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의의와 필요성

1.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가. 경제전반의 생산력의 변화

고령화에 따라 경제 활동 인구 숫자는 2017년 최대가 된 후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중 하나인 노동공급이 줄어듦을 뜻하

며 나아가 우리경제의 생산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인구가 고령

화됨에 따라 우리사회가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작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를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로 살펴보

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데, 2000년 10.8 수준 이던 노년 부양비는 2013년 16.7로 

증가 하였고 이후 2030년 38.6 그리고 2040년에는 57.2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에 참여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생산자가 부양

해야 할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구성원들을 충분히 부양하기 위한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되기 위해서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를 추

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 중 토지는 인간의 능력으

로 늘릴 수가 없으므로 결국 자본의 축적이 추가적인 공급 가능한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자본이 생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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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

노후 보장을 위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이미 두 번의 개혁을 거쳤고 현재 국민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선으로 낮아졌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는 가입자가 40년간 근로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한다는 전제하에 기대되는 소득대체율이다. 우리나라 근로

자의 실제 근로연수가 25년 안팎으로 짧고 그로 인해 납입기간 역시 짧아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4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세계적으

로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및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60

년 이전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견해 또한 대두되고 있다.6)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실

제로 또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8년 개혁을 단행하여 재정안정화를 

꾀하였으나 현재 또 다시 연금급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공적연금(국민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낮은 

수준이고 그 안정성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기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노후

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경우 스스로 고령화에 따른 경제

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6) 2015년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기금수익률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2051년으로 앞당겨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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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저축 증대를 통한 해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

해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노후에 닥칠 

재무위험을 비롯한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소득을 고려하

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기의 소비수준과 근로소득이 끊기는 은퇴 이후의 소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스로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와 해석능력 그리고 재무계획 설계 및 실행능력을 가진 개인이 그 모

든 과정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

애소득을 고려하여 개인의 생애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축을 유도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정보 및 계획을 제공 및 실행 

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겠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년 피부양 인구는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모든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및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의 저축이 늘어나고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된다면 자본의 추가적인 확보 및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의 

투자가 진작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

자산의 규모와 경제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고령화에 대비한 현재와 미래의 소비의 효율적 배분은 소

비자 측면에서는 미래 고령화로 인한 위험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고, 국가 경제 측

면에서는 충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는 의미가 있다.



18 조사자료집 2015-6

<그림 Ⅱ-1> GDP 성장률과 연금자산의 규모

          자료: Boersch-Supan and Winter(2001); 이수희 외 (2004) 재인용.

2. 자산관리 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가. 자산관리 서비스의 개념

자산관리 서비스는 정립된 하나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무설계와도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재무설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무자원과 미래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미래 소

득에 대한 지출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미래에 원하는 생활 및 지출 수준, 현재 조달 가능한 소득 수준, 저

축한 재무자산의 기대수익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소비(저축) 수준을 결

정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래소비를 위해 저축한 재무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

인가에 대한 현명한 결정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30대의 전문직 종사자가 A씨가 있다고 했을 때 A씨의 경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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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놓은 자산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전문지식에 기반한 인적자산이 있고 이를 활

용하여 미래의 소득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에 대한 재무설계는 현재 자

산 보존을 위한 설계보다는 인적자산을 사망보험 혹은 건강보험 등을 이용해 보호하

여 미래의 소득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득흐름의 결과 생성되는 잉여소득

을 운용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

만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인적자산을 따로 떼어내서 보호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미

래의 소득흐름을 계산해 낸다든가 혹은 독자적으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의

사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그 역할을 금

융회사의 재무설계 서비스가 대신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재무설계가 시간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소비수준을 결정하고 인적·물적 재무자

원을 보호 및 조달하는 작업이라면, 자산관리 서비스는 재무설계와 이미 축적되어 

있는 재무자원을 어떻게 보존, 증식 혹은 활용할 것인가를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면, 근로기에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일정수준의 금융 및 부동산자산을 형성

한 B씨가 있다고 할 때,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B씨의 자산상황, 원하는 소비수준 

그리고 자손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문, 부동산

을 포함한 자산의 유동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B씨가 거액자산가라

면 자산을 활용한 소비수준의 유지보다는 자산의 보존 및 증식 그리고 상속에 초점

을 맞춘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 B씨가 중산층 수준의 소비자라면 자산의 보

존 및 상속보다는 축적된 자산을 활용(유동화)하여 지속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금융상품을 망

라한 종합금융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며 투자자문 및 운용뿐 아니라 법률자문 및 자

산을 다음 세대로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설계 등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

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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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인적자원과 재무자원

본 연구는 중산층 금융소비자가 금융전문가를 통해서 생애 각 기간 동안의 소득 

및 소비수준을 결정하고, 고령화 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는 근로 소득이 존재하는 기간(근로기) 동안 여유자금을 노후 대비를 위

해 쌓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자산관리 서비스 중 재무설계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축적된 자산을 이용해 노후 소득으로 활

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산관리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는 재무설계와 자산관리를 포괄하는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고

령화에 대비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7)

나.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특징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특성으로는 개별성, 복합성 그리고 맞춤형을 들 수 있다. 개

별성이란 형식적인 측면에서 고객 계좌의 개별적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현재 금융투

7) 근로기에 축적된 자산을 활용(유동화)하여 고령기 소득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의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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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 등 집합투자 상품의 경우 특정 상품을 중심으

로 설계, 판매, 운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을 중심으로 설계, 판

매, 운용이 이루어진다. 자산관리 서비스에서는 개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산의 관리

나 운용이 통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계약에 기반하여 고객별로 계좌가 관리된다.

복합성이란 고객이 요구하는 재무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

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투자계획, 위험관

리, 은퇴계획, 상속계획, 절세계획, 부동산계획, 교육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객

의 필요 및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서비스의 종류를 불문하고 패키지에 포함하

여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복합성의 핵심이다.

셋째로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복합성이 고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에 초점

을 맞춘 특성이라면 맞춤형이란 표준형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계약 시점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이 서비스 패키지에 포함되며 계약 이후에도 고객이 원하는 요구에 대응

하여 서비스 패키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특성을 말한다.

앞서 논의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세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펀드 등 집합투자 상품

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비교하면, 집합투자는 하나의 상품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다

수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반해서,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별로 개별 관리되

는 계좌를 통해 고객의 필요에 맞추어 복합적으로 구성된 금융서비스를 향후 서비스 

구성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복합서비스라는 차이점이 있다.

<표 Ⅱ-1> 자산관리 서비스와 집합투자

구분 자산관리 서비스 집합투자(펀드)

개별성 개인별 계좌관리 계좌 통합관리

복합성 여러상품의 조합 단일 상품

맞춤형 계약변경 가능 계약변경 불가능

앞서 논의한 개별성, 복합성, 맞춤형 서비스의 특징을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와 연

관 지어 설명한다면,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는 노후에 다양한 재무적 

필요에 따라 복합적 재무계획을 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별 특성을 반영한 



22 조사자료집 2015-6

재무계획을 설계하고,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개별 고객의 재무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를 실행해 주는 서비스8) 혹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재무적 자원

이 필요한 시기(고령화 시기)에 필요한 만큼(노후 소비수준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재무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3.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가. 서비스의 필요성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는 일반적인 생애자산관리 중 고령화와 관

련하여 인생의 후반기에 필요한 고객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부분에 좀 더 초

점을 맞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고 그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노후 준비 또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금융상품의 투자수

익률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 결과 현재 고령층은 자산이 많은 계층은 많은 계층대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에 몰려있어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산이 없는 계층은 없는 계층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혹은 미래

의 고령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는 고객이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노후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소연(2008)은 미국 Retirement Confidence Survey(RC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업원이 재무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은퇴자금 필요액을 계

산해 보았는가’ 와 ‘은퇴대비 저축을 하고 있는가’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분

8) 진익(2009)이 제시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정의를 고령화에 대응한 개념에 맞추어 재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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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는데, 재무교육 여부는 두 질문 모두와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Clark, d’Ambrosio, McDermed와 Sawant(2006)는 재무교육 세

미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교육 이후 저축행동에 변화를 보이는지 세 번의 설문을 

통하여 평가하였는데, 첫 번째 설문에서 대상자의 50%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이외

에 보충적인 연금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나, 이중 41%가 세미나 이

후 보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첫 번째 설문 이후 세 번째 설문에

서는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보충플랜을 수립했다고 답한 

사람 중 25%는 실제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고 답했으며, 64%는 계획을 실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미래에 직면할 재무적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개인의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재무설계가 재무설계를 받기 전후 근로자

들의 행동변화를 살펴 본 결과 재무설계를 받은 이후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저

축이 많아지며, 그에 따라 연금적립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9)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행동이 변화되고 그 결과 미래를 위한 저축 확대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첫 번째 역할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라면 둘째

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이다. 단적인 예로 국민연금 

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사실’과 ‘국민

연금 수급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1.3%와 55.1%를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의 가장 기

초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적연

금의 경우, 보험연구원(2014)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 퇴직연

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 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34%와 46%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연

금에 대한 지식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소득원의 가장 기초가 되

9) 한국재무설계 홈페이지(http://www.koreafp.co.kr/staff_plan.htm?pg=pg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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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정확한 수급액을 알지 못하는 상

태에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대비는 불가능하다. 또한 과거 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단

순히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노후에 대비한 준비가 완결되었으나, 앞으로 지

속될 것으로 보이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복합성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

한 고령화에 대응한 자산관리 서비스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한 재

무적 준비의 필요성을 종합하면,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전문가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별성, 복잡성, 맞춤형의 특징을 만족하

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애에 걸친 고객의 소비수준이 노후 혹은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실 전통적인 의미

의 자산관리 서비스보다는 재무설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노후를 위해 축적된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의 용어는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

관리 서비스로 통칭하기로 한다.

나. 연령별 자산수준별 금융투자 행태 특징10)

연령별 금융상품의 니즈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과 펀드 등 위험한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감소하고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비교적 복잡하고,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펀드의 경우 30~40대가 주요 수요

층으로 이들 계층 금융자산의 약 18%가 주식 및 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반면 60대의 

펀드 투자비중은 5%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은행 예·적금 투자비중은 50대가 

36%, 60대가 49%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LS 상품의 경우 50대의 투자 비

10) 가계금융행태 조사 데이터(2008)를 이용하여 연령별, 자산수준별 금융투자 행태를 분석한 

보험연구원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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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니즈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의 경우 Wrap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자산 수준별로는, 금융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펀드와 주식 투자 비중은 10% 

미만이었고 주로 예·적금에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자산이 

1억~5억 사이인 경우 보험의 비중은 적은 반면 주식과 펀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채권, 펀드 및 ELS 투자비중이 늘

어나고 보험자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금융자산 적은 경우 예·적금 등 원금보존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 많으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금융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

융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경우에도 연령별 특성에 따라 30~40대 젊은층은 금융상

품이 다소 복잡하고 변동성이 다소 클 수 있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랩어카운트 혹

은 펀드를 선호하고, 50대 이상의 경우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ELS 혹은 채권을 

선호하며 인적자원 등의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자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설명한 <그림Ⅱ-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자원과 인적자원

의 비중에 따른 필요 서비스에 관한 논의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는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에 대해 살펴본다.

4. 노후빈곤과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그림Ⅱ-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자원은 적지만 인적자원이 적은 사람이 인

적자원의 손실을 입어 미래소득이 줄어들게 되거나, 혹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재무자

원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노인

빈곤은 한 경제주체가 노인이 되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근로기부터 노년기까

지의 자원배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산층 역시 자산의 효율적 보호와 배분에 실패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자산관리 서비스는 그러한 결과

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절의 전반부에서는 근로소득이 끊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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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저소득층으로 탈락하는 비율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에 대

해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노후빈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5%로 OECD 가입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다.11) 이는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2.7%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노인

들이 극심한 노후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결국 

2014년부터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

되기에 이르렀다. 기초노령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로 충당될 예정이며 

2020년 17.2조 원, 2040년 99.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12) 이는 개인의 노

후준비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는 국민 모두의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겪은 세대로 많은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은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빈

곤율이 높은 이유는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이 15% 남짓인데 반해 노인빈곤율이 48.5%인 것은, 근로

소득이 있는 시점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다가 근로소득이 끊기면서 줄어

든 근로소득을 대체할 소득원의 부재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노후 대체소득원이라 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의 가입률 및 수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노후 생활비 보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특수 직역연

금)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9년 27.6%였고, 2013년에는 

37.5%까지 증가하였으나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3) 또한 퇴직연금의 가입률

11) OECD(2013).

12) 보건복지부 설명자료(2013. 9).

13) 통계청(2014),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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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45%14),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약 17.1% 수준15)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연금형태의 저축이 아니더라도 은퇴기에 많은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축

적된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노후를 보장할 수 있으나 현재 가계저축률은 3%16) 안팎

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국민의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의 방증이라 하겠다.

자산관리 서비스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노후준비를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할지 알려 주는 기능

은 매우 긴요하다.

나. 노후 소득계층의 이동

1) 노후 소득계층의 이동

(1) 기술통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앞서 기술한대로 “근로소득이 끊긴 다음 이를 

대체할 소득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후보장패널 데이터

를 사용하여 5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및 소득원을 추적 조사하였다. 노후보장패널은 

2005년 1차 조사를 시작하여 격년으로 조사를 시행하며 2012년 4차 조사를 마쳤다.

1차 조사에 응한 50세 이상 65세 이하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 중 4차에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총소득을 조사하였다. 50세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

유는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17) 인 것을 감안하여, 1차 조사 시 50세인 대

상자가 6년 후 4차 조사에서 퇴직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였다. 소득의 기준으로는 

14) 김진성(2013) 재인용.

15) 보험개발원(2015), “2014년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16) 국가통계포털 KOSIS 장래인구추계, 2013년 기준 저축률 3.7%.

17) 통계청 고령자부가조사 2005~2013년 자료(통계청 KOSIS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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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의 총소득을 균등화 지수18)로 나눈 표준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총소득이란 

경상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정의한다. 경상소득이란 시장소득과 공적이

전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시장소득이란 노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이다. 기타소득이란 사적연

금의 연금소득 및 기타 일시적 이전 소득 등을 의미한다.19)

총소득 = 경상소득 + 기타소득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시장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사적연금소득 + 기타 일시적 소득

1차 조사에서 50~65세 사이에 해당하는 그룹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전체 

1,802가구가 해당 연령군으로 관측되었다. 연령별로는 16개 연령군이 균일하게 분

포할 경우 각 연령 당 6.3%(113가구)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경우 균등한 분포라 할 

수 있는데, 본 데이터의 연령별 비율 분포는 3.8%~7.9%로 비교적 균일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Ⅱ-2> 연령분포
(단위: 세, 명, %)

나이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계

숫자 69 92 106 84 90 118 115 119 96 107 117 132 143 140 135 139 1802

비율 3.8 5.1 5.9 4.7 5.0 6.5 6.4 6.6 5.3 5.9 6.5 7.3 7.9 7.8 7.5 7.7 100

자료: 노후보장패널 원 자료.

조사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6년 사이 약 4,086만 원에서 2,631만 원으로 약 1,455

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의 변화를 세부 소득원 별로 살펴보면 공적이

전소득과 부동산소득 등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소득은 1,350만 원 이상 감소하여 큰 

18) 가구원수를 Sqare root로 나눈 값임.

19)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사적연금소득만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이외의 기타

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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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의 감소가 관측되었다. 조사대상 1,802가구 중 1차와 4차 사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한 경우는 742건으로 조사되어 전체 조사대상자의 41%정도가 해당 기간 동

안 은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로소득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한다면 은퇴 

이후 동 기간 동안 소득이 늘어난 항목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이전소득이 120

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약 퇴직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을 공적이전

소득 혹은 사적연금소득 등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소득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우리나라 고령층 가구의 경우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후 근로소득을 대체할 소득원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3> 1차와 4차 조사의 기술통계량 비교
(단위: 명, 만 원)

구분 관측치
1차 4차

차이(B-A)
평균(A) 표준편차 평균(B) 표준편차

총소득 1,802 4,086 4,981 2,631 2,400 -1,455

근로소득 1,802 3,192 3,359 1,834 2,158 -1,358

금융소득 1,802 130 2,756 63 267 -67

부동산소득 1,802 250 1,108 167 665 -83

공적이전 1,802 267 776 388 720 121

사적이전 1,802 295 580 127 320 -168

주: 조사항목에 기타소득이 빠져 있어 소득원의 합과 총소득 간 오차가 있음.

자료: 노후보장패널 1차, 4차 원 조사자료.

(2) 연령증가와 소득계층 이동

앞서 기술통계량에서는 조사대상 전체의 소득변화를 살펴보았고 본 단락에서는 

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해 나이가 듦에 따른 소득계층 이동을 살펴본다. 1차 노후보장 

패널 데이터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50세에서 65세 사이 조사대상 1,802가구의 소득

과 4차(6년 후) 조사에서의 소득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

서 은퇴하는 연령은 53세,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60세 후반으로 조사되어 조사대

상 가구들의 대부분은 4차 조사에서 은퇴기에 접어들게 된다.20)

20) 통계청 고령자부가조사 2005~2013년 자료(통계청 KOSIS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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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연도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상위소득층, 50%~150% 

이하는 중위소득층(중산층), 50% 이하는 빈곤층으로 구분하였고,21) 구체적인 중위소득

은 다음과 같이 통계청의 조사에 따라 2005년 2,976만 원, 2011년 3,292만 원을 사용하

였다.22)

노후보장패널분석을 통해 장년층에서 은퇴기로 넘어가는 사이 소득계층의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 1차 조사대상 가구의 빈곤율은 1,802가구 중 

720가구로 40% 수준이었으나 2010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수는 1,079가구로 

59.9% 수준으로 전체 빈곤율은 약 20% 정도 늘어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변화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빈곤층이었던 720가구 중 4차 조사에서도 빈

곤층인 가구 수는 578가구로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비율은 80%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위소득층으로 상향 이동된 가구는 138가구로 빈곤층 중 약 7.7%만이 빈곤에서 벗

어났다. 1차 조사에서 중위소득층이었던 866가구 중 4차 조사에서 같은 중위소득층

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390가구로 45%(390/866)였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는 

458가구로 전체 중위소득층 중 52.9%(458/866)로 조사되었다. OECD 국가의 전체 

빈곤율은 10.6%이고 고령층의 빈곤율은 13.5%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해 우리

나라의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노인층 빈곤율은 15%와 45.1%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고령기 소득계층 하방 이동이 높은 노인빈곤율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4> 은퇴기 소득계층 이동
(단위: 가구)

구분
4차 조사

빈곤 중위 상위 합계

1차 

조사

빈곤 578(32.1%) 138(7.7%) 4(0.2%) 720(40.0%)

중위 458(25.4%) 390(21.6%) 18(1.0%) 866(48.0%)

상위 43(2.4%) 141(7.8%) 32(1.8%) 216(12.0%)

합계 1079(59.9%) 669(37.1%) 54(3.0%) 1802(100%)

주: 1차, 4차 노후보장 패널 data를 재구성함.

21) 이는 OECD에서 소득계층을 나누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임.

22) 통계청(2013), 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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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그룹의 경우 근로소득액의 변화가 가장 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위소득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그룹의 경우 전체

소득이 약 1,430만 원 감소하였고, 특히 근로소득이 약 1,250만 원 감소하였다. 빈곤

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경우 감소한 근로소득을 대체할 만한 공적 혹은 사적이전소득 

등의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차와 4차 조사 모두에서 중위소득층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근로소

득 감소의 폭이 작고 여타 소득 역시 다소나마 증가하여 중위소득층을 유지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위소득층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경

우 전체소득은 약 213만 원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이중 근로소득의 감소폭은 약 400

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감소한 근로소득을 공적이전소득 등이 다소나마 대체

하고 있었다.

<표 Ⅱ-5> 소득계층 이동에 따른 소득원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중위소득층 → 빈곤층 중위소득층 → 중위소득층

1차 4차 차이 1차 4차 차이

총소득 2,387.7 954 -1,433.7 2,791.3 2,578.1 -213.2

근로소득 1,809.5 553.8 -1,255.7 2,351.9 1,952.4 -399.5

금융소득 44.6 29.9 -14.7 35.4 40.4 5

부동산소득 99.8 61 -38.8 146.3 168.2 21.9

공적이전 174.2 196.1 21.9 178.6 281.4 102.8

사적이전 281.1 96.7 -184.4 157.3 83.3 -74

주: 가구원 수를 고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을 가구원 수의 1/2 승 한 균등화 지수로 나눔.

자료: 1차, 4차 노후보장 패널 data를 재구성함.

(3) 은퇴와 소득계층 이동

특히 소득계층 이동과 은퇴 여부는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은퇴에 따른 근로소득 단절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조사에서 빈곤층인 

1,079가구 중 520가구(48%)의 가구주가 은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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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669가구 중 204가구(30%)와 상위소득층 54가구 중 9가구(17%)의 은퇴율보다 높

은 수준이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중위소득층이었다가 4차 조사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472가구 가운데 194가구(42%)의 가구주가 은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위소득층을 유지한 집단 390가구 중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93가구(23.8%)에 불

과하였다.

<표 Ⅱ-6> 각 소득 계층별 은퇴자 수
(단위: %, 가구)

구분
4차 조사

빈곤 중위 상위 합계

1차

조사

빈곤 53(308/578) 35(48/138) 75(3/4) 50(359/720)

중위 42(193/458) 24(93/390) 17(3/18) 33(289/866)

상위 44(19/43) 45(63/141) 9(3/32) 39(85/216)

합계 48(520/1079) 30(204/669) 17(9/54) 41(733/1802)

주: 괄호 안 숫자는 실제 가구 수임.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근로소득

이며 근로소득이 단절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

부분의 고령층의 경우 삶을 다 할 때까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자발적인 은

퇴”는 거의 불가능하며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끊길 경우 빈곤층으로 전

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중산층 대다수

가 현재 금융자산을 이용한 노후준비로는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23) 이러한 현상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연령(53세)과 실제 은퇴연

령(71.1세)24)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 은퇴연령인 71세는 

우리국민의 건강수명25) 72세26)와 거의 같다고 할 때, 고령층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

23) OECD 등 국제기구는 은퇴 이후 소득대체율을 7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음.

24) OECD(2014), “Statistics on average effective age and official age of retirement in OECD countries”.

25) 몸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수명을 의미함.

26) e-나라지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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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 건강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고령이 되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 및 사적

연금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후의 대체 소득원을 미리 준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근로소득이 존재하던 시기

에는 중위소득층을 유지하다가 고령화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맞이하면서 빈곤

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생애의 단계에 따른 재무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4) 저축과 소득계층 이동

저축과 소득계층 이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가구의 1차년도 총저축

액을 조사하였다. 총저축액은 노후 보장패널 조사상의 수치를 사용하였고 이는 금융

기관의 예·적금, 개인연금 불입액, 저축성보험, 적립식펀드, 계 등의 기타 저축을 

포함한다. 대상가구 중 저축액을 알 수 있는 가구의 숫자는 1,787가구였으며, 이들 

가구의 평균저축액은 218만 원 수준이었다. 이는 해당연도 관측치의 평균소득 

4,076만 원의 약 5.3% 수준이다.

<표 Ⅱ-7> 소득계층별 저축액
(단위: 만 원, 가구)

구분
4차 조사

빈곤 중위 상위 가중평균

1차 

조사

빈곤 53(572) 104(137) 43(4) 63(713)

중위 180(458) 260(386) 517(18) 223(862)

상위 715(43) 635(138) 1,123(31) 722(212)

가중평균 134(1,073) 306(661) 836(53) 218(1,787)

이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빈곤층이었던 가구 중 4차 조사에서 중

위소득층으로 상향 이동된 가구의 저축액이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가구의 저축액보

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차 조사에서 중위소득계층이던 가구 역시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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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락한 가구에 비해 중위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가구의 저축액이 더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4차 조사에서 빈곤층인 가구의 평균저축액이 134만 원 수준으

로 중위소득층의 306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래에 필

요수준 이상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에 충분한 저축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앞서 자산관리 서비스의 기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산관리 서비스는 개

인에게 특화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계획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의 구성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특히 유용한 서비스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와 미래소비의 효율적 배분을 기본 기능으로 하

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저축확대를 위한 도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개인연금 가입과 소득계층 이동

저축 항목 중 개인연금은 가입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이고, 그 목적 역시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가입여

부는 해당 가구가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 가구 중 1차 조사 년도에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 수는 6.7%

로(소득과 저축항목이 조사된 1787가구 중 121가구) 조사 되었다. 이는 보험개발원

이 발표한 2012년 개인연금 가입현황 분석과도 대략 일치하는 수치이다.27) 소득계

층 이동과 개인연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빈곤층이면서 개인연금

에 가입해 있는 가구 13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빈곤층을 벗어났고, 1차 조사에서 중위

소득층 66가구 중 47가구(71%)가 4차 조사에서도 중위소득층 이상을 유지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는 1차 조사에서 866가구의 중위소득층 중 408가구(47%)가 중위

소득층 이상을 유지한 전체 집단의 중위소득층 유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라 하겠

다.28) 개인연금가입과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는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 대비를 위한 정보전달은 

27) 2012년 기준 60대 이상 가입률은 5.7%이고 1차 조사 년도는 2005년임.

28) 이는 통계적으로 두 집단이 평균값의 유의수준 1%에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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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과 같은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가입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령화에 대비

한 자산관리 서비스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표 Ⅱ-8> 개인연금 가입 가구 수
(단위: 가구)

구분
4차 조사

빈곤 중위 상위 계

1차

조사

빈곤 6 7 0 13 

중위 19 45 2 66 

상위 6 23 13 42 

계 31 75 15 121

(6) 자산을 반영한 경우 소득계층의 이동

자산을 고려한 경우 소득계층의 이동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총소득을 기존의 총소득에 자산의 소득인정액을 더하여 다시 계산한 후 소

득계층의 이동을 살펴보았다.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을 더한 값을 총자산으

로 가정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은 기존연구의 계산 방법을 차용하여 총자산의 5%로 

가정하였다.

자산을 고려한 경우 빈곤율은 자산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빈곤율에 비해 1차

와 4차 모두 약 5%(60%에서 54.6%, 40%에서 3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자산을 활용할 경우 빈곤층 10가구 중 1가구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

하므로 향후 주택연금 등의 활용이 은퇴 후 빈곤층 전락 예방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소득 인정액을 반영했음에도 노인빈곤

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1차 조사 시 중위소득층에서 4차 조사 시 

빈곤층으로 하향이동되는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노후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계층은 자산의 축적 역시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이는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젊어서부터 노후를 위한 저

축을 확대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는 저축을 얼마만큼 그리

고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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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자산을 반영했을 때 은퇴기 소득계층 이동
(단위: 가구)

구분
4차 조사

빈곤 중위 상위 합계

1차 

조사

빈곤 490(27.2%) 131(7.3%) 8(0.4%) 629(34.9%)

중위 451(25.0%) 427(23.7%) 34(1.9%) 912(50.6%)

상위 42(2.3%) 160(8.9%) 59(3.3%) 261(14.5%)

합계 983(54.6%) 718(39.8%) 101(5.6%) 1802(100%)

주: 1차, 4차 노후보장 패널 data를 재구성함.

나.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의향

금융소비자들의 고령화에 대응한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금융소비자들이 고령화에 대비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상당하였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맡길 금융기관 선택 시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산관리 서비스를 맡기고자 

하는 기관으로는 은행을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보

험사를 선호하였다.

1) 기술통계

전체 1200여 명의 응답자 중 295명(24.6%)이 소정의 비용을 들여 고령화에 대응

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앞으로 10년 안에 은

퇴를 앞둔 700만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생각한다 해도 이는 200만 명 이상을 의미

하는 것으로 노후 재무적 대비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상당함

을 의미한다. 또한 소정의 비용이 어느 수준인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나 소정

의 비용을 들여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점은 영국식 유료 자문서비

스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세부항목별로는 연령이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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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20대가 26.6%) 그리고 직종별로는 화이트칼라(29.4%)가 고령화에 대비한 자

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 

1,200가구였고 해당 샘플은 인구의 지역분포와 연령분포를 감안하여 선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45.6세였으며 성(性)비는 남녀가 절반씩이었다. 총소득은 

평균 2,270만 원 수준이었으며 거주도시(대도시 1, 중소도시 2, 농어촌 3)는 대도시 

거주가 558가구, 중소도시 거주가 545가구, 농어촌 거주가 97가구였다. 은행 예적금

(가입 1, 미가입 2)에는 대부분 가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가입 1, 미가입 2)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약 40% 정도로 조사

되었으며 은행 혹은 증권의 연금 저축 혹은 연금펀드(가입 1, 미가입 2)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15% 정도로 조사 되었다. 주식 채권 또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는 

6%로 낮은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금융지식29)을 간단한 문제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는 5점 만점에 약 2.83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금융에 대한 자신감 역시 3.58점(1

점이 매우 높음, 5점이 매우 낮음)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을 통해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알고 있

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30% 정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20점 만점에 약 15점으로 나타나 금융관련 소비습관은 대체로 

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투자성향은 평균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9) 복리, 수익률, 분산투자 등의 간단한 개념을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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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소비자설문조사 주요변수 기술통계량

구분 관측치 단위 평균 표준편차

나이 1,200 세 45.6 13.16

성별 1,200 남1, 여2 1.5 0.5

소득 1,200 만 원 2271 1801.1

거주도시 1,200 대1, 중2, 소3 1.6 0.631

은행 예적금 여부 1,200 가입1, 미가입2 1.05 0.218

보험 저축/연금보험 1,200 가입1, 미가입2 1.598 0.49

은행 증권 연금저축 1,200 가입1, 미가입2 1.848 0.358

주식투자 여부 1,200 투자1, 미투자2 1.94 0.231

금융지식 1,200 5점 만점 2.83 1.20

금융지식 자신감 1,200 높음1, 낮음5 3.58 0.923

연금수급액 인지 1,200 인지1, 미인지0 0.3 0.564

자기관리성향 1,200 20점 만점 14.9 2.22

투자성향 1,200 안정1, 공격5 2.6 0.55

2) 계량분석

(1)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의향 분석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여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의

향을 분석한 결과, 나이, 소득, 은행상품 이용, 주식투자 여부, 투자성향 등이 생애자

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금보험 혹은 저축상품을 보

유하고 있을 경우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적연금보험 혹은 저축을 통해 어느 정도 노후준비가 되어 있

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고 응답했거나 혹은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역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직접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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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할 정도의 사람들은 위탁보다 스스로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

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융지식의 정도 혹은 평소 재무생활 습관(자기관리)의 건전성 정도는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과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 Ⅱ-11>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의향 로짓분석
(관측치: 1,200명)

구분 계수 표준오차 z값 p값

나이 -0.013** 0.05 -2.31 0.021

성별  0.444** 0.172 2.58 0.010

소득  0.0015*** 0.000 3.37 0.001

거주도시 -0.002** 0.112 -0.02 0.983

은행적금여부 -0.106 0.329 -0.32 0.747

연금보험 -0.286* 0.152 -1.88 0.060

연금저축 -0.430** 0.186 -2.32 0.021

주식투자여부 -1.084*** 0.266 -4.06 0.000

금융지식 -0.612 0.059 -1.03 0.304

금융지식자신감  0.042 0.080 0.52 0.600

연금수급액인지  0.232* 0.126 1.85 0.065

자기관리  0.0221 0.330 0.67 0.504

투자성향 -0.231 0.127 -1.82 0.068

주: *, **, ***은 각각 신뢰수준 90%, 95%,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2)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기관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294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기관으로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겠는지 질문한 결과, 

은행 181명(62%), 보험사 69명(23%), 증권사 44명(1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관리를 맡길 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느냐는 질문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294명의 응답자 중 44%인 128명이 위탁기관의 신뢰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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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답했고, 36%인 107명은 안정성 그리고 20%인 59명이 수익성이라고 답

하였다. 이를 자산관리 위탁 금융기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신뢰도가 가장 중요

하다고 응답한 128명 중 70%에 해당하는 89명이 은행을 위탁기관으로 택하였고 

24%인 31명이 보험사를 그리고 6%인 8명만이 증권사를 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자산

관리 금융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신뢰도 측면에서 은행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 중 은행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한국

갤럽(2013)의 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은행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87%인 반면 보험

회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67% 수준이었다.

<표 Ⅱ-12> 자산관리 위탁 기관 선택기준
(단위: 명)

구분 은행 증권 보험 계

신뢰도 89 8 31 128

수익성 16 19 24 59

안정성 76 17 14 107

계 181 44 69 294

자료: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4) 원 자료 분석.

다른 여러 변수와 자산관리 금융기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다항 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은행을 기준

으로 놓았을 때 거주지별로는 작은 도시에 거주할수록 은행보다는 증권사 혹은 보험

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보험 혹은 연금저축 상품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 증권사보다는 은행이나 보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자산관리를 맡길 때 자신이 익숙한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경우 증권사를 통

한 자산관리를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관리

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투자의 경우 직접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생각

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금융지식이 많을수록 보험회사를 자산관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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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이는 보통 보험상품의 보장성 및 수익 구조가 은행

이나 증권에 비해 복잡하고 장기상품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

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보험사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13> 다항 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Regression)
(관측치: 294명)

구분
증권 보험

계수 표준오차 P-값 계수 표준오차 P-값

나이 -0.0369* 0.2 0.065 -0.0085 0.015 0.571

성별 -0.8503 0.533 0.111  0.7264* 0.4148 0.08

거주도시  1.283** 0.351 0  0.8517** 0.2987 0.004

소득 -0.00003 0.00013 0.82  0.00014 0.0001 0.159

생명보험 보유 여부 -0.5648 0.92 0.54 -0.5177 0.848 0.542

저축 -13.641** 881.266 0.9888  1.18 0.6888 0.086

연금보험 -1.2325** 0.4719 0.009 -0.8373 0.3707 0.024

연금저축 -0.9288 0.4556 0.042  0.2017 0.4046 0.618

주식투자 -0.0409* 0.6106 0.947  0.3018 0.4961 0.543

금융지식 -0.1218 0.1802 0.499  0.2982** 0.1448 0.04

금융자신감  0.1665 0.2293 0.468 -0.271 0.2167 0.211

연금수령액 인지 여부  0.1067 0.315 0.735  0.4418 0.248 0.075

자기관리  0.1674 0.1112 0.132  0.9236 0.0859 0.283

투자성향 -1.1328** 0.3683 0.002 -0.3328 0.3144 0.29

주: *, **은 각각 신뢰수준 90%, 95%,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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