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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해 2003년에 시작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 가입현황, 채널, 가입의향, 

상품 니즈와 함께 매년 선정된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결과를 제공해 왔다. 그동안의 기여

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에 활용할 만한 통계가 부족하고, 질적으로 우월한 다른 통계가 존재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패널조사가 아닌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연도별 추이를 해석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은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부록 Ⅲ> 참조), 새로 개편된 「보험소비자 행태

조사」는 소비자실험을 주 분석방법으로 하여 보험소비자의 금융행태 특성･원인 분석, 소

비자보호 제도나 보험소비자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의 개발･효과 평가를 통해 경영･정
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보험소비자 설문조사」가 보험소비자 가입

현황과 가입의향,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면, 「보

험소비자 행태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위험 인식･관리, 보험이해도, 보험상품 선택･가입･유
지･갱신･보험금 청구 경험･행태 중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개편 후 첫 번째 「보험소비자 행태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위험 인식･관리에 해당하는 은

퇴 소득위험관리를 다루었는데, 은퇴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계획이나 실행을 미루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행태과학에 기초한 넛지를 사용하여 은퇴저축을 독려할 수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소비자실험을 실시하였으며,1) 본인의 재무관리에 대한 생각, 평소 생각하는 

본인의 은퇴 후 삶, 연금가입 현황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1) 넛지(Nudge)란 다른 옵션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심각하게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유도

하는 방법을 말함; Thaler and Sunste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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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Z세대의 은퇴준비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

며, 상당수의 은퇴가구들이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 빈곤율

은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하는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인구의 비율로서, 노인빈곤율은 총 66세 이상 노인인구 중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

이 적은 노인인구의 비율로 계산한다.2) 다른 OECD 회원국들의 노인빈곤율은 미국이 

23.1%, 영국 14.9%, 독일 10.2% 등이었으며,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3%였다.3) 한편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들 중 생

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9.4%였다.4) 

사람들은 현재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생각할 여

유가 없거나, 문제 자체를 외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염려되

고 은퇴저축을 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미래의 보상보다는 현재의 보상을 더 크게 느끼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려는 성향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

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인해 은퇴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

퇴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5) 은퇴준비를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30대는 낮은 경제성장률, 낮은 금리, 낮은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부모 세대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반면, 기대수명도 길어져 은퇴 후 생존기간도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은퇴준비는 더욱 중요하고 부모 세대보다 은퇴준

비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은퇴는 머나먼 미

래의 사건이므로 은퇴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40･50대

에 비해서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본 본고서는 소비자실험을 통해 젊은 세대가 퇴직연금 또는 은퇴준비에 대해 생각해 보고 

2)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4/5/index.static

3) 미국, 독일, 덴마크의 경우에는 2017년 기준, 영국, 독일은 2018년 기준임; https://data.oecd.org/inequality/

poverty-rate.htm

4)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12. 17),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5)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은퇴 가구의 경우 노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이 54.8%였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12. 17),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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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도록 돕는 데에 행태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 은퇴저축의 장애요인과 행태과학적 통찰을 이용한 은퇴저축 독려 사

례 등 은퇴저축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기존 조사와 2021 보험소비자 행

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대의 금융행태와 은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도록 한다. Ⅳ

장에서는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임의로 분류한 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은퇴저축 관련 정보를 제공한 후 은퇴저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넛지가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소비자실험을 소개하고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