carmon & Ariely, 2000), 감정(Lerner et al., 

2004) 등을 제시하였다. 손실회피는 개인의 위험회피 성향(trait)을 

설명하고(Rabin & Thaler, 2001) 가격이 올라 이익을 본 주식은 서둘러 

팔고 가격이 내려 손해가 생긴 주식은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는 경향인 

처분효과(disposition effect)를 설명하는(Shefrin & Statman, 1985) 편 

향이기도 하다. DC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Lee & Veld-Merkoulova 

(2016)는 개인투자자들의 재무의사결정에서 손실회피 편향이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지적하고 손실회피 편향이 강할수록 투자 포트폴리오 중 주 

식의 비중이 낮아 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잃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 계좌의 자산배분 초기값 

(default value)에서 주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손실회피 

의 조절효과와 관련해서는 Aren et al.(2021)이 손실회피가 솔직함 

(openness), 신경증적 성격(neuroticism),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유쾌함(agreeableness) 등 다섯 가지 개인 성향 

과 위험한 투자를 할 의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 

하였다. 이 연구는 인간 두뇌 활동과 금융행동간 관계를 신경학, 심리학, 

금융 분야 연구를 활용해 설명하는 뉴로파이낸스(neurofinance)에 근거 

를 두고 진행되었다. 뉴로파이낸스에서는 쾌락추구(pleasure-seeking) 

와 손실회피가 재무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두 가지 기초 

기능이라고 설명하는데 보상시스템으로서 쾌락추구가 활성화되면 높은 

에너지가 생기고 확실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손실 

회피가 활성화되면 불안감과 비관적 생각이 강해진다고 주장한다. Aren 

et al.(2021)의 연구 결과에서는 쾌락추구가 신경증적 성격, 성실성, 외 

향성 등 세 가지 개인 성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고 손실회피는 

다섯 가지 개인 성향 모두에 대해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4) 현상유지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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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유지 편향은 사람들이 전략이나 행동을 바꾸기 싫어하는 것을 

가리킨다.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실험연구를 통해 사람들 

이 현상유지 프레임(frame)이 붙여진 대안을 특별한 프레임이 없는 대 

안이나 현상유지에 반하는 프레임이 씌워진 대안 보다 더 선호한다는 사 

실을 밝혔다. 사람들은 현상유지 대안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효용이 낮 

더라도 더 선호하는데(Suri et al., 2013) 이는‘사람들은 기대 효용을 

최대로 만들고 손실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중 하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Tversky & 

Kahneman, 1991).  

현상유지 편향을 설명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합리적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다른 하나는 비합리적,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Xiao et al., 2021). 전자에서는 사람들이 현상유지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데 따른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거나, 새로운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결과가 너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서 현상유 

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이 그럴듯하지만 충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합리적,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해 설명하는 흐 

름이 나타났다. 손실회피와 후회회피(regret aversion)로 현상유지 편향 

을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매력적인 정 

도가 비슷한 두 개 이상의 대안들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가 현상유지 

대안이라면 의사결정자는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손실로 느껴 그 

런 손실을 회피하려 하므로 현상유지가 이어진다. 이는‘하지 않아서 

(omission)’보다‘해서(commission)’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설명(FSA, 2008)과도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Benartzi & Thaler(2007)는 401(k) 가입자들이 적립금의 

자산배분을 변경하는데 소극적인 이유가 새로 자산배분을 해서 수익률이 

나빠지면 후회하게 될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에서의 현상유지 편향을 다룬 연구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금융의사결정에서 최소저항경로(path of least resistance)를 

따르므로 디폴트 옵션이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다. 401(k) 가 

입이 디폴트 옵션이고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가입 거부 의 

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opt out)에서는 가입률이 높고, 가입하지 않는 

것이 디폴트 옵션이고 가입하려면 전화해서 가입 의사를 알려야 하는 상 

황(opt in)에서는 가입률이 낮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FSA, 2008). 

현상유지 편향의 조절효과는 소비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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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들(은지훈·김상현, 2018; 이진명 외, 2018)에 

서 다루어졌다. 은지훈·김상현(2018)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을 매개로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면서 기존 결제방식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현상유지 편향을 

조절변수로 삼았다. 연구 결과, 현상유지 편향이 낮은 그룹에서 현상유 

지 편향이 높은 그룹 보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특성이 지각된 유용 

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명 외(2018)는 스마트 

워치 제품속성에 대한 인식이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움을 매개로 

스마트워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소비자 관성(inertia)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소비자 관성을‘스마트워치를 수용하기보다 

는 현재 상태 또는 기존 제품 이용을 고수할 의향의 정도’로 정의하였 

는데 현상유지 편향의 의미와 유사하다. 연구 결과, 스마트워치라는 신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용성과 즐거움 중에서 즐거움이 스 

마트워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 관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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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

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편향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에 필요

한 역량은 무엇이며 수준은 어떠한가?  

1-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1-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에 필요

한 행동은 무엇이며 퇴직연금 관리행동은 어떠한가? 

2-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행동

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2-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행동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심리적 편향(자기과신, 손실회피, 현상유지 편향)이 퇴직

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입자의 심리

적 편향(자기과신, 손실회피, 현상유지 편향)에 따라 달

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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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조 

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 

구 고찰을 통해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의 정의와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검증하였다. 여기에 선행연구 

를 검토해 정리한 심리적 편향 측정 문항을 추가해 DC형 퇴직연금 가입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절차 및 해당 내용의 구성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절차 

구분 내용 (본 연구의 해당 부분) 

[1단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의 정의와 

세부 내용 도출 

•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정의(제2장 제2절) 

•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세부 내용 도출(제4장 

제1절) 

•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연구 고찰(제2장 제3절) 

•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정의 및 세부 내용 

도출(제5장 제1절) 

[2단계] 

전문가 조사 

•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정의 및 세부 내용 전문가 

검증(제4장 제2절) 

•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정의 및 세부 내용 전문가 

검증(제5장 제2절) 

[3단계] 

가입자 조사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3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단계] 

분석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제4장 

제3절, 제5장 제3절, 제6장 제1절, 제6장 제2절) 

 

 

2. 전문가 조사 

 

본 연구가 주목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재무관리역량 및 금융이해력 관련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DC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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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확장시켜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의 정의와 세부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내용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검증을 거쳤다. 

전문가 조사는 학계 전문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소속 전문가, 

개인재무설계 전문가, 언론계 전문가 등을 패널로 참여시켰다. 10~15명 

의 전문가들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한 Adler & Ziglio 

(1996)와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 및 역량 척도 개발을 위해 전문가 

19명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유현정·주소현(2012)을 참고해 패널을 

19명으로 결정하였다. 학계에서 소비자학 전공 교수 및 소비자학 전공 

박사 후 연구원 7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퇴직연금 사업자 소속 전문 

가 5명, 개인재무설계 전문가 5명, 언론계 전문가 2명 등 총 19명이 패 

널로 선정되었다(<표 3-2> 참고). 퇴직연금 사업자 소속 전문가들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인 고객 자산관리 업무나 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5명 중 한 명은 소비자학 박사학위를, 다른 한 명은 퇴 

직연금을 연구해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이다. 개인재무설계 

전문가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 소비자학 박사학위 보유자 2명, 

세무사로 소비자학 박사학위 보유자 1명, 금융투자 관련 강사로 활동하 

는 소비자학 박사학위 보유자 1명,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으로 DC형 

퇴직연금 고객 보유자 1명 등이다. 언론계 전문가는 금융투자 관련 칼럼 

을 많이 쓰는 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퇴직연금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이다. 

전문가 패널은 연구자가 전문가들에게 전화로 참여의사를 사전에 문 

의해 참여하겠다고 대답한 전문가 19명으로 구성하고 이들에게 질문지 

를 이메일로 보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연구자가 내린 퇴직 

연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 정의 및 개념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의 적절성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였다. 퇴직연금 관리지식의 경우에는 구성요소의 중요도에 대 

한 의견을 추가로 질문에 포함시켰다. 전문가 조사에 사용한 질문지(부 

록 1)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109/ 

002-029). 전문가들의 참여 의사 파악부터 응답지 접수까지 약 4주일 

(2021년 8월23일~9월15일)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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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전문가 조사 대상자의 특징 

구분 소속 및 특징 

학계(7명) 
소비자학 전공 교수, 소비자학 전공 박사 후 

연구원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소속 

전문가(5명) 

은행, 보험사, 증권사 소속 자산관리 전문가 

개인재무설계 전문가 

(5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 소비자학 박사학위 

보유자, 세무사로 소비자학 박사학위 보유자,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으로 DC형 퇴직연금 

고객 보유자 

언론계(2명) 
금융투자 관련 칼럼을 많이 쓰는 경제신문 

논설위원, 퇴직연금 취재 담당 기자 

계 19명 

 

 

3.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조사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3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60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2018년 기준 퇴 

직연금 통계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령과 성별 비율을 바탕으로 

다음 <표 3-3>과 같이 할당 표집하였다. 

 

<표 3-3> 연령 및 성별에 근거한 조사 대상 할당 표집 결과 

(단위: 명(%)) 

 남성 여성 계 

30대 119 (19.8) 89 (14.8) 208 (34.6) 

40대 113 (18.9) 101 (16.9) 214 (35.8) 

50대 84 (14.0) 94 (15.5) 178 (29.6) 

계 316 (52.7) 284 (47.3) 600 (100)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총 5일 동안 온라 

인 조사 회사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 

뤄졌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54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부록 2)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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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IRB No. 2109/002-029).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크게 퇴직연금 관리역량 측정 문항과 퇴직연 

금 관리행동 측정 문항 그리고 심리적 편향 측정 문항을 비롯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투자 관련 특성 및 퇴직연금 가입 관련 내용으 

로 구성하였다.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 측정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4장 및 제5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적 편향은 자기과신, 손실회피 및 현상유지 

편향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다음 <표 3-4>와 같이 구성하였 

다. 먼저 자기과신 편향의 경우 제2장 제4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자기과 

신의 세 가지 형태인 과대평가, 우월평가, 과도확신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Moore & Healy(2008)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기과신의 세 가 

지 형태 중 우월평가를 선택해 자기과신을 측정하였다. 백은영·주소현 

(2011), 한미영·김재휘(2007), Shah et al.(2017) 등의 연구에서 투자 

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골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한 

세 가지 문항으로 응답자들의 우월평가 수준을 측정하였다.  

손실회피는 시나리오 방식을 사용해 측정한 연구들(임혜빈 외, 

2020; 차경욱·정다은, 2013; Li et al., 2012)이 많다. 시나리오 방식은 

잠재손실 상황에서의 위험선호도가 잠재이익 상황에서보다 높으면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손실회피의“여 

부”가 아니라“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방식이 적 

절하지 않아 자기보고 방식으로 손실회피를 측정하였다. 손실회피는 투 

자자들이 미실현 손실(잠재손실)에 대해서는 위험추구성향을 보이는 반 

면 미실현 이익(잠재이익)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성향을 나타내는 현상인 

데, Aren et al.(2021)이 제시한 손실회피 수준 측정 문항은 이러한 손 

실회피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어 이 문항 중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다 

고 판단되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현상유지 편향도 손실회피와 유사하게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 연 

구들(Noori, 2016; Samuelson & Zeckhauser, 1988; Xiao et al., 2021) 

이 많다. 본 연구는 손실회피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방식이 아니라 

응답자들이 설문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선호를 바로 대답하도록 

하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현상유지 편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현상유지 

편향이 편향이라는 점을 감안해 그런 편향이 결과로 나타난 행동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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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춰 설문문항을 구성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라는 편향적인 행동을 하 

게 된 맥락과 이유가 반영된 Suri et al.(2013)과 Xiao et al.(2021)에 

근거하여 <표 3-4>와 같이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심리적 편향 측정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 심리적 편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표 3-4> 심리적 편향 측정 문항 

구분 측정 문항 

자기과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투자자로서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다 

나는 투자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많은 투자 정보 중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낫다 

손실회피 

나는 투자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익을 확정 

지으려는 편이다 

나는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실을 확정 짓는데 

주저하는 편이다 

나에게는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크다 

현상유지 

편향 

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효용이 낮더라도 

더 선호하는 편이다 

나는 매력적인 정도가 비슷한 여러 대안들이 있고 그 중 하나가 

현상을 유지하는 대안이라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손실처럼 느껴진다 

나는 ‘하지 않아서’ 보다 ‘해서’ 후회하게 될까 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다 

 

사람의 행동에는 역량 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다 

른 요인을 사람이 통제하기 어렵다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키울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살 

펴보려는 심리적 편향은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3) 분석방법 및 조사 대상자의 특성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군집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카이제곱 검정, t검정, 일원분 

산분석,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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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은 <표 3-5>에, 가입 및 관리현황과 투자관련 특성은 <표 

3-6>에, 심리적 편향 측정 결과는 <표 3-7>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성별과 연령대는 할당 표집 결과를 크게 위배하지 않았다. 월 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 

미만이 31.2%였으며 400만원 이상이 34.2%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들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369만원이었고, 자산은 평균 5억1641만원 

이었다. 부채가 없는 사람이 34.5%였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의 부채 규모는 평균 1억144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48)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성 288(52.6) 

자산 

1억원 미만 87(15.9) 

여성 260(47.4) 
1억∼2억원 

미만 
101(18.4) 

연령 

30∼39세 187(34.1) 
2억∼3억원 

미만 
65(11.9) 

40∼49세 197(35.9) 
3억∼5억원 

미만 
86(15.7) 

50∼59세 164(29.9) 
5억∼7억원 

미만 
75(13.7) 

평균(SD) 43.46(7.88) 7억원 이상 134(24.5) 

월 

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13(2.4) 
평균(SD) 

단위:만원 

51641.19 

(60773.10) 

200만∼300만원 

미만 
177(32.3) 

부채 

부채 없음 189(34.5) 

300만∼400만원 

미만 
171(31.2) 5천만원 미만 104(19.0) 

400만∼500만원 

미만 
70(12.8) 

5천만∼1억원 

미만 
70(12.8) 

500만∼600만원 

미만 
59(10.8) 

1억∼2억원 

미만 
101(18.4) 

600만원 이상 58(10.6) 2억원 이상 84(15.3) 

평균(SD) 

단위:만원 

369.55 

(164.34) 

평균(SD) 

단위:만원 

*부채없는 사람 

제외 

11448.64 

(103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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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은행을 선택 

한 사람이 69.3%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16.2%), 보험사(7.5%), 근로 

복지공단(6.0%) 등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선택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모 

르는 사람은 0.9%로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은 3년~6년 미 

만이 33.0%로 가장 많았고, 3년 미만(25.9%), 6년~9년 미만(21.4%), 

9년 이상(17.9%) 등이었다. 가입기간을 모르는 사람은 1.8%였다. 적립 

금은 1천만~3천만원 미만이 39.2%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 

(29.0%), 3천만~7천만원 미만(20.3%), 7천만원 이상(7.5%) 등으로 나 

타났다. 적립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4.0%였다. 수익률은 연  

1~2%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고, 연 2~3% 미만(19.5%), 연  

3~5% 미만(11.3%), 연 1% 미만(10.8%), 연 5% 이상(10.6%) 

등이었다. 수익률을 모르는 사람은 16.8%로 6명 중 1명은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투자한 상품의 개수는 1개가 43.6%로 가장 많았고, 3개 이상(24.3%), 

2개(13.1%) 등으로 나타났다. 투자상품 개수를 모르는 사람은 19%였 

다.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어느 정도 넣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54.7%였고 이들은 평균 64.3%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적립금 및 수익률 확인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33.8%로 

가장 많았고, 2~3개월에 한 번 정도(27.4%), 1년에 한 번 정도(11.7%), 

6개월에 한 번 정도(10.9%) 등이었다. 거의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16.2%였다. 투자상품을 변경한 경험은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가 

66.6%였고, 한 번 변경했다(14.2%), 두 번 이상 변경했다(13.1%), 정 

기적으로 변경한다(6.0%) 등으로 나타났다. 

투자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펀드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 62.6% 

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결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37.3%), 만족(32.7%), 불만족(21.6%), 매우 불만족(5.8%), 매우 만 

족(2.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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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및 관리현황과 투자 관련 특성 

(N=548)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가

입 

및 

관

리 

현

황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 380(69.3) 

가

입  

및 

관

리 

현

황 

수익률 

연 3∼5% 미만 62(11.3) 

증권사 89(16.2) 연 5% 이상 58(10.6) 

보험사 41(7.5) 잘 모르겠다 92(16.8) 

근로복지공단 33(6.0)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 

비중(%) 

잘 모르겠다 248(45.3) 

잘 모르겠다 5(0.9) 알고 있다 300(54.7) 

가입기간 

3년 미만 142(25.9) 

평균(SD) 

*알고 

있다(n=300) 

64.32 

(34.60) 

3년∼6년 미만 181(33.0) 

적립금 및 

수익률 확인 

주기 

한 달에 한 번 

이상 
185(33.8) 

6년∼9년 미만 117(21.4) 
2∼3개월에 한 번 

정도 
150(27.4) 

9년 이상 98(17.9) 
6개월에 한 번 

정도 
60(10.9) 

잘 모르겠다 10(1.8) 1년에 한 번 정도 64(11.7) 

투자상품

개수 

1개 239(43.6) 
거의 확인하지 

않음 
89(16.2) 

2개 72(13.1) 

투자상품 

변경 경험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 
365(66.6) 

3개 이상 133(24.3) 한 번 변경했다 78(14.2) 

잘 모르겠다 104(19.0) 
두 번 이상 

변경했다 
72(13.1) 

적립금 

1천만 원 미만 159(29.0)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33(6.0) 

1천만∼3천만 

원 미만 
215(39.2) 

투

자 

관

련 

특

성 

펀드 투자 

경험 

없다 205(37.4) 

3천만∼7천만 

원 미만 
111(20.3) 있다 343(62.6) 

7천만 원 이상 41(7.5) 

펀드 투자 

결과 만족도 

 

*경험 있다 

(n=343) 

매우 불만족 20(5.8) 

잘 모르겠다 22(4.0) 불만족 74(21.6) 

수익률 

연 1% 미만 59(10.8) 보통 128(37.3) 

연 1∼2% 

미만 
170(31.0) 만족 112(32.7) 

연 2∼3% 

미만 
107(19.5) 매우 만족 9(2.6)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심리적 편향의 수준은 다음 <표 3-7>과 

같다. 5점 만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손실회피가 3.18점으로 가장 강하 

였고, 현상유지 편향이 3.11점, 자기과신이 2.63점으로 나타났다. 자기 

과신은 3점에 미치지 못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기과신을 인정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리적 편향별 Cronbach'α값을 통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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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를 살펴본 결과 자기과신은 0.91, 손실회피는 0.71, 현상유지 편향은 

0.77로 모두 0.70 보다 높아 심리적 편향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척도로서 

신뢰할 수 있었다. 

 

<표 3-7>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심리적 편향 측정 결과 

구분 측정 문항 평균(SD) Cronbach'α 

자기과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투자자로서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다 
2.69(.93) 

.91 

나는 투자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2.54(.91) 

나는 많은 투자 정보 중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낫다 

2.67(.93) 

종합 점수 2.63(.86)  

손실회피 

나는 투자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익을 확정 지으려는 

편이다 

3.10(.87) 

.71 
나는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실을 확정 짓는데 

주저하는 편이다 

3.24(.89) 

나에게는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크다 
3.19(.95) 

종합 점수 3.18(.72)  

현상유지 

편향 

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효용이 낮더라도 더 

선호하는 편이다 

3.19(.91) 

.77 

나는 매력적인 정도가 비슷한 여러 

대안들이 있고 그 중 하나가 현상을 

유지하는 대안이라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손실처럼 느껴진다 

3.06(.81) 

나는 ‘하지 않아서’ 보다 ‘해서’ 

후회하게 될까 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다 

3.09(.95) 

종합 점수 3.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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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본 장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였 

다. 1절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2절에 

서는 그 내용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측정 문항을 정리하였으 

며, 3절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제 1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부 내용 도출 

 

본 절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필요한 관리역량의 세부 내

용을 규명하였다. 제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성요

소는 관리지식, 관리기능, 관리태도 등이다. 먼저 관리지식 및 관리기능

의 세부 내용을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gn)의 지식의 위계구조를 

활용해 정리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연구 영역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DC형 퇴직연금 관리태도의 세부 내용을 도출한 장경영·최현자(2020)

의 연구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DC형 퇴직연금 관리태도의 규명을 갈음하

였다. 

 

1. DC형 퇴직연금 관리지식 및 관리기능의 세부 내용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필요한 관리지식 및 관리기능의 세부 내 

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Wiggins & McTighe (1998) 

가 개발한 교육과정 설계 방법인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gn)의 지 

식의 위계구조 정리 방법을 차용하였다. 백워드 설계는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진정한 의미의 이해에 도달 

하는 것을 돕는 교육과정 설계 방법으로(김해경, 2020) 우리나라의 201 

5 교육과정에도 백워드 설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이광우·정영근, 2017). 

백워드 설계에서는 영속적 이해 (enduring understanding)와 학습 내용 

의 전이(transfer of learning) 가능성을 중요시한다. 전이는 사회가 빠 

르게 변화하면서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모든 지식을 교육할 수도, 배울 수도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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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한적으로 학습한 것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에 전이할 수 있어 

야 한다. 배우고 학습한 많은 지식 중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 속 

에 남아 있는 내용이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백워드 설계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지식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학습자들이 영속적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전이 가능성이 높은 지식을 빅 아이디어(Big 

Idea)라고 부르고, Wiggins & McTighe는 빅 아이디어를 영속적 이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수많은 지식 중 학습자들에게 우선적 

으로 가르쳐야 하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지식이 빅 아이디어이며, 빅 아 

이디어는 그것으로 인해 가능한 영속적 이해와 혼용되는 것이다. 

 Wiggins & McTighe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의 우선순위에 

서 빅 아이디어(영속적 이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이‘알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핵심 지식과 기능)이며, 마지막이‘친숙 

할 필요가 있는 것’(사실, 정보, 용어 기호 등)이라고 설명하였다([그림 

4-1] 참고). 백워드 설계에서의 지식의 위계구조를 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으로 제시하고, 기능에는 핵심 지식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림 4-1] 백워드 설계에서 학습할 내용의 우선순위 

 

백워드 설계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바라는 결과(desired results) 

를 의미하는 성취 기준이 빅 아이디어를 비롯한 지식의 위계구조를 정리 

하는 잣대가 되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과목별, 학년별로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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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세히 주어져 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경우 교육과 

정처럼 명확하게 제시된 성취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DC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대표성 있는 자료 

들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바라는 결과(desired results)를 의 

미하는 성취 기준을 도출하고 그러한 성취 기준을 백워드 설계의 지식의 

위계구조 및 기능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백워드 설계에서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달리 DC 

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취 기준 자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사용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은 학교 교육의 

개별 교과목들에 비해 학습할 내용이 단순하고 그 양이 적어 성취 기준 

자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뒤 그것을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지식 및 기능 

의 세부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DC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대표성 있는 자료로는 고용노동부(2018), 

금융감독원(2018), 금융투자협회(2018) 등 세 가지를 선택하였다. 고 

용노동부(2018)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운영하려는 기업에서 

규약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참고하도록 작성된 자료이고, 금융감독원 

(2018)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한 자료이며, 금 

융투자협회(2018)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638명을 1 대 1 면접조 

사한 결과로서 정부와 감독기관 및 가입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포 

함한 대표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세 가지 자료에서 DC형 퇴직연 

금 가입자의 성취 기준을 도출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과정에서는“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판 

단의 기준으로 삼아 백워드 설계에서의 영속적 이해 및 학습 내용의 전 

이 가능성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세 가지 자료에서 1차 

로 29개의 성취 기준을 도출하였고 유사한 것들을 통합해 22개로 정리 

한 뒤, 백워드 설계의 지식의 위계구조에 맞춰 빅 아이디어 4개, 핵심 

지식 8개,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5개, 기능 5개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4-1> 참고). 이러한 퇴직연금 관리지식 및 관리기능의 세부 내용 

도출 과정과 관련해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 52 - 

<표 4-1> DC형 퇴직연금 관리지식 및 관리기능의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퇴직 

연금  

관리 

지식 

빅 

아이 

디어 

1)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을 안다 

2) 적립금 투자 상품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을 안다 

3)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가능함을 이해한다 

4)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분산투자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핵심 

지식 

1) 금융회사가 연 1회 이상 적립금 투자현황을 통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적립금 투자상품의 위험과 수익구조를 이해 

할 수 있다 

3) 적립금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안다 

4) 적립금을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안다 

5)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은행 예·적금 외에 원리금보장보험, ELB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등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안다 

6) 적립금 투자시 상품별로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음을 안다 

7)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안다 

8) 회사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안다 

친숙

할 

필요

가 

있는 

내용 

1) 가입시 적립금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됨을 안다 

2) 회사가 매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한다 

는 사실을 안다 

3) 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 

금을 불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4) 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 

금을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함을 안다 

5)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세제혜택 

이 있음을 안다 

퇴직연금 

관리기능 

1) 적립금 관리상황(투자상품 및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금융회사가 통지하는 적립금 투자현황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3) 적립금 투자상품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다 

4) 퇴직연금 수수료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찾아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5) 회사가 실시하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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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형 퇴직연금 관리태도의 세부 내용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소인 관리태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장경영·최현자(2020)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관리태도를“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인식 및 감정, 퇴직연금을 

관리하려는 행동의지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 

하였는데 이들이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퇴직연금 관 

리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태도는 궁극적인 

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촉진체(김정현, 2011, p.26)라는 점이다. Godwin 

(1994)은 재무설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현금흐름 관리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라는 점을 밝혀내었고, Parrotta & Johnson(1998)은 

재무관리태도가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재무만족도에 대해서는 

재무관리행동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소비자 지식이 소 

비자 행동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김미정, 2003; 

정미정, 2007)와 지식이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태도 

요인을 거쳐 간접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박운아·이기춘, 1995; 서 

은숙·장윤옥, 2008; 이옥순·김영남, 2005). 그리고 마지막으로 FSA(20 

08)가 재무관리역량이 지식과 관련이 있지만 지식을 향상시켜도 더 나 

은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개 

인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심리상태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점이다. 

장경영·최현자(2020)는 독서태도 모델을 개발한 연구(박주현·이명 

규, 2015), 여가태도 연구(Ragheb & Beard, 1982), 퇴직연금 관련 연구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DC형 퇴직연금 관리태도는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인식(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관리 

에 대한 감정,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등이 세부 내용이라고 결론지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DC형 퇴직연금 관리태도의 규명을 갈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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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 

 

1. 전문가 검증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마련한 본 연구의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정의에 대해 전문가 패널을 통해 타당성(매우 타당하지 않다 1점~매우 

타당하다 5점)을 검증한 결과 전문가 패널들은 타당하다는 의견(평균 

4.37점, 표준편차 0.60점)을 보였다.  

퇴직연금 관리역량 구성요소 측정문항들의 적절성(전혀 적절하지 않 

다 1점~매우 적절하다 5점)에 대해서는 세 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 

항들에 대해 4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표 4-2> 참고).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타당성 비율 

(CVR, Content Validity Ratio)을 사용하였다. 내용타당성은 측정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문항의 

대표성 또는 적절성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내용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남궁근, 2013). Lawshe(1975)가 제안한 

CVR은 전문가들이 특정 문항에 대해 필수적임(essential), 유용하지만 

필요하지 않음(useful but not essential), 필요하지 않음(not necessary) 

등 셋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한 뒤, <식 4-1>과 같이 계산해 내용타당성 

을 판단한다. 

CVR =
𝑛𝑒−(𝑁/2)

𝑁/2
 <식 4-1> 

𝑛𝑒는 필수적임이라고 응답한 패널의 수이고 N은 전체 패널의 수이 

다. 필수적임이라고 응답한 패널의 수가 전체 패널의 절반 보다 적으면 

CVR이 음수 값이고, 절반 이상이면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Lawshe 

(1975)는 전체 패널 수에 따라 내용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CVR값을 제시하였는데 15명일 때는 0.49, 20명일 때는 0.42이다. 본 

연구의 패널 수인 19명에 대해서는 Ayre & Scally(2014)를 참고해 최 

소 CVR값 0.47을 사용하였으며 매우 적절하다(5점)와 적절하다(4점) 

를 Lawshe(1975)의 필수적임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보 

통이다(3점)는 유용하지만 필요하지 않음으로, 적절하지 않다(2점)와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는 필요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였다. 퇴직연금 

관리역량 측정문항들 중 전문가 패널들이 4점 미만으로 평가한 세 개 

문항들이 CVR값도 0.47 보다 낮아 내용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 

였다. 즉 퇴직연금 관리기능 측정문항인‘회사가 실시하는 퇴직연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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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참여할 수 있다’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전문가 패널들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현실 

을 감안해 이 문항이 관리기능 측정에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관련된 또 다른 문항인‘회사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안다’의 경우 전문 

가 패널들은 적절하다(4.32점)고 판단하였지만 CVR값은 0.58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았다. 

내용타당성이 결여되어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나머지 두 개 문항은 적립금 관리태도 측정문항들로‘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가 어려워서 싫다’와‘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 

금 관리가 귀찮다’이다. 전문가 패널들의 적절성 평가 점수는 각각 

3.53점과 3.63점으로 적절하다(4점)에 미치지 못하였고 CVR값도 두 

문항 모두 0.16에 불과하였다.  

 

<표 4-2>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구분 측정문항 평균 
표준 

편차 
CVR CV 결과 

퇴직 

연금 

관리 

지식 

1)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을 안다 
4.58 0.61 0.89 0.13 선정 

2)적립금 투자 상품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을 안다 
4.26 0.93 0.79 0.22 선정 

3)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금리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수익률이 가능함을 이해 한다 

4.32 0.82 0.58 0.19 선정 

4)적립금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분산투자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4.32 0.75 0.68 0.17 선정 

5)금융회사가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적립 

금 투자현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4.16 0.96 0.68 0.23 선정 

6)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적립금 투자상품 

의 위험과 수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4.53 0.61 0.89 0.14 선정 

7)적립금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안다 
4.26 0.87 0.68 0.20 선정 

8)적립금을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안다 
4.21 0.85 0.68 0.20 선정 

9)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은행 예·적금 

외에 원리금보장보험, ELB(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등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안다 

4.32 0.82 0.79 0.19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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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적립금 투자시 상품별로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음을 안다 
4.58 0.51 1.00 0.11 선정 

11)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안다 
4.63 0.60 0.89 0.13 선정 

12)회사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안다 
4.32 0.95 0.58 0.22 선정 

13)가입시 적립금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됨을 안다 

4.53 0.51 1.00 0.11 선정 

14)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안다 

4.47 0.70 0.79 0.16 선정 

15)DC형 퇴직연금 및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4.58 0.61 0.89 0.13 선정 

16)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 

연금)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 

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안다 

4.68 0.48 1.00 0.10 선정 

17)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세제혜택이 있음을 

안다 

4.79 0.42 1.00 0.09 선정 

퇴직 

연금 

관리 

기능 

1)적립금 관리상황(투자상품 및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58 0.69 0.79 0.15 선정 

2)금융회사가 통지하는 적립금 투자현황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4.32 0.89 0.68 0.21 선정 

3)적립금 투자상품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다 
4.47 0.70 0.79 0.16 선정 

4)퇴직연금 수수료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찾아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4.11 0.81 0.68 0.20 선정 

5)회사가 실시하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참여할 수 있다 
3.84 0.76 0.26 0.20 제외 

퇴직 

연금 

관리 

태도 

1)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자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63 0.50 1.00 0.11 선정 

2)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74 0.45 1.00 0.10 선정 

3)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려면 필요한 금융투자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4.42 0.61 0.89 0.14 선정 

4)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산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58 0.61 0.89 0.13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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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와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37 0.76 0.68 0.17 선정 

6)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투자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8 0.51 1.00 0.11 선정 

7)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가 

어려워서 싫다 
3.53 1.17 0.16 0.33 제외 

8)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가 

귀찮다 
3.63 1.26 0.16 0.35 제외 

9)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고 싶다 
4.00 0.94 0.58 0.24 선정 

10)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적절하게 할 

생각이다 

4.05 0.91 0.47 0.22 선정 

 

퇴직연금 관리역량 구성요소 측정문항들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패 

널들의 의견 일치 정도를 판단하는 데는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nce)를 사용하였다.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평균이 서로 다른 자료들의 산포정도를 비교하는데 이용되는데, 0.5이하 

이면 패널들의 의견 불일치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English 

& Kernan, 1976). 분석 결과 퇴직연금 관리역량 측정문항들은 CV값이 

0.09~0.35로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퇴직연금 관리지식 측정문항인‘금융회사가 연 1회 이상 적립금 투 

자현황을 통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한 문 

항에서‘알고 있는지’와‘이해할 수 있는지’라는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있다는 전문가 패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금융회사가 연 1회 이상 통 

지하는 적립금 투자현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회사 

가 매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문항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적을 수용해‘매년 1회 이상’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퇴직연금 관리지식의 경우 앞 절에서 백워드 설계의 

지식의 위계구조 정리 방법을 차용하여 세부 내용을 그 중요도에 따라 

빅 아이디어 4개, 핵심 지식 8개,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5개로 

정리하였다. 전문가 패널들에게 관리지식 세부 내용의 중요도를 평가하 

도록 하였고 그 결과 빅 아이디어 6개, 핵심 지식 9개,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2개로 구분되었다(<표 4-3> 참고). 빅 아이디어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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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수가 각각 2개와 1개 증가하고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3개 

감소한 것으로 전문가 패널들이 관리지식 세부 내용의 중요성을 본 연구 

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한 결과다. 특히 본 연구가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구분한‘나는 DC형 퇴직연금 및 IRP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함을 안다’와‘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 

하면 세제혜택이 있음을 안다’를 빅 아이디어로 구분한 것에 주목할 만 

하다. 전문가 패널들은 세액공제와 세제혜택이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자신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드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사료된다.  

 

<표 4-3> DC형 퇴직연금 관리지식 세부 내용 중요도 구분 

퇴직연금 관리지식 세부 내용 
중요도 구분 

전문가 조사 후 전문가 조사 전 

1)나는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을 안다 
빅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2)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금리가 물가상승 

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가능함을 이해한다 

빅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3)나는 적립금 투자시 상품별로 투자한도가 정해 

져 있음을 안다 
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4)나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안다 
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5)나는 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 

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면 연금저축 

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안다 

빅 아이디어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6)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 

태로 수령하면 세제혜택이 있음을 안다 
빅 아이디어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7)나는 적립금 투자 상품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을 안다 
핵심 지식 빅 아이디어 

8)나는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분산투자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핵심 지식 빅 아이디어 

9)나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적립금 투자상품의 

위험과 수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핵심 지식 핵심 지식 

10)나는 적립금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안다 
핵심 지식 핵심 지식 

11)나는 적립금을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 

할 수 있음을 안다 
핵심 지식 핵심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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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은행 예·적금 외에 

원리금보장보험, ELB(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등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안다 

핵심 지식 핵심 지식 

13)나는 가입시 적립금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됨을 안다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14)나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DC형 퇴직 

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안다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15)나는 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 

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16)나는 금융회사가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적립금 투자현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핵심 지식 

17)나는 회사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안다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핵심 지식 

 

 

2. DC형 퇴직연금 관리에 필요한 역량 

 

이상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필요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부 내용으로 관리지식 17개 

항목, 관리기능 4개 항목, 관리태도 8개 항목을 도출하였다(<표 4-4> 

참고). 관리지식의 경우 그 위계구조에 따라 17개 항목을 빅 아이디어 

(6개), 핵심 지식(9개),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2개) 등 3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관리기능은 단일 차원의 4개 문항으로, 관리태도는 장경영 

·최현자(2020)가 제시한 내용에 전문가 검증을 반영해 8개 항목을 관 

리의 중요성 인식,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등 3개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4-4>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하위차원 및 측정 문항 수 

구분 하위차원 측정 문항 수 

퇴직연금 관리지식 

빅 아이디어 6개 

핵심 지식 9개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2개 

퇴직연금 관리기능 단일 차원 4개 

퇴직연금 관리태도 

관리의 중요성 인식 2개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4개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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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리태도의 경우, 선행연구(장경영·최현자, 2020)에 비해 

측정 문항 수가 2개 줄었고 본 연구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조

사 자료로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정할 필요성이 있어 탐색적 요

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공

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방법인 주축요인추출 및 사각회

전 방식 중 직접오블리민을 사용하였으며 8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도

출되었고 82.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Cronbach’s 가 모두 0.7이상으로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4-5> DC형 퇴직연금 관리태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평균 
표준 

편차 

요인 

부하량 

아이겐 

값 

관리의 

중요성  

인식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자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86 .93 .759 

.84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97 .91 .907 

Cronbach’s α=.87 

관리 

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려면 

필요한 금융투자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4.10 .81 .525 

5.13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산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12 .77 .952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와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13 .81 .826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투자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1 .78 .763 

Cronbach’s α=.90 

관리 

하려는  

행동 

의지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고 싶다 4.31 .78 .743 

.58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적절하게 할 생각이다 
3.93 .78 .687 

Cronbach’s α=.75 

KMO=.89, Bartlett test=3021.03(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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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수준 

 

본 절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퇴직연금 관리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먼저‘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를 산출해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수준을 살펴보고 이어서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관리역량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 및 관리현황의 차

이를 살펴보았다. 

 

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수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리역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DC형 퇴

직연금 관리역량 점수’를 산출하였다. 관리역량 점수 분석에 앞서 관리

역량 구성요소별 수준을 분석하였다. 

 

1)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구성요소별 관리역량 수준 

퇴직연금 관리역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리역량의 구성요소

인 관리지식, 관리기능 및 관리태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퇴직연금 관리

기능 및 관리태도(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의 경우 관리지식(오답 0점, 

정답 1점)과 측정방법이 달라 이들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 

<표 4-6>과 같이 백분위 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4-6>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백분위 점수 산출 방법 

구성요소 하위차원 문항수 최저점 최고점 점수 산출 방법 

관리지식 

빅 아이디어 6 0 6 (100x관측값)/6 

핵심 지식 9 0 9 (100x관측값)/9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2 0 2 (100x관측값)/2 

관리기능 - 4 4 20 (100x(관측값-4))/16 

관리태도 

관리의 중요성 인식 2 2 10 (100x(관측값-2))/8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4 4 20 (100x(관측값-4))/16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2 2 10 (100x(관측값-2))/8 

※ 관측값은 응답자의 원점수를 의미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각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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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위차원별 수준은 다음 <표 4-7>과 같다.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 

성요소 중 전반적으로 관리태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관리하려는 행동의지와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았다. 

관리 기능의 경우 관리역량의 세 구성요소 중 가장 수준이 낮았다. 관리 

지식의 경우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의 경우 평균이 85.4점으로 가장 

수준이 높았고, 핵심 지식 69.5점, 빅 아이디어 66.2점의 순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제시한 관리지식의 위계구조에서 가 

장 중요한 관리지식인 빅 아이디어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관리지식을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7>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성요소 및 하위차원별 수준 

구성요소 하위차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리지식 

빅 아이디어 66.2 21.5 0.0 100.0 

핵심 지식 69.5 17.1 11.1 100.0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85.4 25.7 0.0 100.0 

관리기능 - 67.9 19.0 0.0 100.0 

관리태도 

관리의 중요성 인식 72.9 21.8 0.0 100.0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77.9 17.5 25.0 100.0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78.1 17.5 25.0 100.0 

 

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리역량 수준 

본 연구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퇴직연금 관리역량점수를 다음과 같이 총 3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하였다. 먼저 측정방법이 서로 다른 관리지식과 관리기능 및 

관리태도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게 백분위 점수를 <표 4-7>과 같이 산 

출하고(1단계), 관리지식, 관리기능, 관리태도가 관리역량 점수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환산 가중치를 <표 4-8>과 같이 계산하여(2단계), 

이를 백분위 점수와 곱해서 합산함(3단계)으로써 가입자별 관리역량 수 

준을 진단할 수 있는 관리역량 점수를 <표 4-9>와 같이 산출하였다. 

관리역량 점수를 산출하는데 있어 관리지식, 관리기능, 관리태도가 

관리역량 점수에 기여한 정도, 즉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에서 관리지식, 

관리기능, 관리태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이 

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지혜, 2021; 이기춘 외, 2007; 박혜영, 

2010)를 따라 상관계수를 활용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관리지식, 관 

리기능, 관리태도의 백분위 점수 총점과 하위차원별 상관계수를 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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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의 합을 1로 하는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상관계수의 크 

기가 클수록 백분위 점수 총점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는 논리에 기반해 

상관계수의 합에서 해당 하위차원의 상관계수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가 

중치(환산 가중치)로 부여하는 것이다.  

환산 가중치 계산 결과(<표 4-8>)에서 주목되는 것은 관리지식 부 

분이다. 관리지식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 빅 아이디어의 환산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빅 아이디어가 퇴직연금 관리역량에 가장 크 

게 기여하는 관리지식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의 

환산 가중치는 관리지식 중 가장 낮아 본 연구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제 

시한 관리지식의 위계구조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빅 아이디 

어의 정답률이 66.2%로 가장 낮고,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의 정답률 

이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연결지어 보면, 가장 중요한 관리지 

식(빅 아이디어)을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퇴직연 

금 관리역량 점수를 높이는데 있어 핵심 지식이나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의 순 

서로 관리지식을 쌓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빅 아이디어 

의 환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만큼 정답률이 동일하게 향상된다면 빅 아 

이디어가 퇴직연금금 관리역량 점수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이다.  

관리지식에 비해 관리기능과 관리태도의 환산 가중치가 높은 것은 

관리지식이 객관적 지식을 측정한데 비해 관리기능과 관리태도는 주관적 

판단을 측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박혜영, 2010; 손지 

연·이경아, 2014)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표 4-8>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하위차원별 상관계수 및 환산 가중치 

구성요소 하위차원 
백분위 점수 

총점과의 상관계수 
환산 가중치 

관리지식 

빅 아이디어 .579** 0.125 

핵심 지식 .549** 0.119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513** 0.111 

관리기능 - .701** 0.152 

관리태도 

관리의 중요성 인식 .753** 0.163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783** 0.169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750** 0.162 

합계 4.627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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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계산한 환산 가중치를 백분위 점수와 곱한 뒤 다음 <식 4-

2>와 같이 합산함으로써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를 산출하였다.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 (빅 아이디어 백분위 점수 x 

0.125)+(핵심 지식 백분위 점수x 0.119)+(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백분위 점수 x 0.111)+(관리기능 백분위 점수 x 

0.152)+(관리의 중요성 인식 x 0.163)+(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x 0.169)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x 0.162) 

<식 4-2>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된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수준은 다음 <표 4-9>와 같이 100점 만점에 74점 

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성요소들은 관리태도가 76.3점으 

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관리지식이 73.3점, 관리기능이 67.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지식의 경우 빅 아이디어가 23.3점, 핵 

심 지식이 23.2점,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26.7점으로 분석되어 빅 

아이디어의 지식수준이 가장 낮았다. 관리태도의 경우 관리의 중요성 인 

식이 24.0점,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이 26.6점, 관리하려는 행동 

의지가 25.6점으로 나타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 

음을 알 수 있다. 

 

<표 4-9>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수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 74.0 13.3 38.1 100.0 

관리지식 점수 73.3 14.7 20.7 100.0 

빅 아이디어 23.3 7.6 0.0 35.3 

핵심 지식 23.2 5.7 3.7 33.4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26.7 8.0 0.0 31.3 

관리기능 점수 67.9 19.0 0.0 100.0 

관리태도 점수 76.3 16.5 29.0 100.0 

관리의 중요성 인식 24.0 7.1 0.0 32.9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26.6 6.0 8.5 34.2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25.6 5.7 8.2 32.8 

※ 굵은 글씨는 100점 만점 기준이고, 나머지는 관리지식과 관리태도의 하위차 

원으로 하위차원의 점수를 합하면 관리지식과 관리태도의 점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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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의 특성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차이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입자들의 특성을 상세하 

게 밝혀내고 그들의 관리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정책적 함의 

를 제시하기 위해 가입자의 특성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차이를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0>과 같다. 일원분산분석에서 등분 

산 가정을 충족하면 사후검정 방법으로 던칸의 방법(Duncan’s method) 

을 사용하였고, 등분산 가정을 위배하면 F-test 대신 Welch test로 확 

인한 뒤 사후검정은 Dunnett’s T3를 사용하였다. 

다음 <표 4-10>은 가입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역 

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 보다 관리지식 

전반과, 관리지식의 하위구성요소 중 빅 아이디어 및 관리기능의 수준이 

높았고, 관리태도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에 대 

한 관리지식 및 관리기능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 

대의 경우 관리태도 중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에서만 50대가 30 

대와 40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50대가 관리방법 이해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는 의미이므로 50대가 관리방법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월 평균 임금의 경우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구성요소 및 하위내용 

에서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금 수준이 낮은 가입자들의 경우 오히려 더 관리역량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산의 경우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빅 아이디어를 

제외한 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 규모에 따른 관리 

역량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퇴직연금 가입 및 관리현황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퇴직연금 가입 및 관리현황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표 4-11>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상품 개수, 적립금, 

수익률,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 비중 등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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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 

은 수준의 관리역량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관리역량과 가입 및 관리현황의 연 

관성을 살펴보면, 투자상품 개수가 많을수록, 적립금이 많을수록, 수익률 

이 높을수록 관리역량 수준이 높았다.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비중에서도 

본 연구의 응답자 평균(64.3%) 미만인 사람이 평균 이상인 사람 보다 

높은 관리역량 수준을 보였다. 가입자의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입금해주 

는 부담금이 큰 몫을 차지하는 적립금을 제외한 투자상품 개수, 수익률,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 비중 등은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의 결과이다. 

이러한 관리의 결과 측면에서 위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자신의 퇴직 

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가입자들이 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투자상품 개수를 늘리고,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 비중을 낮추려면 퇴 

직연금 관리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필요하고, 그런 관심과 적극성이 

수익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퇴직연금 가입 및 관리현황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관리역량을 갖춰야 자 

신의 퇴직연금의 관리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 

직연금 관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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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차이 

특성 빈도(%) 
관리역량점수 

관리지식 
종합 점수 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평균(SD) F/t 평균(SD) F/t 평균(SD) F/t 평균(SD) F/t 평균(SD) F/t 
전체 응답자 548(100.0) 74.0(13.3) - 73.3(14.7) - 23.3(7.6) - 23.2(5.7) - 26.7(8.0) - 

일반
적 
특성 

성별 
남성 288(52.6) 75.0(13.4) 

1.714 
74.6(14.8) 

2.196* 
24.7(7.4) 

4.497*** 
23.4(5.5) 

1.135 
26.4(8.3) 

-.981 
여성 260(47.4) 73.0(13.2) 71.8(14.4) 21.8(7.5) 22.9(5.8) 27.0(7.7) 

연령 
30~39세 187(34.1) 73.6(13.0) 

1.170 
73.3(14.1) 

.557 
23.5(7.3) 

1.425 
23.5(5.2) 

.753 
26.2(8.3) 

.692 40~49세 197(35.9) 73.1(13.3) 72.5(15.5) 22.6(7.4) 23.1(6.2) 26.6(8.4) 

50~59세 164(29.9) 75.6(13.6) 74.1(14.3) 24.0(8.0) 22.8(5.5) 27.2(7.2) 

월 
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190(34.7) 
71.7(12.7) 

a 

8.359*** 

† 

70.9(15.4) 
a 

6.137*** 

† 

22.0(7.6) 
a 

6.431*** 

† 

22.4(6.2) 
a 

4.940** 

† 

26.4(8.2) 

1.715 

300만~400만원 미만 171(31.2) 
72.9(13.8) 

ab 
72.4(14.2) 

a 
22.8(7.6) 

a 
22.6(5.3) 

a 
26.9(7.9) 

400만~500만원 미만 70(12.8) 
74.4(12.4) 

ab 
73.5(14.0) 

a 
23.1(6.7) 

a 
24.2(5.4) 

ab 
26.1(8.7) 

500만~600만원 미만 59(10.8) 
76.2(13.0) 

b 
75.1(14.6) 

a 
25.5(8.2) 

b 
23.9(5.5) 

ab 
25.7(8.6) 

600만원 이상 58(10.6) 
82.5(12.1) 

c 
81.3(11.7) 

b 
27.0(6.3) 

b 
25.6(4.6) 

b 
28.6(5.9) 

자산 

1억원 미만 87(15.9) 
69.6(11.9) 

a 

8.736*** 

† 

70.8(14.4) 
a 

3.280** 

† 

22.1(6.9) 

1.762 

22.9(5.5) 
ab 

2.482* 

† 

25.7(9.2) 
ab 

2.444* 

† 

1억~2억원 미만 101(18.4) 
70.5(13.3) 

a 
70.3(15.7) 

a 
22.9(7.8) 

22.1(5.6) 
a 

25.2(8.8) 
a 

2억~3억원 미만 65(11.9) 
73.5(12.8) 

ab 
72.5(14.7) 

ab 
24.3(7.6) 

22.6(5.1) 
ab 

25.5(8.5) 
ab 

3억~5억원 미만 86(15.7) 
73.7(12.7) 

ab 
73.1(12.0) 

ab 
22.4(7.1) 

22.6(6.2) 
ab 

28.0(6.8) 
b 

5억~7억원 미만 75(13.7) 
74.9(13.1) 

b 
74.1(16.4) 

ab 
23.2(8.4) 

23.8(5.9) 
ab 

27.1(8.6) 
ab 

7억원 이상 134(24.5) 
79.6(13.2) 

c 
77.1(13.9) 

b 
24.6(7.5) 

24.4(5.4) 
b 

28.0(6.3) 
b 

*p<.05, **p<.01, ***p<.001 / Duncan=†, Dunnett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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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특성 빈도(%) 
관리기능 

(종합 점수) 
관리태도 

종합 점수 관리의 중요성 인식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평균(SD) F/t 평균(SD) F/t 평균(SD) F/t 평균(SD) F/t 평균(SD) F/t 

전체 응답자 548(100.0) 67.9(19.0) - 76.3(16.5) - 24.0(7.1) - 26.6(6.0) - 25.6(5.7) - 

일반
적 
특성 

성별 
남성 288(52.6) 69.5(19.2) 

2.121* 
76.7(16.6) 

.648 
24.5(7.1) 

1.930 
26.6(5.9) 

.101 
25.4(5.8) 

-.636 
여성 260(47.4) 66.1(18.7) 75.8(16.4) 23.3(7.1) 26.6(6.0) 25.7(5.6) 

연령 

30~39세 187(34.1) 68.3(18.2) 

1.772 

75.2(16.5) 

1.759 

23.7(7.1) 

.720 

26.2(5.8) 
a 

3.624* 

† 

25.3(6.0) 

.692 40~49세 197(35.9) 66.0(18.5) 75.5(16.5) 23.8(7.1) 
26.1(6.0) 

a 
25.5(5.7) 

50~59세 164(29.9) 69.7(20.3) 78.3(16.4) 24.5(7.2) 
27.7(5.9) 

b 
26.0(5.5) 

월 
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190(34.7) 
63.0(17.0) 

a 

9.519*** 

† 

74.7(15.7) 
a 

4.355** 

† 

23.1(6.7) 
a 

4.648** 

† 

26.4(6.0) 
a 

3.105* 

† 

25.1(5.7) 
a 

2.433* 

† 

300만~400만원 미만 171(31.2) 
67.1(19.8) 

ab 
74.8(17.4) 

a 
23.4(7.6) 

a 
26.0(6.2) 

a 
25.2(6.0) 

a 

400만~500만원 미만 70(12.8) 
70.2(20.1) 

b 
76.1(16.4) 

a 
24.0(7.0) 

a 
26.2(5.6) 

a 
25.8(5.5) 

a 

500만~600만원 미만 59(10.8) 
72.8(17.0) 

b 
77.8(15.5) 

a 
24.8(7.1) 

a 
27.2(5.5) 

ab 
25.7(5.0) 

a 

600만원 이상 58(10.6) 
78.5(18.2) 

c 
84.2(15.3) 

b 
27.5(6.4) 

b 
29.0(5.5) 

b 
27.7(5.5) 

b 

자산 

1억원 미만 87(15.9) 
61.6(15.8) 

a 

6.496*** 

† 

71.0(15.1) 
a 

7.611*** 

† 

22.1(6.7) 
a 

5.947*** 

† 

25.0(6.0) 
a 

6.677*** 

† 

23.7(5.7) 
a 

5.591*** 

† 

1억~2억원 미만 101(18.4) 
65.2(17.3) 

ab 
72.0(16.0) 

ab 
22.6(6.6) 

a 
25.0(5.9) 

a 
24.3(5.6) 

ab 

2억~3억원 미만 65(11.9) 
65.6(20.8) 

ab 
76.4(16.7) 

b 
23.2(7.3) 

a 
27.1(5.6) 

bc 
26.0(6.0) 

bc 

3억~5억원 미만 86(15.7) 
67.4(19.6) 

ab 
75.7(17.5) 

ab 
23.6(8.0) 

a 
26.0(6.2) 

ab 
26.0(5.7) 

bc 

5억~7억원 미만 75(13.7) 
68.9(20.2) 

b 
77.0(15.3) 

b 
24.3(7.2) 

a 
27.4(5.1) 

bc 
25.3(5.6) 

ab 

7억원 이상 134(24.5) 
74.9(18.3) 

c 
82.7(15.7) 

c 
26.6(6.5) 

b 
28.7(5.8) 

c 
27.3(5.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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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퇴직연금 가입 및 관리현황 

특성 빈도(%) 
관리역량 점수 

관리지식 
종합 점수 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평균(SD) F 평균(SD) F 평균(SD) F 평균(SD) F 평균(SD) F 

가입 
및 
관리
현황 

투자상품
개수 

1개 239(43.6) 
70.8(12.2) 

a 

33.513*** 

† 

70.9(14.7) 
a 

10.183*** 

‡ 

22.7(7.5) 
ab 

6.878*** 

† 

22.2(5.6) 
a 

7.668*** 

† 

25.9(8.3) 
a 

7.021*** 

‡ 

2개 72(13.1) 
74.5(13.4) 

b 
71.8(16.7) 

a 
23.6(7.5) 

b 
24.2(5.4) 

b 
23.9(10.1) 

a 

3개 이상 133(24.3) 
83.0(12.0) 

c 
78.8(12.9) 

b 
25.7(7.5) 

c 
24.8(4.7) 

b 
28.2(6.7) 

b 

잘 모르겠다 104(19.0) 
69.6(12.1) 

a 
72.7(13.7) 

a 
21.5(7.3) 

a 
22.5(6.4) 

a 
28.5(6.3) 

b 

적립금 

1천만원 미만 159(29.0) 
72.1(12.6) 

b 

7.440*** 

† 

71.8(15.7) 
b 

2.897* 

† 

22.2(8.0) 
a 

3.265* 

† 

23.0(6.0) 

1.920 

26.5(8.2) 

.709 

1천만~3천만원 미만 215(39.2) 
73.8(12.8) 

b 
73.8(13.5) 

bc 
23.5(7.1) 

ab 
23.1(5.2) 27.1(7.8) 

3천만~7천만원 미만 111(20.3) 
76.9(14.1) 

bc 
74.2(15.0) 

bc 
24.1(7.9) 

ab 
23.4(6.0) 26.6(8.0) 

7천만원 이상 41(7.5) 
80.1(13.3) 

c 
77.7(13.6) 

c 
26.2(6.5) 

b 
24.8(5.0) 26.7(8.0) 

잘 모르겠다 22(4.0) 
64.3(11.9) 

a 
66.0(15.8) 

a 
21.1(7.1) 

a 
20.7(6.5) 24.1(9.3) 

수익률 

연 1% 미만 59(10.8) 
71.3(10.8) 

b 

19.554*** 

† 

73.3(13.0) 
ab 

7.179*** 

‡ 

21.9(7.7) 
ab 

7.959*** 

† 

22.7(6.0) 
ab 

4.211** 

† 

28.6(5.9) 
b 

2.814* 

‡ 

연 1~2% 미만 170(31.0) 
73.4(11.9) 

b 
72.1(13.2) 

a 
22.6(7.2) 

ab 
22.9(5.3) 

ab 
26.5(7.9) 

ab 

연 2~3% 미만 107(19.5) 
73.5(13.4) 

b 
71.0(16.6) 

a 
23.5(7.6) 

b 
22.8(5.8) 

ab 
24.5(9.3) 

a 

연 3~5% 미만 62(11.3) 
80.1(12.1) 

c 
79.7(12.8) 

b 
27.1(7.4) 

c 
24.6(4.9) 

bc 
28.0(7.0) 

ab 

연 5% 이상 58(10.6) 
85.1(12.7) 

d 
79.8(14.0) 

b 
26.3(6.7) 

c 
25.6(5.2) 

c 
27.7(7.7) 

ab 

잘 모르겠다 92(16.8) 
66.6(12.6) 

a 
69.6(15.2) 

a 
20.9(7.5) 

a 
21.8(6.2) 

a 
26.8(8.1) 

ab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 
비중 

평균(64.3%) 이상 163(29.7) 
76.0(10.4) 

b 
50.368*** 

‡ 

74.8(12.1) 
b 

18.745*** 

‡ 

23.5(7.1) 
b 

25.257*** 

† 

23.7(5.0) 
b 

14.245*** 

† 

27.4(7.1) 

1.489 평균(64.3%) 미만 137(25.0) 
81.8(13.5) 

c 
78.7(14.8) 

c 
26.8(7.4) 

c 
24.9(5.5) 

b 
26.9(8.2) 

잘 모르겠다 248(45.3) 
68.4(12.4) 

a 
69.3(15.1) 

a 
21.3(7.3) 

a 
21.8(5.8) 

a 
2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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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특성 빈도(%) 
관리기능 

(종합 점수) 
관리태도 

종합 점수 관리의 중요성 인식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평균(SD) F 평균(SD) F 평균(SD) F 평균(SD) F 평균(SD) F 

가입  
및 
관리 
현황 

투자상품 
개수 

1개 239(43.6) 
63.9(17.4) 

a 

32.271*** 

† 

72.7(16.0) 
a 

30.579*** 

† 

22.6(7.0) 
a 

27.065*** 

† 

25.5(6.0) 
ab 

20.008*** 

† 

24.6(5.5) 
ab 

20.277*** 

† 

2개 72(13.1) 
69.6(17.9) 

b 
77.6(15.5) 

b 
25.0(6.5) 

b 
26.9(5.7) 

b 
25.6(5.7) 

b 

3개 이상 133(24.3) 
80.1(15.8) 

c 
86.7(14.1) 

c 
28.1(5.7) 

c 
29.8(4.8) 

c 
28.7(4.9) 

c 

잘 모르겠다 104(19.0) 
60.2(19.7) 

a 
70.1(15.0) 

a 
21.1(7.1) 

a 
25.0(5.8) 

a 
23.9(5.7) 

a 

적립금 

1천만원 미만 159(29.0) 
64.6(17.7) 

b 

9.997*** 

† 

74.5(15.8) 
b 

5.284*** 

† 

23.6(6.9) 
b 

4.282** 

† 

26.1(5.9) 
b 

3.871** 

† 

24.7(5.8) 
b 

4.531** 

† 

1천만~3천만원 미만 215(39.2) 
66.8(18.1) 

b 
75.8(16.7) 

b 
23.5(7.0) 

b 
26.4(6.1) 

bc 
25.8(5.6) 

bc 

3천만~7천만원 미만 111(20.3) 
74.0(19.6) 

c 
79.4(16.5) 

bc 
25.2(7.4) 

bc 
27.7(5.9) 

bc 
26.4(5.5) 

bc 

7천만원 이상 41(7.5) 
77.1(18.4) 

c 
82.5(15.8) 

c 
26.6(7.0) 

c 
28.7(5.0) 

c 
27.1(5.4) 

c 

잘 모르겠다 22(4.0) 
54.5(20.4) 

a 
65.8(14.6) 

a 
20.1(6.5) 

a 
23.7(4.6) 

a 
21.9(6.1) 

a 

수익률 

연 1% 미만 59(10.8) 
62.7(13.9) 

b 

19.273*** 

† 

72.3(14.8) 
ab 

16.767*** 

† 

23.0(6.9) 
b 

13.488*** 

† 

25.2(5.5) 
ab 

11.140*** 

† 

24.0(5.4) 
ab 

13.037*** 

† 

연 1~2% 미만 170(31.0) 
67.5(17.3) 

bc 
75.8(15.5) 

b 
23.5(7.0) 

bc 
26.7(5.6) 

b 
25.5(5.5) 

b 

연 2~3% 미만 107(19.5) 
70.5(17.7) 

cd 
76.1(16.1) 

b 
24.1(7.2) 

bc 
26.2(6.0) 

b 
25.7(5.2) 

b 

연 3~5% 미만 62(11.3) 
74.4(17.2) 

d 
81.8(15.9) 

c 
25.6(6.7) 

c 
28.5(6.0) 

c 
27.6(5.6) 

c 

연 5% 이상 58(10.6) 
81.8(17.6) 

e 
89.6(13.9) 

d 
29.6(5.3) 

d 
30.6(4.9) 

d 
29.4(4.8) 

d 

잘 모르겠다 92(16.8) 
55.7(20.1) 

a 
67.6(15.5) 

a 
20.6(6.5) 

a 
24.1(5.9) 

a 
22.8(5.9) 

a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 비중 

평균(64.3%) 이상 163(29.7) 
70.2(17.9) 

b 
41.914*** 

† 

78.4(14.3) 
b 

45.144*** 

† 

24.8(6.5) 
b 

44.638*** 

‡ 

27.3(5.3) 
b 

26.724*** 

† 

26.2(5.0) 
b 

30.576*** 

† 
평균(64.3%) 미만 137(25.0) 

77.8(17.0) 
c 

85.1(15.4) 
c 

27.7(5.8) 
c 

29.1(5.7) 
c 

28.1(5.4) 
c 

잘 모르겠다 248(45.3) 
60.9(18.0) 

a 
70.0(15.9) 

a 
21.4(7.1) 

a 
24.8(5.9) 

a 
23.7(5.7) 

a 
*p<.05, **p<.01, ***p<.001 / Duncan=†, Dunnett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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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본 장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실제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파악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정의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검증을 거쳐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어떻게 퇴직연금을 관리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제 1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정의 및 단계 도출 

 

제 2 장에서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관리의 의 

미를 살펴보았으며‘금융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가입 기간 동안 여 

러 차례의 의사결정 및 그 의사결정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 관리는 금융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투자 의사결 

정 과정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펀드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DC형 

퇴직연금 투자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DC형 퇴직연 

금 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자산배분을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 

성과 재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검토 결과에 근거해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하고, 투자 성과를 평 

가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 재원을 축적해 

가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투자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은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관리 실행, 관리 성과 평가 등 네 단계로 이뤄진 연속된 의사결정 과정 

이다. 

본 연구의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관리행동에 대한 정의는 각각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과‘퇴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목적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접근이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갖춰야 하고 행해야 할‘바람직한’역량과 행동이라는 가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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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역시 규범적 접근이다. 바람직한 역량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 

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역량이 바람직한 행동 

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바람직한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행동이 그렇지 못한 행동에 비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퇴직연금 관리행동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대한 규범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관리행동의 각 단계에서 가입자가 수행해 

야 할 과업을 [그림 5-1]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관리 목 

표 수립 및 점검 단계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시 적립금 목표를 세우고, 

(네 번째 단계인) 관리 성과 평가 후 목표를 점검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주소현 외(2009)가 펀드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펀드 투자자는 투자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 점과, 이지윤·최 

현자(2017)가 펀드관리행동에서 펀드 투자와 관련한 목표를 강조한 점 

을 참고하였다. 두 번째로 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단계의 과업은 퇴직연 

금 투자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탐색하기, 타인이 제공한 금융투 

자 상품 정보를 활용하기, 탐색한(또는 제공받은)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비교하기 등이다. 주소현 외(2009)가 펀드투자 의사결정과정의 두 번째 

단계에서 정보 탐색 및 대안 평가를 강조한 점을 참고하였고, 가입자 스 

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와 타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바람직한 과업을 정리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관리 실행 단계에서는 관 

리 방법(투자할 상품) 결정 후 지체없이 실행하기와, 관리 실행 과정에 

서 생기는 시간적, 기술적 어려움(인터넷을 통한 투자 등)에 대응하기 

같은 과업이 주어진다. 금융투자협회(2018)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683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상품을 매매할 여력이 부족하다’와‘상품 가입이나 변경 절차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5%와 24%로 나타난 점을 참고하여, 전자를 

지체없이 실행하기, 후자를 어려움에 대응하기라는 과업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 성과 평가 단계의 과업은 퇴직연금 관리 성과를 정기적 

으로 확인하기, 투자 포트폴리오 유지·변경 결정하기 등이다. 포트폴리 

오 재조정의 중요함을 시사하는 DC형 퇴직연금 관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퇴직연금 관리역량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세부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네 단계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가입자 마다 바람직한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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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수준이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관리 성과 평가 단계 다음에 목 

표 점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단계로 갈 수도 있 

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관리 목표 수립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혹은 관리 실행 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다. 

관리 실행 단계는 완료했지만 거기서 멈추고 관리 성과 평가 단계를 실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5-1]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네 가지 단계 및 단계별 과업 

 

 

제 2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정의와 단계 

 

1. 전문가 검증 

 

본 연구의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정의와 관리행동의 단계구성 

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정의에 대해 전문가 패 

널들은 타당하다는 의견(평균 4.42점, 표준편차 0.61점)을 보였다. 다만 

관리행동 정의에서 목표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 

으며 이를 수용하여 관리행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은“DC형 퇴직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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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적합한 금 

융투자상품을 찾아서 투자하고, 투자성과를 평가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를 유지·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 적립금을 늘려가는 장기적이고 반복적 

인 투자 행동”이다. 

전문가 패널들은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단계별 과업의 적절성(전혀 

적절하지 않다 1점~매우 적절하다 5점)에 대해서는 2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 4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표 5-1> 참고). 2개 

문항 중‘관리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 기술적 어려움(인터넷을 

통한 투자 등)에 대응하기’는 CVR값이 0.37로 내용타당성 판단 기준인 

0.47 보다 낮아 제외하였다.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단계별 과업 측정문 

항들의 CV값이 0.11~0.26으로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1>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단계 및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단계 단계별 과업 평균 
표준

편차 
CVR CV 결과 

1단계: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퇴직연금 가입시 적립금 목표 

세우기 
4.32 0.89 0.68 0.21 선정 

(네 번째 단계인) 관리 성과 

평가 후 목표 점검하기 
4.21 0.85 0.47 0.20 선정 

2단계: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적립금 투자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정보 탐색하기 
4.58 0.51 1.00 0.11 선정 

타인이 제공한 금융투자상품 

정보 활용하기 
3.89 0.99 0.47 0.26 선정 

탐색한(또는 제공받은) 

금융투자상품 정보 비교하기 
4.26 0.87 0.68 0.20 선정 

3단계:

관리 

실행 

관리 방법(투자할 상품) 결정 

후 지체없이 관리 실행하기 
4.05 0.85 0.58 0.21 선정 

관리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 기술적 어려움 

(인터넷을 통한 투자 등)에 

대응하기 

3.79 0.98 0.37 0.26 제외 

4단계:

관리 

성과 

평가 

적립금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4.58 0.84 0.79 0.18 선정 

투자 포트폴리오 유지·변경 

결정하기 
4.58 0.51 1.00 0.11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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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단계 및 단계별 과업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거쳐 <표 5-2>와 같이 DC형 퇴직연 

금 가입자의 관리행동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과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 관리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점수화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관 

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일문항으로 측정하는 관 

리행동 3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행동 단계들은 Cronbach'α값을 통 

해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모두 0.70 보다 높아 관리행동의 각 단계를 구 

성하는 문항들이 척도로서 신뢰할 수 있었다. 

 

<표 5-2>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단계 및 단계별 과업 

단계 단계별 과업  Cronbach’α 

[관리행동 1단계]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나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적립금을 

얼마나 모을지 목표를 세웠다 
.85 

나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적립금 

현황을 확인해보고 적립금 목표를 점검했다 

[관리행동 2단계]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하려고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탐색했다 

.90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에 대해 

타인이 제공한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활용했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를 위해 

스스로 탐색하거나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비교했다 

[관리행동 3단계] 

관리 실행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방법(투자할 상품)을 결정한 후 지체없이 

관리를 실행했다 

- 

[관리행동 4단계] 

관리 성과 평가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했다 

.86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성과를 

확인한 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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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 

 

본 절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DC형 퇴직 

연금 가입자들의 관리행동을 파악하고 관리행동의 수준에 따라 가입자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가입자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1.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분석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관리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5-3>과 

같다. 관리행동 1단계인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행동의 경우 평균 점수 

가 3점에 미치지 못해 해당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 

았다. 관리행동 2단계인 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행동의 경우 정보 탐색 

행동은 평균이 3.05점으로 타인 제공 정보 활용 행동이나 정보 비교 행 

동에 비해서는 정보 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응답자들이 더 많았다. 

관리행동 3단계인 관리 실행 행동의 경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아 평균이 2.90점이었으며 관리행동 4단계인 관리 성과 평가 행동 

의 경우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은 평균 3.24점으로 행 

동을 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관리 성과 확인 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행동을 했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관리행동의 4단계인 관리 성과 평가 행동 단계 

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가입자들이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그렇게 확인한 결과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행 

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3>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리행동 수준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측정 문항 평균(SD) 평균(SD) 

[관리행동 

1단계]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나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적립금을 얼마나 모을지 목표를 세웠다 

2.70 

(1.01) 
2.82 

(0.96) 
나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적립금 현황을 확인해보고 적립금 

목표를 점검했다 

2.9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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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동 

2단계]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하려고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탐색했다 

3.05 

(1.18) 

3.00 

(1.05)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에 

대해 타인이 제공한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활용했다 

2.99 

(1.12)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를 

위해 스스로 탐색하거나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비교했다 

2.97 

(1.13) 

[관리행동 

3단계] 

관리 실행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방법(투자할 상품)을 결정한 후 

지체없이 관리를 실행했다 

2.90 

(1.13) 

2.90 

(1.13) 

[관리행동 

4단계] 

관리 성과 평가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했다 

3.24 

(1.14) 
3.11 

(1.09)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성과를 확인한 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결정했다 

2.98 

(1.18)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 
2.97 

(0.95) 

 

 

 

2.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별 가입자 집단 구분과 특성 

 

1)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에 따른 가입자 집단 구분 

누가 적극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지 또 누가 관리 행동에 

소흘한 지를 파악해 보고자 관리행동 단계별 측정 결과를 토대로 K-평 

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가입자 집단을 구분하였다. 관리행동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세 집단의 명칭은 관리행동 단계 

별로 행동의 정도가 가장 소극적인 집단을 관리소홀형, 중간 수준인 집 

단을 중간형, 가장 적극적인 집단을 적극관리형으로 명명하였다. 관리소 

홀형, 중간형, 적극관리형 등 세 개 집단의 관리행동 단계별 수준을 일 

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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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에 따른 가입자 집단 구분 

(단위:점) 

구분 
[집단 1] 

관리소홀형 

[집단 2] 

중간형 

[집단 3] 

적극관리형 
전체 F 

[관리행동 1단계]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1.88 

(0.53) 

a 

3.01 

(0.62) 

b 

3.68 

(0.77) 

c 

2.82 

(0.96) 

361.579*** 

‡ 

[관리행동 2단계]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1.82 

(0.53) 

a 

3.22 

(0.48) 

b 

4.11 

(0.53) 

c 

3.00 

(1.05) 

861.035*** 

† 

[관리행동 3단계] 

관리 실행 

1.71 

(0.55) 

a 

2.94 

(0.56) 

b 

4.24 

(0.50) 

c 

2.90 

(1.13) 

985.529*** 

‡ 

[관리행동 4단계] 

관리 성과 평가 

1.97 

(0.60) 

a 

3.22 

(0.56) 

b 

4.30 

(0.57) 

c 

3.11 

(1.09) 

684.236*** 

† 

빈도(%) 
184 

(33.6) 

207 

(37.8) 

157 

(28.6) 

548 

(100.0) 
 

***p<.001 / Duncan=†, Dunnett T3=‡ 

 

2)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에 따른 가입자 집단별 특성 및 관리행동 결 

과의 차이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에 따른 가입자 집단별로 일반적 특성, 투자 

관련 특성, 가입 및 관리현황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5>와 같 

다. 분석 결과 성별, 월 평균 임금, 자산, 펀드 투자 경험, 펀드 투자 

결과 만족도, 퇴직연금 사업자, 가입기간, 적립금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중간형과 적극관리형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은 관리소 

홀형 비중이 가장 높았다. 월 평균 임금에서는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극관리형 비중이 커지고 관리소홀형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 

다. 자산에서도 자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극관리형 비중이 커지고 관리 

소홀형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 

들에서는 관리소홀형 비중이 44.9%였고 펀드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에서는 적극관리형이 36.2%였다. 펀드 투자 결과 만족도에서는 만족도 

가 높아질수록 적극관리형 비중이 커지고 관리소홀형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은행, 보험사, 근로복지공단은 

관리소홀형 비중이 적극관리형 비중 보다 높았지만 증권사는 반대로 적 

극관리형 비중이 50.6%로 가장 높았다. 제2장 제3절에서 서술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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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DC형 퇴직연금 투자 = 펀드 투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DC 

형 퇴직연금 투자는 일반적인 펀드 투자와 공통점이 많다. 증권사가 다 

른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비해 펀드 투자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을 이런 결과의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입기간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소홀형 비중이 높아졌다. 다만 가입기간 9년 이상인 사 

람들에서는 중간형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대신에 적극관리형 비중이 높 

아졌다.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올수록 퇴직연금 관리에 관심을 갖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은 금액이 커질수록 적극관리 

형 비중이 높아지고 관리소홀형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남성이며, 임금과 자산 수준이 높고, 펀드 투자 경험이 있으며 펀드 투 

자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증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가입 

기간이 9년 이상이며, 적립금이 많은 사람이다. 반대로, 여성이며, 임금 

과 자산 수준이 낮고, 펀드 투자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있더라도 투자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증권사가 아닌 사업자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가입기간이 9년 미만인, 적립금이 적은 사람은 퇴직연금 관리에 소극적 

이었다. 

  

<표 5-5>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에 따른 가입자 집단별 특성 차이 

(단위: 명(%)) 

구 분 
[집단 1] 

관리소홀형 

[집단 2] 

중간형 

[집단 3] 

적극관리형 
전체 χ2 

일

반

적 

특

성 

성별 
남성 73(25.3) 117(40.6) 98(34.0) 288(100.0) 

19.67*** 
여성 111(42.7) 90(34.6) 59(22.7) 260(100.0) 

연령 

30~39세 62(33.2) 69(36.9) 56(29.9) 187(100.0) 

6.27 40~49세 66(33.5) 85(43.1) 46(23.4) 197(100.0) 

50~59세 56(34.1) 53(32.3) 55(33.5) 164(100.0) 

월 

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76(40.0) 78(41.1) 36(18.9) 190(100.0) 

28.29*** 

300만~400만원 미만 56(32.7) 65(38.0) 50(29.2) 171(100.0) 

400만~500만원 미만 23(32.9) 28(40.0) 19(27.1) 70(100.0) 

500만~600만원 미만 17(28.8) 21(35.6) 21(35.6) 59(100.0) 

600만원 이상 12(20.7) 15(25.9) 31(53.4) 58(100.0) 

자산 

1억원 미만 38(43.7) 35(40.2) 14(16.1) 87(100.0) 

39.13*** 

1억~2억원 미만 33(32.7) 45(44.6) 23(22.8) 101(100.0) 

2억~3억원 미만 30(46.2) 15(23.1) 20(30.8) 65(100.0) 

3억~5억원 미만 32(37.2) 36(41.9) 18(20.9) 86(100.0) 

5억~7억원 미만 24(32.0) 29(38.7) 22(29.3) 75(100.0) 

7억원 이상 27(20.1) 47(35.1) 60(44.8) 134(100.0) 

투 펀드 없음 92(44.9) 80(39.0) 33(16.1) 205(100.0)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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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

련 

특

성 

투자

경험 
있음 92(26.8) 127(37.0) 124(36.2) 343(100.0) 

펀드 

투자 

결과 

만족

도 

매우 불만족 10(50.0) 4(20.0) 6(30.0) 20(100.0) 

25.90** 

불만족 24(32.4) 30(40.5) 20(27.0) 74(100.0) 

보통 35(27.3) 55(43.0) 38(29.7) 128(100.0) 

만족 21(18.8) 38(33.9) 53(47.3) 112(100.0) 

매우 만족 2(22.2) 0(0.0) 7(77.8) 9(100.0) 

가입 

및 

관리

현황 

퇴직연

금 

사업자 

은행 132(34.7) 157(41.3) 91(23.9) 380(100.0) 

37.41*** 

증권사 18(20.2) 26(29.2) 45(50.6) 89(100.0) 

보험사 15(36.6) 13(31.7) 13(31.7) 41(100.0) 

근로복지공단 14(42.4) 11(33.3) 8(24.2) 33(100.0) 

잘 모르겠다 5(100.0) 0(0.0) 0(0.0) 5(100.0) 

가입기

간 

3년 미만 44(31.0) 56(39.4) 42(29.6) 142(100.0) 

20.51** 

3년~6년 미만 58(32.0) 74(40.9) 49(27.1) 181(100.0) 

6년~9년 미만 39(33.3) 50(42.7) 28(23.9) 117(100.0) 

9년 이상 35(35.7) 25(25.5) 38(38.8) 98(100.0) 

잘 모르겠다 8(80.0) 2(20.0) 0(0.0) 10(100.0) 

적립금 

1천만원 미만 62(39.0) 62(39.0) 35(22.0) 159(100.0) 

50.11*** 

1천만~3천만원 미만 71(33.0) 90(41.9) 54(25.1) 215(100.0) 

3천만~7천만원 미만 27(24.3) 40(36.0) 44(39.6) 111(100.0) 

7천만원 이상 6(14.6) 13(31.7) 22(53.7) 41(100.0) 

잘 모르겠다 18(81.8) 2(9.1) 2(9.1) 22(100.0) 

**p<.01, ***p<.001 

 

한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리행동은 그 결과가 투자상품 개수,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 수익률 등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수익 

률은 투자상품 개수 및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으로 만들어지는 최종 

적인 결과이다. 위에서 살펴본 적립금의 경우 관리행동이 영향을 미치기 

도 하지만, 가입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입금해주는 부담금 

이 큰 몫을 차지하므로 관리행동의 결과로 구분하기 어렵다.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에 따른 가입자 집단별로 관리행동의 결과에서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5-6> 

참고).    

분석 결과 퇴직연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관리형의 경우 투 

자상품 개수가 3개 이상인 가입자가 많았으며(60.9%)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비중이 평균에 비해 낮은 가입자의 비중이 컸다(62.8%).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을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사람이 퇴직 

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퇴직연금 관리행동 

의 최종적인 결과인 수익률의 경우 적극관리형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높아 수익률이 연 5% 이상인 경우 적극관리형 비중이 81.0%에 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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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관리소홀형은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모르는 경우의 

3/4을, 수익률이 연 2% 미만인 경우의 1/3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본 연구가 제시한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표 5-6>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에 따른 가입자 집단별 

관리행동 결과의 차이 

(단위: 명(%)) 

구 분 
[집단 1] 

관리소홀형 

[집단 2] 

중간형 

[집단 3] 

적극관리형 
전체 χ2 

관리

행동

의 

결과 

투자상품

개수 

1개 98(41.0) 100(41.8) 41(17.2) 239(100.0) 

163.14*** 
2개 9(12.5) 31(43.1) 32(44.4) 72(100.0) 

3개 이상 10(7.5) 42(31.6) 81(60.9) 133(100.0) 

잘 모르겠다 67(64.4) 34(32.7) 3(2.9) 104(100.0)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 

비중 

평균(64.3%) 이상 49(30.1) 75(46.0) 39(23.9) 163(100.0) 

148.89*** 평균(64.3%) 미만 4(2.9) 47(34.3) 86(62.8) 137(100.0) 

잘 모르겠다 131(52.8) 85(34.3) 32(12.9) 248(100.0) 

수익률 

연 1% 미만 20(33.9) 28(47.5) 11(18.6) 59(100.0) 

192.10*** 

연 1~2% 미만 65(38.2) 79(46.5) 26(15.3) 170(100.0) 

연 2~3% 미만 19(17.8) 50(46.7) 38(35.5) 107(100.0) 

연 3~5% 미만 8(12.9) 25(40.3) 29(46.8) 62(100.0) 

연 5% 이상 4(6.9) 7(12.1) 47(81.0) 58(100.0) 

잘 모르겠다 68(73.9) 18(19.6) 6(6.5) 92(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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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심리적 편향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관리역량의 구성요소와 관리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편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제 1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1.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대한 영향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 

리역량의 전반적인 수준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 

4장에서 산출한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를 독립변수로, 관리행동의 여덟 

가지 측정문항을 평균한 관리행동 전체와, 관리행동의 네 가지 단계 각 

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입 

및 관리현황(배종원 외, 2019; 이경희, 2017), 일반적 특성(김혜성·이경 

희, 2013; 송인욱·이경희, 2019)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가입 및 관 

리현황 중 퇴직연금 사업자는 증권사 가입자의 실적배당 상품 비중이 높 

다는 조사 결과(금융투자협회, 2018)를, 투자 관련 특성은 개인 투자자 

의 투자경험이 투자성향과 금융자산 배분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민재형·구기동, 2004)를 근거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6-1>과 같다. 변수들간의 강한 선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분산팽창계수가 1.153~2.734로 기준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전체 관리행동은 물론, 관리행동의 

각 단계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이는 퇴직연금 관리를 위한 모든 단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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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관리목표를 수립 

하고 점검하며, 관리방법을 비교탐색하고, 실행 및 관리성과 평가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관리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 

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위해 퇴직연 

금 관리역량 제고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실증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가입기간, 적립금, 펀드투자 경 

험 및 만족도, 성별 등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 

향을 미쳤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은행 가입자에 비해 증권사 가입 

자가‘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리행동 

단계에서 적극적인 행동 수준을 보였다. 증권사 가입자는 기타 응답자 

(근로복지공단 가입자 또는 가입한 곳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보다‘관 

리 실행 단계’및‘관리 성과 평가’단계의 행동수준이 높았다. DC형 퇴 

직연금 관리가 금융투자의 성격이 강한데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 증권 

사가 금융투자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점이 이런 결과의 배경 

으로 보인다. 보험사 가입자와 증권사 가입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가입기간에서는 가입 3년 미만인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에 비해‘관 

리 성과 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3년 미만 가입 

자는‘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행동’에 대해서는 가입 9년 이상 가입자 

보다,‘관리 실행 행동’에 대해서는 가입 3~9년 미만 가입자 보다 적극 

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연금 가 

입자의 관리행동이 소극적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립금의 경우 적립금이 3천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1천만원 미만 가 

입자 보다‘관리 실행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리행동에 대해 적 

극적이었다. 적립금 1천만~3천만원 미만 가입자는 1천만원 미만 가입자 

에 비해‘관리 성과 평가 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적립금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퇴직연금 관리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펀드투자 경험 및 만족도에서는 경험이 있고 만족하는 가입자가 경 

험이 없는 가입자 및 경험이 있고 불만족하는 가입에 비해 모든 단계의 

관리행동 수준이 높았다. 펀드투자 경험이 있고 만족도가 보통인 가입자 

보다는‘관리 실행’및‘관리 성과 평가’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제2장에 

서‘DC형 퇴직연금 투자 = 펀드 투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공통점 

이 많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단계의 관리행동 수준이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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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표 6-1>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퇴직연금 관리행동 
(8개 문항 평균) 

관리행동 
1단계 

관리행동 
2단계 

관리행동 
3단계 

관리행동 
4단계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관리 실행 
관리 성과 

평가 

B β B β B β B β B β 

퇴직연금 관리역량 .027*** .377 .016*** .222 .029*** .369 .030*** .355 .033*** .407 

가

입 

및 

관

리

현

황 

퇴직연금 

사업자 

(기준: 

증권사) 

은행 -.237* -.114 -.146 -.070 -.270* -.118 -.247* -.100 -.274* -.116 

보험사 -.242 -.066 -.129 -.035 -.244 -.061 -.308 -.071 -.318 -.077 

기타 -.342* -.091 -.320 -.084 -.269 -.065 -.430* -.096 -.429* -.100 

가입기간 

(기준: 

3년 

미만) 

3년~9년

미만 
-.226* -.118 -.175 -.090 -.200 -.095 -.255* -.112 -.300** -.137 

9년 이상 -.316* -.126 -.315* -.125 -.254 -.093 -.276 -.093 -.429** -.151 

잘 

모르겠다 
-.544 -.076 -.401 -.055 -.429 -.055 -.434 -.051 -.915** -.112 

적립금 

(기준: 

1천만원 

미만) 

1천만~3

천만원 

미만 

.183 .093 .142 .072 .166 .077 .037 .016 .323** .144 

3천만원 

이상 
.425** .199 .423** .196 .327* .139 .288 .114 .641*** .263 

잘 

모르겠다 
-.137 -.028 -.092 -.019 -.199 -.037 -.074 -.013 -.119 -.021 

투

자 

관

련 

특

성 

펀드투자

경험 및 

만족도 

(기준: 

경험 

있고 

만족) 

경험 

없음 
-.395*** -.200 -.357** -.179 -.372** -.171 -.410** -.175 -.461*** -.204 

경험 

있고 

불만족 

-.345** -.136 -.264* -.103 -.394** -.142 -.390** -.129 -.331** -.114 

경험 

있고 

보통 

-.208* -.092 -.137 -.060 -.201 -.081 -.329* -.123 -.228* -.088 

일

반

적 

특

성 

성별(남성=0) -.235** -.123 -.212* -.109 -.252** -.120 -.215* -.094 -.243** -.111 

연령 .001 .011 .007 .056 .000 .002 -.006 -.042 .001 .006 

월 평균 

임금(로그) 
-.097 -.040 -.040 -.016 -.117 -.044 .009 .003 -.176 -.063 

상수항 2.065  2.004  2.144  1.606  2.236  

F 15.658*** 7.611*** 12.448*** 11.176*** 19.864*** 

R-square .321 .187 .273 .252 .374 

Adjusted R-square .300 .162 .251 .229 .356 

Durbin-Watson 2.008 2.016 1.964 2.022 1.99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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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구성요소와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상관

관계 

 

위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전반적인 수 

준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전체 관리행동은 물론, 관리행동의 각 단계 모두에 대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의를 더 진전시키 

기 위해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성요소 및 하위차원과 퇴직연금 관리행 

동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DC 

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위해 퇴직연금 관 

리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더해 구체적으로 관리역량의 어떤 구 

성요소와 어떤 하위차원이 관리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무관리역량 

및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기능 간 인과관계나 이들 구성 

요소가 어떠한 경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 

게 합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본 연구는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성요소 간 인과관계 혹은 구성요소가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보다 퇴직연금 관리역량 구성요소 및 하위차원 

과 관리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경우 관리지식의 세 가지 하 

위차원(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관리지식 

종합점수, 관리기능 종합점수, 관리태도의 세 가지 하위차원(관리의 중 

요성 인식,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및 관 

리태도 종합점수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퇴직연금 관리행동은 관리행동 전 

체(관리행동의 여덟 가지 측정문항 평균) 및 각 단계별 관리행동으로 구 

분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2>와 같다.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성요소인 관리지식, 관리기능, 관리태도와 

관리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퇴직연금 관리행동과 가장 상관이 

큰 관리역량의 구성요소는 관리기능이며 관리태도와 관리지식 순으로 나 

타났다. 관리지식의 경우 퇴직연금 관리행동과의 상관계수가 0.3보다 작 

아 전반적으로 약한 상관을 보였으나 관리지식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에 

서 빅 아이디어의 상관계수가 핵심 지식이나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비해 뚜렷하게 크게 나타났다. 빅 아이디어 다음으로 핵심 지식의 상관 

계수가 컸고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의 경우 관리행동 4단계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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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단계를 제외하고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가 제 

시한 퇴직연금 관리지식의 위계구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제4장에서 관리지식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 빅 아이디어가 퇴직연금 

관리역량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과 연결지어 보 

면, 빅 아이디어는 퇴직연금 관리역량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퇴직연금 

관리행동과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퇴직연금 관리지식이라 할 

수 있다. 빅 아이디어에 이어 핵심 지식이 두 번째로 퇴직연금 관리역량 

에 크게 기여하고 퇴직연금 관리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 

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퇴직연금 관리지식의 위계구조가 관리역량 및 관 

리행동 두 가지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관리기능과 관리태도는 전반적인 관리행동과 관리행동의 각 단계들 

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관리기능과 더불어 관리태도 

의 하위차원인‘관리의 중요성 인식’은 퇴직연금 관리행동과 가장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관리역량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관리행동의 각 단계별로 

볼 때 관리기능 및 관리태도는 관리 성과 평가 단계와의 상관이 가장 컸 

다. 이어서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단계, 관리 실행 단계, 관리 목표 수 

립 및 점검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크기 순서는 빅 아이디어 

와 핵심 지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관리행 

동의 네 번째 단계인 관리 성과 평가 단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리행동의 첫 번째 단계인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단계와의 관계가 가 

장 약한 것이다. 

 

<표 6-2>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상관관계 

구 분 

퇴직연금 

관리행동 

(8개 문항 평균) 

관리행동 

1단계 

관리행동 

2단계 

관리행동 

3단계 

관리행동 

4단계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관리 실행 

관리 성과 

평가 

관리

지식 

빅 아이디어 .265*** .164*** .264*** .243*** .277*** 

핵심 지식 .202*** .100* .210*** .187*** .219***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002 -.054 -.025 -.014 .085* 

종합 점수 .214*** .094* .204*** .190*** .275*** 

관리기능(종합 점수) .530*** .392*** .507*** .502*** .520*** 

관리

태도 

관리의 중요성 인식 .478*** .366*** .449*** .432*** .481***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310*** .179*** .296*** .285*** .353***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388*** .277*** .368*** .339*** .408*** 

종합 점수 455*** .320*** .430*** .409*** .479***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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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편향의 조절효과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심리적 편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제4장에서 산출한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를 독립변수로, 관 

리행동의 여덟 가지 측정문항을 평균한 관리행동 전체와, 관리행동의 네 

가지 단계 각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기과신, 손실회피, 현상유지 

편향을 별도로 조절변수로 포함시켜 총 15회의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과신, 손실회피, 현상유지 편향 각각의 조절효과를 따로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편향을 별도로 다루었고 제3장에서 정리한 심리 

적 편향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3>과 같다. 관리행동 2단계인‘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행동’에서 자기과신의 조절효과가, 관리행동 4단계인‘관 

리 성과 평가행동’에서 현상유지 편향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나머 

지 조절회귀분석은 유의확률F변화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표 6-3>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관리행동에 대한 영향에서 

자기과신 및 현상유지 편향의 조절효과 

구분 

종속변수 (관리행동 2단계)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퇴직연금 관리역량 .036*** .453 .025*** .319 .025*** .322 

자기과신   .517*** .424 .528*** .432 

퇴지연금 관리역량 

x자기과신 
    -.008* -.084 

상수항 3.008  3.008  3.036  

R-square .205 .367 .374 

F변화량 141.008 138.963 6.012 

유의확률F변화량 .000 .000 .015 

구분 

종속변수 (관리행동 4단계)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퇴직연금 관리역량 .042*** .513 .042*** .509 .039*** .483 

현상유지 편향   -.112* -.076 -.109*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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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리역량 

x현상유지 편향 
    -.010** -.101 

상수항 3.114  3.114  3.108  

R-square .264 .269 .279 

F변화량 195.522 4.321 7.088 

유의확률F변화량 .000 .038 .008 
*p<.05, **p<.01, ***p<.001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Aiken & West(1991)의 방식으로 조절 

효과 결과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6-1]은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 

금 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과신의 조절효과 

를 보여주는 것이다. 퇴직연금 관리역량 수준이 높아질수록(가로축) 퇴 

직연금 관리방법을 비교 탐색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세로축) 경향 

이 있는데 자기과신 편향이 강할 때(점선) 보다 자기과신 편향이 약할 

때(실선)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과신 

편향이 약할수록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두 번째 단 

계인 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자 

기과신 편향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그림 6-1]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관리행동 2단계(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에 대한 영향에서 자기과신의 조절효과 

 

아래 [그림 6-2]는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관리행동 4단계 즉 관리 

성과 평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상유지 편향의 조절효과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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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현상유지 편향이 약할수록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 

리 성과 평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상 

유지 편향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2]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관리행동 4단계(관리 성과 

평가)에 대한 영향에서 현상유지 편향의 조절효과 

 

 

 

 

 

  

2.5

2.7

2.9

3.1

3.3

3.5

3.7

관리역량 수준 낮음 관리역량 수준 높음

현상유지 편향 약함

현상유지 편향 강함



 

- 90 - 

제 7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러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심리적 편

향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금융이해력 및 재무관리역량 

에 대한 기존 논의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으로 

확장시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필요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부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살펴보고 퇴직연금 관리역량 

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 편향의 존재를 규명 

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교육 및 정책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필요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3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관리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필 

요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부 내용으로 관리지식 17개 항목(빅 아이 

디어(6개), 핵심 지식(9개),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2개)), 관리 기능 

4개 항목, 관리태도 8개 항목(관리의 중요성 인식, 관리방법 이해의 필 

요성 인식,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등 3개 하위차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를 산출한 결 

과 74.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관리지식의 세 가지 하위범 

주 중 빅 아이디어의 환산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 

용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한 관리지식의 위계구조와 일치 

하는 결과였다. 한편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관리역량의 차이가 나타나 이 

를 고려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며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현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모든 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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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은 수준의 관리역량을 보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퇴직 

연금 관리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정의 및 세부 내용 

을 도출하고 이를 전문가 조사를 통해 검증한 뒤 가입자 설문조사 자료 

를 분석하였다. DC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은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관 

리 방법 탐색 및 비교, 관리 실행, 관리 성과 평가 등 네 단계로 이뤄진 

연속된 의사결정 과정이다.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각 단계에서 가입자는 

수행해야 할 과업이 있는데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단계에서는 퇴직연 

금 가입시 적립금 목표를 세우고, (네 번째 단계인) 관리 성과 평가 후 

목표를 점검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단계의 

과업은 퇴직연금 투자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탐색하기, 타인이 

제공한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활용하기, 탐색한(또는 제공받은) 금융투자 

상품 정보를 비교하기 등이다. 관리 실행 단계에서는 관리 방법(투자할 

상품) 결정 후 지체없이 실행하기라는 과업이 주어진다. 관리 성과 평가 

단계의 과업은 퇴직연금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투자 포트폴 

리오 유지·변경 결정하기 등이다. 퇴직연금 관리행동 수준에 따라 가입 

자 집단을 구분한 결과 전체의 1/3정도가 모든 관리행동 단계에서 소극 

적으로 행동하는 관리소홀형으로, 29%가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 

는 적극관리형으로 나타났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리행동은 그 결 

과가 수익률로 나타나는데 적극관리형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높아 수익 

률이 연 5% 이상인 경우 적극관리형 비중이 81.0%에 달하였다. 이에 

비해 관리소홀형은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모르는 경우의 3/4을, 수 

익률이 연 2% 미만인 경우의 1/3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본 연구가 제시한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연구문제 3]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심리적 편향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전체 관리행동은 물론, 관리행동의 각 단계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관리목표를 수립 

하고 점검하며, 관리방법을 비교탐색하고, 실행 및 관리성과 평가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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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자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관리행동을 위해 퇴직연금 관리역량 제고가 필 

요함을 입증하는 실증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 

성요소 및 하위차원과 퇴직연금 관리행동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리기능과 관리태도가 전반적인 관리행동 및 관 

리행동의 각 단계들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관리기능 

과 더불어 관리태도의 하위차원인‘관리의 중요성 인식’은 퇴직연금 관 

리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역량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퇴 

직연금 관리역량이 퇴직연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편 

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 

리행동 2단계인‘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행동’에서 자기과신의 조절효 

과가, 관리행동 4단계인‘관리 성과 평가 행동’에서 현상유지 편향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과신 편향이 약할수록 퇴직연 

금 관리역량이 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상유지 편향이 약할수록 퇴직연금 관리역량이 관리 

성과 평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먼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퇴직연금을 투자한 상품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6.6%에 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및 수익률 확인 주기에 

대해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2%였음을 감안하면 투자 상품 

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적립금 및 수익률을 확인한 뒤 

투자 상품 유지를 결정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립금 및 

수익률을 확인하고 투자 상품 유지를 결정한 사람 중에는 유지 결정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사람도 있을테지만, 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때문 

에 자칫 새로운 결정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혹 

은 과거 투자 경험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투자 상품 변경 결정 

을 미루거나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퇴직연금 관리에 대해 소극적인 실정이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 퇴직연금 사업자, 정부 등이 가입 

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거나 소극적인 이유를 파악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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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 

직연금을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다양한 상황인데 퇴직연금 관리역 

량 강화가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규명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은 재무관리역량 및 금융이해력 선행연 

구 고찰과 전문가 검증을 통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 

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지식, 관리기능, 

관리태도 등 세 가지 구성요소 총 29개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증 

분석을 통해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관리역량의 구성요소와 관리행동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리기능 및 관리태도가 관리행동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리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관리행동의 

결과인 수익률이 높은 경향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가입자들의 관 

리역량 제고를 통해 관리행동의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 

일 수 있는 것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교육 및 정책에서 

‘관리역량 제고 → 관리행동 수준 향상 → 수익률 상승’의 논리를 적 

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논리의 출발점인 관리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노 

력이 적극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DC형 퇴직연 

금 관리역량을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관리해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 

도(IRP)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관리역량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 및 정책에 관리지식의 위계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퇴직 

연금 관리역량이 어떤 지식과 기능을 포함해야 하고 그것들을 중요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기반으로 백워드 설계 

(Backward Design)의 지식의 위계구조 정리 방법을 차용하여 퇴직연금 

관리지식을 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 세 가 

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퇴직연금 관리역량 점수를 산출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하위차원 중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구분하였던 

빅 아이디어가 퇴직연금 관리역량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관리역량 구성요소 및 관리행동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본 연구의 

관리지식의 위계구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 중에서 어떤 것 

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지가 중요하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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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육 및 정책에 본 연구가 실증분석으로 확인한 퇴직연금 관리지식 

의 위계구조를 근거로 삼아 빅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적용 

해야 한다. 

넷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책에서 심 

리적 편향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퇴직연금 투 

자 상품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66.6%의 응답자는 심리적 편향 중 

현상유지 편향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관리 성과 평가 행 

동에 대한 영향에서 현상유지 편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투자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 특히 원금손실을 피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최선이라고 판단해 

원리금보장 상품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잘못된 것이라 

고 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가입자에게는 원금손실을 피하기 위해 원리금보장 상품 투자를 장 

기간 유지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전체 퇴직연금 중 

일부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계속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상유지 편향 외에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관리방법 탐색 및 비교 

행동에 대한 영향에서 자기과신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 

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심리적 편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관련된 교육 방법이나 정책 수립 

시 가입자의 성별과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 

과 여성이 남성 보다 관리지식 전반과, 관리지식의 하위차원 중 빅 아이 

디어 및 관리기능의 수준이 낮았다.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리행동의 모든 단 

계에서 수준이 낮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관리역량 

의 세부 내용을 참고해 교육이나 정책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0대는 퇴직연금 관리방법 이 

해에 대한 니즈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에 비해 퇴직과 

그로 인한 퇴직연금 수령 시점이 더 가깝기 때문에 퇴직연금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 후를 대비해 

야 하는 50대가 퇴직연금 관리방법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지원 

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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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무관리역량 및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기능 간 인과관계나 이들 구성요소가 어떠한 경로로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점 

을 감안해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구성요소 간 인과관계 혹은 구성요소가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식, 태도, 기능 간 인과관계와 이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과 관련 

된 논의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증권사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DC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증 

권사를 선택한 사람이 16.2%로 은행(69.3%)보다는 적지만 보험사(7. 

5%) 및 근로복지공단(6.0%) 보다는 많다.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증권사 가입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가입자에 비해 적극적인 관리행동을 보였다.‘DC형 퇴직연금 투자 = 

펀드 투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DC형 퇴직연금 투자는 일반적인 

펀드 투자와 공통점이 많고 증권사가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비해 펀 

드 투자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이런 결과의 배경으로 보인다.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에 따라 성과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자 

별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DC형 퇴직연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의 맥락에서 

심리적 편향에 관심을 가졌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과신, 

손실회피, 심리적 편향 등 세 가지 심리적 편향을 선정해 조절변수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가 선정한 세 가지 외에 DC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매우 다양한 심리적 편향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물론 그런 

연구들 중에서 심리적 편향을 퇴직연금 관리역량과 연결시킨 연구는 드 

물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퇴직연금 관리역량 

과 심리적 편향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에 소홀한 상황 

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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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연구를 통해 DC형 가입자들에게 필요한 퇴직연금 관리역량의 세부 

내용을 규명하였고,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 

았고, 관리역량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편향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DC형 퇴직연 

금 가입자를 위한 교육, 연구, 정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더 많은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역량을 키워 바람직한 관리행동을 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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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žo, M. (2020). Overconfidence and financial decision-making: a 

meta-analysis, Review of Behavioral Finance, 13(3), 276-296. 

Gutter, M., Hayhoe, C. R., & Wang, L. (2007). Examining Participation 

Behavior in Defined Contribution Plans Using the 



 

- 104 - 

Transtheoretical Model of Behavior Chang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8(1), 46-60. 

Hastings, J. S., Madrian, B. C., & Skimmyhorn, W. L. (2012).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Education and Economic Outcomes, NBER 

Working Paper No. 18412. 

Henager, R., & Cude, B. J. (2016). Financial Literacy and Long- and 

Short-Term Financial Behavior in Different Age Group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7(1), 3-19. 

Hershey, D. A., Jacobs-Lawson, J. M., McArdle, J. J., & Hamagami, 

F. (2007).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4, 26–36. 

Hilgert, M., Hogarth, J., & Beverly, S. (2003).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Behavior, Federal Reserve Bulletin. 89. 309-322. 

Hogarth, J. M. (2002). Financial Literacy and Family & Consumer 

Scien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4(1), 

14-28. 

Hung, A., Parker, A., & Yoong, J. (2009). Defining and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RAND Corporation, WR-708. 

Huston, S. J. (2010).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4(2), 296-316. 

Iyengar, S. S., & Kamenica, E. (2010). Choice proliferation, simplicity 

seeking, and asset alloc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 

5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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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전문가 조사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역량 및 심리적 편향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역량 및 심리적 편향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중인 박사학위논문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생활 안전판인 3층 연금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데, 가입자 개인이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DC형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C형 가입자의 대부분이 태만한 

(inattentive)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불리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더 많은 DC형 가입자가 바람직한 적립금 관리행동을 하도록 

적립금 관리역량 및 심리적 편향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한 적립금 관리역량 

및 적립금 관리행동의 정의와, 각각의 구성 요소를 측정할 문항들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실시합니다. 

Q1. 적립금 관리역량 정의의 타당성, 구성 요소 측정 문항의 적절성, 적 

립금 관리역량 중 관리지식 구성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들과, 

Q2. 적립금 관리행동 정의의 타당성, 구성 요소 측정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이뤄집니다. 

귀하의 고견은 앞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 관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델파이 

패널로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장경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현자 

tel : 02-880-6821 / e-mail : longrun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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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본 연구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역량과 심리

적 편향이 적립금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적립금 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적립금 관리

지식, 관리기능, 관리태도 각각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고, 적립금 관리

행동의 세부 내용도 정리하였습니다. 

‘과학지식의 귀납적 생성과정’과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gn)’

를 활용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역량의 지식 및 기능 도

출 모형을 만들었고, 그 모형을 근거로 적립금 관리지식을 그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정해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가입자들이 반드시 숙지하

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빅 아이디어’라고 명명하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지식은‘핵심 지식’,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은‘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워드 설계에서 지식을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기능은 단일 차원으로 취급하는 점

을 수용해 본 연구도 기능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적립금 관리태도는 장경영·최현자(2020)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적

립금 관리역량과 적립금 관리행동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면 <

표 1>과 같습니다. 

<표 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역량 및 관리행동 

구분 구성 요소 

적립금 

관리역량 

적립금 

관리지식 

빅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지식) 

핵심 지식 (두번째로 중요한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세번째로 중요한 지식) 

적립금 

관리기능 
적립금 관리기능 

적립금 

관리태도 

적립금 관리의 중요성 인식 

적립금 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적립금 관리에 대한 감정 

적립금을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적립금 관리행동 

관리 목표 수립 및 재점검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관리 실행 

관리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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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영·최현자 (2020).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투자 시뮬레이션 

경험이 DC형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태도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13(4), 73-102. 

 

<질문> 

 

 

 

본 연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역량이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적립금 관리태도, 적립금 관리지식, 적립금 관리기능 

의 총체”이다. 

 

Q1-1. 귀하께서는 위의 정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Q1-2. 만약 위의 정의에서 불필요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Q1-3. 적립금 관리역량 중 관리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

혀 

적

절

하

적

절

하

지 

않

보

통

이

다 

적

절

하

다 

매

우 

적

절

하

Q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역량에 대한 질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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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

다 

다 다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을 안다 
     

적립금 투자 상품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

음을 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가

능함을 이해한다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분산투자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금융회사가 연 1회 이상 적립금 투자현황을 통지한

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적립금 투자상품의 위험과 수

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적립금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안다 
     

적립금을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은행 예·적금 외에 원리금보장

보험, ELB(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등 종류가 다양

하다는 사실을 안다 

     

적립금 투자시 상품별로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음을 

안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안

다 
     

회사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시해

야 함을 안다 
     

가입시 적립금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리 정

해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됨을 

안다 

     

회사가 매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

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안다 
     

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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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

하면 세제혜택이 있음을 안다 
     

 

Q1-4. 적립금 관리역량 중 관리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중요 

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빅 아이디어’, 두 

번째로 중요한 지식은 ‘핵심 지식’, 세 번째로 중요한 지식은 ‘친숙 

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빅 

아이디어 

핵심 

지식 

친숙할 

필요가 

있는 

내용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을 안다 
   

적립금 투자 상품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

음을 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가

능함을 이해한다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분산투자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금융회사가 연 1회 이상 적립금 투자현황을 통지한다

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적립금 투자상품의 위험과 수익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적립금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안다 
   

적립금을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은행 예·적금 외에 원리금보장

보험, ELB(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등 종류가 다양하

다는 사실을 안다 

   

적립금 투자시 상품별로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음을 

안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안다    

회사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안다 
   

가입시 적립금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리 정

해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됨을 안

다 

   



 

- 117 - 

회사가 매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

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안다 
   

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안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

면 세제혜택이 있음을 안다 
   

 

Q1-5. 적립금 관리역량 중 관리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적립금 관리상황(투자상품 및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통지하는 적립금 투자현황을 받

아서 확인할 수 있다 
     

적립금 투자상품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수료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찾아

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실시하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어

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참여할 수 있다 
     

 

Q1-6. 적립금 관리역량 중 관리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문문항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적립금 

관리의 

중요성 

인식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

입자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

자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립금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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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이해의 

필요성 

인식 

관리하려면 필요한 금융투자 지식

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산배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와 분

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투자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적립금 

관리에 

대한 감정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가 어려워서 싫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가 귀찮다 
     

적립금을 

관리하려는 

행동의지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고 싶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

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적절하게 

할 생각이다 

     

 

 

 

 

본 연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행동이란“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하고, 투자성과를 

평가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 재원을 

축적해가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투자 행동”이다. 다시 말해 DC 

형 퇴직연금 관리행동은 ①관리 목표 수립, ②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③관리 실행, ④관리 성과 평가 등 네 단계로 이뤄진 연속된 

의사결정 과정이다. 

Q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행동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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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귀하께서는 위의 정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Q2-2. 만약 위의 정의에서 불필요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Q2-3. 적립금 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문문항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관리 

목표 

수립 및 

점검 

퇴직연금 가입시 적립금 목표 세우기      

(네 번째 단계인) 관리 성과 평가 후 

목표 점검하기 
     

관리 

방법 

탐색 및 

비교 

적립금 투자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정보 탐색하기 
     

타인이 제공한 금융투자상품 정보 활

용하기 
     

탐색한(또는 제공받은) 금융투자상품 

정보 비교하기 
     

관리 

실행 

관리 방법(투자할 상품) 결정 후 지

체없이 관리 실행하기 
     

관리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 

기술적 어려움(인터넷을 통한 투자 

등)에 대응하기 

     

관리 

성과 

평가 

적립금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기 
     

투자 포트폴리오 유지·변경 결정하기      

 

<이상입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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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설문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관리역량 및 심

리적 편향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

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오직 연구자료로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오니,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답변은 저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매우 소중하

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장경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현자 

tel : 02-880-6821 / e-mail : longrun11@naver.com  

 

 

 

SQ1.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일용직 임금 근로자 

③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 종사자 ⑤ 기타 

 

SQ2.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①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②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③ 모르겠다 ④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SQ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 세 

 

SQ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ection 1 : Screening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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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귀하께서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

습니까? 

① 3년 미만 ② 3년~6년 미만 ③ 6년~9년 미만 

④ 9년 이상 ⑤ 잘 모르겠다 

 

Q2. 귀하께서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어디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은행 ② 증권 ③ 보험 ④ 근로복지공단 ⑤ 잘 모르겠다  

 

Q3. 귀하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적립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3천만 원 미만 

③ 3천만~7천만 원 미만 ④ 7천만~1억 원 미만  

⑤ 1억 원 이상 ⑥ 잘 모르겠다 

 

Q4. 귀하께서는 자신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의 수익률과 적립

금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십니까? 

① 한 달에 한 번 이상 ② 2~3개월에 한 번 정도 ③ 6개월에 한 번 

정도 

④ 1년에 한 번 정도 ⑤ 거의 확인하지 않음 

 

Q5. 귀하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 수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가입기간의 누적수익률이 아니라, 연 환산 수익률로 대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① 연 1% 미만     ② 연 1~2% 미만  ③ 연 2~3% 미만  

④ 연 3~4% 미만  ⑤ 연 4~5% 미만  ⑥ 연 5~6% 미만  

⑦ 연 6% 이상     ⑧ 잘 모르겠다 

 

Q6. 귀하께서는 자신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몇 개 상품

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상 ⑤ 잘 모르겠다 

 

 

Section 2 : 퇴직연금 가입상황, 금융지식, 과거 투자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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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귀하께서는 자신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어느 정도

를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으셨습니까?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처럼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실적배당상품은 펀드처럼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에 70%를 넣으셨다면, 

나머지 30%는 실적배당상품에 넣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 )% ② 잘 모르겠다 

 

Q8. 귀하께서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어느 정도를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Q9. 귀하께서는 자신의 확정기여(DC)형 적립금을 투자한 상품을 변경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 ② 한 번 변경했다     

③ 두 번 이상 변경했다      ④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Q10. 귀하께서는 자신의 금융지식이 또래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② 낮은 수준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 수준이다 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 

 

Q11. 귀하께서는 펀드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Q12.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펀드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123 - 

 

 

Q13. 다음은 귀하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아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정답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가능하다 
정답  

DC형 퇴직연금을 투자할때 상품별로 투자한도의 제한은 없다  정답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맡긴 사업자(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

다 
정답  

DC형 퇴직연금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정답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세제혜택에는 차이가 없다 
 정답 

DC형 퇴직연금을 투자한 상품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다 
정답  

DC형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분산투자가 필요

하다 
정답  

DC형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안정성이 중요하

므로 위험과 수익구조가 유사하다 
 정답 

DC형 퇴직연금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정답 

DC형 퇴직연금을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다 정답  

DC형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은행 

예·적금 외에 원리금보장보험, ELB(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등 종류가 다양하다 

정답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

리 정해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답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

금을 입금한다 
정답  

DC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없다 
 정답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맡긴 사업자(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투자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정답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  정답 

 

 

Section 3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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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다음은 귀하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하실 때 가지시는 

능력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적립금 관리상황(투자상품 및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금융회사가 통지하는 적립금 투자현황

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적립금 투자상품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다 
     

나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찾아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자 자신

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려

면 필요한 금융투자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산배분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와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려

면 정기적으로 투자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관리하고 

싶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적절하게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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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다음은 귀하께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하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과거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적립

금을 얼마나 모을지 목표를 세웠다 
     

나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적립

금 현황을 확인해보고 적립금 목표를 점

검했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하려

고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탐색했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에 대

해 타인이 제공한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활용했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를 위

해 스스로 탐색하거나 타인에게서 제공

받은 정보를 비교했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방법

(투자할 상품)을 결정한 후 지체없이 관

리를 실행했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성과

를 정기적으로 확인했다 
     

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성과

를 확인한 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지, 변경할지를 결정했다 

     

 

 

 

 

 

Section 4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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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투자자로서

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다 
     

나는 투자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능

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많은 투자 정보 중에서 가치있는 정

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낫다 
     

나는 투자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라면 이익을 확정 지으려는 편이다 
     

나는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라면 손실을 확정 짓는데 주저하는 편이

다 

     

나에게는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크다 
     

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방법들

에 비해 효용이 낮더라도 더 선호하는 편

이다 

     

나는 매력적인 정도가 비슷한 여러 대안

들이 있고 그 중 하나가 현상을 유지하는 

대안이라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손실처럼 느껴진다 

     

나는‘하지 않아서’보다‘해서’후회하

게 될까 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다 
     

 

 

 

 

 

Section 5 : 심리적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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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5. 귀하께서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십니까? 

월 평균  (   만원) 

 

SQ6. 귀하의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가치로 적어 주십시오. 

(※ 주택 시가, 전·월세 보증금, 상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과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연금 저축 등을 

포함한 금융자산, 그 외 자산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총 자산  ( 억  만원) 

 

SQ7. 귀하의 현재 빚은 어느 정도입니까?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 금융기관 및 직장에서 받은 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약관대출,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 외상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총 부채(빚)  (  억  만원) 

 

<설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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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subscribers and reserves of defined contribution 

(DC) retirement pension, in which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ir respective pension, 

are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DC type subscribers among the 

total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was 48.9% as of the end of 2019, 

and the DC type accounted for 26.3% of the retirement pension 

reserves amounting to 255.5 trillion won at the end of 2020(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21; Ministry of Statistics Korea; 2020). The trend of changing 

retirement pensions from defined benefit(DB) to DC is a common 

phenomenon worldwide (Benartzi & Thaler, 2007), and retirement 

pensions centering on DC are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DC retirement pensions are very important because subscribers' 

investment decisions determine the size of assets at the time of 

retirement, but DC subscribers are too passive in manag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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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pensions. DC subscribers' neglectful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has resulted in excessive concentration on the 

principal and interest guarantee products and low yields. The reason 

DC subscribers do not or cannot take appropriate management 

behaviors can be found in the capability necessary for such behaviors 

and psychological bias, but related studies are scarc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and management behavior of DC subscriber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and psychological bias on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In [Research Question 

1],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what components and details of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DC subscribers should 

have, and conducted a survey to find out how much of the identified 

management capabilities DC subscribers have. This study also tried 

to verify whether the knowledge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In [Research Question 2],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level of management behavior of DC 

subscribers through a survey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to find 

out the specific details of the appropriate management actions that 

DC subscribers should take to manage their retirement pensions. 

Subsequentl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DC 

subscriber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behavior results by 

classifying DC subscriber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management behavior. In [Research Question 3],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DC subscribers'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and psychological biases on management 

behavior. 

To this end, first, the definition and details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and management behavior were deriv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the contents were verified 

by conducting an expert survey. To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DC subscribers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adding 

psychological biases measurement items that were summariz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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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Research Question 1], DC typ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was defined as "as the ability to allow DC type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to adapt independently to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and to take appropriate management behavior to 

achieve their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goals: the totality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knowledg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skill, and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attitude." As 

for the details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required for DC subscribers, 17 items of management knowledge (big 

ideas (6), core knowledge (9), content that needs to be familiar (2)), 

management skill 4 items, 8 items of management attitude (3 sub-

dimensions such as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management,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management methods, 

and willingness to take action) were derived.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score of DC subscribers measured by detailed 

management capabilities above was found to be 74.0 points (out of 

100 points). Among the three subcategories of management 

knowledge, the conversion weight of big ideas was the highest and 

the contents that need to be familiar were the lowest.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management 

knowledge presented in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in management capability according to gender and age appears to 

require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this, and those who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the status of their retirement pension had the 

lowest level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categories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It was confirmed once again that DC 

subscribers must have the ability to manage their retirement pens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ir retirement pension 

subscription and management. 

In [Research Question 2], DC typ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was defined as "a long-term and repetitive 

investment behavior, in which DC type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set their retirement pension reserves goals, find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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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roducts suitable for achieving them, evaluate investment 

performance, maintain or change their investment portfolio to 

increases the retirement pension reserves." In each of the four 

stages of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there are 

tasks that the insured must perform. In the management goal setting 

and checking stage, a goal should be set when joining a retirement 

pension, and the task of checking the goal should be done after 

evaluat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 the fourth stage. The 

tasks of the management method search and comparison stage 

include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uitable for investment in retirement pensions, using information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provided by others, and comparing 

information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at have been searched 

(or provided). In the management execution stage, after determining 

the management method (the product to be invested in), the task of 

executing it without delay is given. The tasks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tage are to regularly check the performance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and to decide to maintain or 

change the investment portfolio. As a result of classifying DC 

subscribers group according to the level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about a third of the total were the negligent 

management type, acting passively in all management action stages, 

and 29% were the active management type, actively managing the 

retirement pension. The management behavior of DC subscribers 

shows the result as a return. The proportion of active management 

type was 81.0% when the rate of return was 5% or more per year 

due to the high rate of return of active management type members. 

On the other hand, the negligent management type accounted for 3/4 

of cases where they did not know their retirement pension rate of 

return, and 1/3 of cases where the rate of return was less than 2% 

per annum.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re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fact that DC subscribers need to actively take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suggested in this study. 

In [Research Question 3], the effects of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and psychological biases of DC subscr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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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were analyzed, an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both overall management 

behavior and all stages of management behavior.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was, the more 

actively they established and checked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goals, compared and explored management methods, 

and the more active they were in evaluating management 

performance. These results can be said to be empirical evidence 

proving tha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for activ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of DC subscrib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and sub-

dimensions of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and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the management skill and 

management attitude have a relatively strong correlation with the 

overall management behavior and each stage of the management 

behavior.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management skill an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which is a sub-

dimension of management attitude, are management capability 

components most closely related to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bias on the effect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on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ehavior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overconfidence in 

the second stage of management behavior 'management method 

search and comparative behavior' and status quo bias in the fourth 

stage of management behavior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behavior'. Specifically, the weaker the self-overconfidence bias was, 

the stronger the effect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on management method search and comparative behavior 

grew. The weaker the status quo bias was, the stronger the effect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o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behavior g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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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lusions draw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C type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more interest in and actively manage their 

retirement pensions. It is worth noting that in the survey results of 

this study, 66.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never 

changed the product in which the retirement pension was invested. 

Some of these people do not check their retirement pension reserves 

and rate of return at all; others decide that it is best to keep the 

existing investment products even after checking the reserve and 

rate of return. Some may have delayed or given up their decision to 

change investment products due to anxiety that the new decision may 

have worse consequences due to extreme volatility in the financial 

market, or due to learned helplessness in past investment 

experiences. As such, DC subscribers are passive about their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for various reasons. Companies that 

have introduced the DC type retirement pension system, retirement 

pension operators, and the government should identify the reasons 

why DC subscribers are not interested in or passive in the 

management of their retirement pensions, and provide appropriate 

support so that DC subscribers can actively manage their retirement 

pensions.  

Seco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so that DC subscribers can 

increase their level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This study confirmed the fact that management cap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behavior through empirical analysis. 

Furthermore,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nagement 

capability components and management behavior, it was found that 

management skill and management attitude had a relatively strong 

correlation with management behavio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management behavior was, so was the 

rate of return. Taken together,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level of 

management behavior and ultimately increase the rate of return by 

enhancing the management capabilities of DC subscribers. In 

education and policies for DC subscribers, the logic of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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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nagement capacity → improvement of management behavior 

level → increase of yield' can be applied. Efforts to support the 

enhancement of management capabilities, the starting point of this 

logic, should be actively and continuously made.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DC typ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can be applied to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which must be 

managed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the importance of these 

efforts will be even greater. 

Thir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management knowledge 

should be applied to education and policies that support DC 

subscribers to enhance their management capabilities. As a logical 

basis for what knowledge and skill should be included in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and how to classify them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this study borrowe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knowledge from Backward Design. By using the 

backward design knowledge hierarchy arrangement method, this 

study divided and organized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knowledge into three sub-dimensions: big ideas, core knowledge, 

and content that needs to be familiar.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sc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big idea, which was classified as the most important 

knowledge among the three subdivisions, contributed the most to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Evidence support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management knowledge in this study was 

also found in the correlation analysis of management capability 

components and management behavior. It is an era in which 

consumers are awash with knowledge they need to learn and mast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the information that consumers 

need to learn. Based on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knowledge confirmed by this study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big idea should be applied first and intensively 

to education and policy for DC subscrib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psychological 

bias in education and policies targeting DC subscrib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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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was, the higher the level 

of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behavior was. This tendency 

was confirmed to be stronger when the status quo bias was weaker. 

In addition, the analysi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was, so was the level of management 

method search and comparative behavior. It was confirmed that the 

weaker the self-overconfidence was, the stronger the tendency was. 

Considering that DC subscribers may be vulnerable to psychological 

bias, education an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by preparing 

appropriate supplementary measures. 

Fifth,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ge 

group and gender of DC subscribers when establishing education 

methods or policies related to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women had lower 

levels of overall management knowledge and big ideas and 

management skill than men.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analyzed the effect of management capability on management 

behavior, the level of women was lower than that of men in all stages 

of management behavior. It was found that people in their 50s have a 

strong need to understand how to manage retirement pensions. 

Education methods and policies that reflect these results should be 

established.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ituation where DC subscribers neglected to manage their retirement 

pension. Through the research conducted with this goal in mind, this 

study identified the details of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y required for DC subscribers; examined how they behave 

for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identified the effect of 

management capability on management behavior; and ident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bias in the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education, 

research, and policy for DC subscribers, contributing to desirable 

management behavior by increasing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apabilities of a higher number of DC subscr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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