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꾸준히 분산투자해 목돈 만들어요”
한국투자증권 ‘Start Up 적립식플랜’ 브랜드 론칭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스타트업(Start Up) 적립식 플랜' 브랜드를 론
칭했다.
이 브랜드는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스타트업) 기업처럼 적은 돈으로 꾸
준히 적립식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 콘셉트다.
한국투자증권은 적립식 투자의 기본인 장기투자와 분산투자 원칙에 맞
게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관리할 계획이다.
적립식 투자는 2000년대 초반 대표적인 자산증식 상품으로 인기를 끌다
가 주춤해진 상태다. 많은 적립식 투자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손실 발생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과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특정 지역 쏠림 투자로 시장
충격 발생 시 취약점이 드러난 데다가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 관리에 소
홀했던 것이 적립식 펀드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제부터 적립식 투자에 대해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Portfolio의 약자로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ETF에 투자하는 포트폴리

고 조언한다. 장기투자, 분산투자,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전략이다. 개별 주식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대비 낮은 비용과 분산

우선 적립식은 장기투자를 통해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

효과가 뛰어나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 지속 상승할 경우 거치식이 적립식 대비 유리하지만 긴 투자 기간 중 상

이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투자기회에 집중해 핀테크, 블

승장만 골라내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하

록체인, 클라우드 등의 응용 기술 부문 ETF와 반도체, 통신, 2차 전지

면 적극 대응을 자제하고 꾸준한 불입으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시장이 안정

등 인프라 부문 ETF로 나눠서 투자한다. 약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

세를 찾아 성과가 양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성이 낮은 인프라 부문 ETF의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강세장에서는 상대

또 단품에만 투자하는 쏠림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변동성 노출로 인해

적으로 기대수익이 높은 응용 기술 부문 ETF의 투자비중을 늘린다.

단기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분산 투자해 낮은 변동

10개 이상의 다양한 ETF에 분산 투자해 특정 ETF에 대한 투자비중 편

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워 한 곳에만 투자한다면

중을 방지하고 로보틱스,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분산형 상품에 돈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투자증권은 조

관련해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산업에 투자해 특정 섹터

언한다.

에 대한 자비중 편중도 방지한다.

아울러 자산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펀드 가입 후에 관심을

'KB Start Up 액티브아시아 EMP펀드'는 기업 이익 호조가 지속되는 한

갖고 적절한 리밸런싱을 통한 성과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 중국, 대만, 인도 및 베트남 등 신흥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ETF에
분산 투자한다. 운용 전략은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인도, 베트남 및

새 브랜드 전략 반영 적립식 상품 3종 출시

한국 등의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달성하고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투자증권은 새 브랜드 론칭에 맞춰 'DB Start Up 글로벌4차산업

말레이시아 등 신흥 아시아 지역을 위성 투자 국가로 활용하다.

EMP펀드' 'KB Start Up 액티브아시아 EMP펀드' '한국투자

'한국투자StartUp-G2리서치랩'은 전 세계 GDP와 금융시장의 약 절반

StartUp-G2리서치랩' 등 적립식 상품 3개를 출시했다.

을 차지하는 G2(미국, 중국) 리딩 기업에 투자한다. G2의 장기투자 유망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과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들 상품은 적

우량종목을 발굴해 매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여 G2 증시 및 개별 종

립식 투자 특성에 맞게 장기 성장성이 높은 유망 산업 및 국가에 분산투

목의 변동성을 투자 기간 분산을 통해 보완한다.

자한다.

문성필 상품전략본부장은 "적립 기간이 길수록 투자 시점의 영향은 적고

'DB Start Up 글로벌 4차산업 EMP펀드'에서 EMP는 ETF Managed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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