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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 펀드 산업의 현황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투자자들은 펀드의 성과보다는 

투자심리의 영향을 더 받는 모습입니다. 일정기간 투자를 보유하는 것이 시장 

움직임에 따른 마켓 타이밍 거래를 할 때보다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달바(Dalbar)의 21 번째 연례, 투자자행동에 대한 계량학적 분석 (2015 Advisor Edition) 

 
리서치회사인 달바(Dalbar) 보고서에서 발췌한 위의 내용은 지난 30 년간의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로, 1987 년 증시폭락, 닷컴(dot-com)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지난 20 년간의 S&P 연환산 수익률은 9.8%였던 반면, 동 기간 주식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단지 5.2%의 연환산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마켓 

타이밍”이란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적인 투자자는 한 개 펀드에 4 년을 약간 넘는 기간 

동안만 투자하고 있으며, 시장의 실제 등락과는 어긋나는 거래를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1. 

 

아시아 역시 이 문제로부터 벗아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로인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투자자의 “마켓 타이밍” 거래 의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아시아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개 펀드에 약 2 년 (일부 시장에서는 그보다 짧게) 투자하는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성과와 평균적인 아시아 개인투자자의 투자성과간의 차이가 

미국에서의 경우보다 비교적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망이 비교적 적은 환경에서, 아시아 투자자들은 투자계획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잘못된 이유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 했을 때의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투자 패턴이 장기 성과에 주는 리스크를 감안할 때,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투자목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환매하고, 단기적인 시장환경을 근거로 최근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한 시장에 

투자를 하고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 많은 투자자 행동 연구 결과, 투자자들이 높은 성과를 보인 시장을 쫓기 위해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쫓아서, 최근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낸 시장으로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얼머나 크게 나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투자전략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 한국의 개인투자자가 아래의 광범위한 

투자자산군을 고려했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표 1: 주요 자산군과 관련 대표 시장지수 
 

자산군 시장지수 

한국 주식 KOSPI 지수 

글로벌 주식 MSCI 전세계 지수 (원화 환산) 

글로벌 채권 Barclays Global Aggregate (원화 환산) 

현금 한국 3 개월 예금금리 
 

1 We acknowledge that there are potential issues in comparing money and time weighted returns that can occur with such 
analysis as the one carried out by Dalbar. We use this as motivation to explore this issue in a simplified manner. 

2 Using a complete trading history all investors in Taiwan prior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dividuals were shown to suffer an 
annual loss of 3.8% per annum due to aggressive trading. “Just How Much Do Individual Investors Lose by Trading?”, Brad M. 
Barber, Yi-Tsung Lee, Yu-Jane Lio, Terrance Odean, The Society for Financial Studies,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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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2015 년 12 월까지 지난 20 년간의 년도별 연환산 성과 기준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낸 

자산군을 나타냈습니다. 

 
 
 

매해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한 개별자산들만 살펴보면, 성과도 매력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양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매해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자산군에 투자하는 전략을 따르면 누적 

수익률은 연환산 30.8%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큰 유혹입니다. (위 사례는 

패시브하게 지수를 따르는 운용보다 수익 높일 수 있는 액티브 운용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보수 및 수수료도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각하는 것이 수익을 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완벽한 예지력은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인 투자전략과 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이 한 개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기간은 2 년 미만이며, 이는 투자자들이 

최근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펀드로 갈아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전환결정은 불가피하게 시간 ‘지연 현상’이 수반됩니다. 타이밍 지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단순하게 이전년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산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투자전략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아래 차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지력을 가정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군과 

그 다음해 실제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자산군의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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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내용에서 중요하게 발견되는 것은 한 가지 자산군만 봤을 때, 성과 변화의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단지 과거의 성과만을 추종하는 투자전략을 본다면, 20 년이란 기간동안 성과는 연환산 

30.8%에서 연환산 4.3%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할 수 있음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복리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것으로, 그 더해진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차트에서 연환산 7%의 연수익률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혹은 그 투자를 유지할 때), 

투자원금의 크기보다는 복리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투자자들은 “강요에 의한 매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한 투자결정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아래 주어진 사례는 단기적으로 과거 성과를 근거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여 거래하는 것은 

장기투자 성과를 감소시킨다는 상식적 믿음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기회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산투자전략 대비 과거성과 자료를 근거로 투자자산을 변경하는 운용전략 (단순히 표 1 에 표시한 4 가지 

자산을 바탕으로)을 살펴보면서, 투자자산을 무분별하게 사고파는 것의 영향을 차트 4 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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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적절한 투자전략을 갖추는 것은 다음의 3 가지 주요사항들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실적인 기대수익률을 갖추는 것; 
 

– 감수할 수 있는 변동성의 정도 및 감수할 수 있는 단기적 손실의 정도  
 

–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까지의 기간 
 

달성 가능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과거의 성과를 쫓는데서 올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어떤 현실적 투자목표를 세우든, 고려해야할 전략적인 

선택사항들은 늘 여러가지 존재할 것 입니다. 
 

일부 투자전략상 선택해야 될 사항들은 다른 것보다 더 당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일 것 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자의 위험감수성향하고 상관없이, 과거 성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투자전략으로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연구결과 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군별 분산투자하는 보다 나은 위험조정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여야 할 점은, 투자의 가치와 인컴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으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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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forma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be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it is not intended as promotional material in any respect. The material is not intended 
as an offer or solicitation for the purchase or sale of any financial instrument. Schroders has expressed its own views and opinions in this document and these may change. The 
material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d should not be relied on for, accounting, legal or tax advice, or investment recommendations Reliance should not be placed on the views 
and information in the document when taking individual investment and/or strategic decisions. Past performance is not a guide to future performance and may not be repeated. 
The value of investments and the income from them may go down as well as up and investors may not get back the amounts originally invested. Exchange rate changes may 
cause the value of any overseas investments to rise or fall. We recommend you seek financial advice from an Independent Adviser before making an investment decision. For 
further explanation of any financial terms, visit www.schroders.co.uk/glossary. Issued in June 2016 by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31, Gresham Street, London, 
EC2V 7QA, which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RC60139 

 

 

투자유의사항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슈로더가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입 또는 매도 제의나 투자권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가공 또는 제 3 자에게 유포, 출판, 복사 또는 배포 될 

수 없으며, 어떠한 투자결정도 본 정보에 의존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의 어떤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 및 문제와 관련된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본 자료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고객의 특정 투자목적, 재정상태와 특정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슈로더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지 않을 경우, 펀드에 

투자하시기 전에 선택한 금융투자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정보는 해당 공표일 기준으로 가능한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슈로더는, 구체적으로 표시된 것이나 암시된 것을 

불문하고, 모든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 적정성, 또는 완결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슈로더, 슈로더 계열사, 또는 슈로더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은 해당 정보의 오류 및 누락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제 3 자 책임 포함)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및 과세제도 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나 전망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비과세에도 불구하고 이자/배당소득 및 환헤지 발생수익은 과세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해외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를 제외한 여타 투자자산의 매매평가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chroders.co.uk/gloss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