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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비자실험

1. 소비자실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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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떠한 넛지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 BIT가 영국 

국무조정실과 Scottish Widows와 함께 실시한 실험방법을 차용하여 유사한 넛지가 우리

나라 젊은 세대에도 효과가 있을지 확인하도록 한다.26) 영국 BIT 실험과 구별되는 점은 

첫째,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은퇴저축 결정은 해당 사회의 문화, 사

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넛지의 효과도 국가, 사회마다 다를 것

이기 때문이다. 둘째, 젊은 세대(만 25∼37세)뿐만 아니라 중년세대(만 40∼52세)를 대상

으로도 동일한 실험을 하여 넛지의 효과가 세대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 25~52세 성인 남녀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표본크기 
총 8,000명(유효표본) 중 
만 25∼37세: 2,800명
만 40∼52세: 2,800명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 종사상지위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1%

조사 기간 2021년 2월 15일~3월 5일(약 3주간)

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

<표 Ⅳ-1> 조사 방법

26)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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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28) 

○ 김지훈님은 1990년생 회사원입니다. 27세에 K사에 입사했고, 세금을 제외한 월 급여

는 360만 원입니다. 

<그림 Ⅳ-1> 실험 개요 

본 소비자 실험은 2021년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대상 8,000명 중 만 25∼37세 2,800명, 만 

40∼52세 2,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동년배 집단 평균 급여를 

받는 평범한 인물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응답자의 가상의 친구라고 가정하도록 하였다.27) 

응답자들을 임의로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집단별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했는데, 

각 정보는 조금씩 다른 설명을 통해 가상의 친구에게 개인연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은

퇴저축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가상의 친구에게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은퇴저축을 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크게 젊은 세대(만 25∼37세)와 중년 세대(만 40∼52세)로 나누

어 유사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아래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험지문들이다. 

27) 실험집단 간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참여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집단별로 700명을 배정하고, 가상의 

친구와 실험참여자의 연령 차이를 7세 이하로 설정하였음. 일반 설문조사 대상자는 만 25∼37세 2,800명, 만 

40∼52세 2,800명을 포함하여 만 55세까지의 현재 또는 과거의 근로자로 하고,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거주 지역, 성, 연령, 종사상지위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을 통해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였음. 

따라서 일반 설문조사 대상자 수는 8,000명이며, 이 중 일부인 5,600명(만 25∼37세, 만 40∼52세)만이 실험

에 참여하였음. 일반 설문조사만 참여하는 응답자는 일반설문 질문지만 받았으며, 실험 대상 응답자는 실험을 실

시한 후, 추가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28) 중년 세대에게 제시한 가상의 친구 이정훈은 1975년생 외벌이 회사원이며, 27세에 K사에 입사했고, 세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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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김지훈님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DC형 퇴직연금에만 가입되어 있고, 추가의 

은퇴저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년은 60세이지만, 선배들이나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55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회사나 근

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비교집단>29)

○ 은퇴저축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지금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은퇴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약 퇴직연금 이외에 은퇴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누

리는 데에 은퇴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저축을 늘리시는 것이 은

퇴 시 더 많은 자금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은퇴자금을 불리기 위해 지금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매달 15만 원을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월 급여의 약 4%)

- 매달 45만 원을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월 급여의 약 13%)

- 다른 금액만큼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

- 이번 한 번만 퇴직연금 IRP계좌에 저축 

<비교집단> 대상 설명지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만 가지고는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은퇴저축 수단으로 소개하였다.

한 월 급여는 480만 원임. 김정훈과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에만 가입되어 있고, 추가의 은퇴저축은 하고 있

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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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1: 투자+어림감정>30) 

○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것은 눈덩이 같습니다. 더 많이 굴릴수록 더 많이 불어나니까요. 

∙ 정부는 은퇴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약 퇴직연금 이외에 은퇴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누

리는 데에 은퇴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투자를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오랜 기

간 동안 투자할수록, 퇴직연금액･은퇴저축액이 불어날 시간이 늘기 때문입니다. 

∙ 55세가 되었을 때, 30세에 저축했던 만 원은 50세에 저축하는 만 원보다 5배

가 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30세부터 매달 추가로 저축한 15만 원은 55세가 되었을 때 

6,200만 원 만큼 불어날 수 있습니다.

∙ 은퇴자금을 불리기 위해 지금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매달 15만 원을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55세가 되었을 때, 

6,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

- 매달 45만 원을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55세가 되었을 때, 

1억 8,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

- 다른 금액만큼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

- 이번 한 번만 퇴직연금 IRP계좌에 저축

<실험집단 1> 대상 지문은 퇴직연금을 저축수단보다는 투자수단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설

명하였다. 아울러 일찍 시작하는 은퇴저축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30세 때 저축한 만 

원은 55세 시점에 50세 저축한 만 원의 5배가 넘는 효과가 있다는 어림감정(Rules of 

Thumb)을 추가하였다. 또한 은퇴저축액 예시에서 추가 저축액이 55세 시점에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어림감정법이 금융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

움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9) 중년 세대의 경우,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 납입액 예시를 각각 매달 40만 원(월 급여의 약 8%), 매달 

110만 원(월 급여의 약 23%)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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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2> 대상 지문은 은퇴저축액 예시에서 매달 15만 원 저축에 최소 수준, 매달 45

만 원 저축에 여유로운 수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른 저축금액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더 눈에 띄게 만들었다. 

<실험집단 2: 금액에 이름 붙이기>31) 

○ 전문가들은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이외에 소득의 13%를 저축할 것을 

추천합니다.

∙ 정부는 은퇴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약 퇴직연금 이외에 은퇴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누

리는 데에 은퇴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저축을 늘리시는 것이 은

퇴 시 더 많은 자금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이외에 현재 소득의 4%를 저축하면 65세 이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추가 은퇴저축 연금액을 가지고 재직 중 평균소득의 60% 정

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아울러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해 김지훈님과 같은 분들은 소득의 13%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 은퇴자금을 불리기 위해 지금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매달 15만 원을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최소 수준)

- 매달 45만 원을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여유로운 수준)

- 다른 금액만큼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

- 이번 한 번만 퇴직연금 IRP계좌에 저축

<실험집단 3> 대상자들에게는 설문 전에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 후, 지금 추가로 저

축하는 15만 원은 은퇴 후 매달 약 26만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였

30) 중년 세대의 경우,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 납입액 예시를 각각 매달 40만 원(55세가 되었을 때, 6,000

만 원을 추가로 확보), 매달 110만 원(55세가 되었을 때, 1억 6,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으로 제시함 

31) 중년 세대의 경우,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 납입액 예시를 각각 매달 40만 원(최소 수준), 매달 110만 

원(여유로운 수준)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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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은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으

며, 이러한 유대감은 은퇴저축을 늘리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가설에 기초한 넛지이다. 

<실험집단 3: 미래에 초점두기>32) 

○ Part 1: 미래에 초점을 두기 위한 프라이밍 

∙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 잠시 은퇴 후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취미, 여가활동, 여행 등)

- 누구와 은퇴 후 삶을 함께 하시고 싶으십니까?

-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까?(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기술이나 지식,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성격이나 특성 등)

∙ 잠깐 시간을 내서 위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Part 2: 은퇴 후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 정부는 은퇴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약 퇴직연금 이외에 은퇴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누

리는 데에 은퇴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저축을 늘리시는 것이 

은퇴 시 더 많은 자금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은퇴 후 삶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으신가

요? 지금 매달 15만 원을 추가로 저축하신다면, 퇴직했을 때 정기적으로 외식을 하

거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약 26만 원의 여유자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은퇴를 위해 더 많이 저축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매달 15만 원을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월 급여의 약 4%)

- 매달 45만 원을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월 급여의 약 13%)

- 다른 금액만큼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

- 이번 한 번만 퇴직연금 IRP계좌에 저축

32) 중년 세대의 경우, 퇴직연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 납입액 예시를 각각 매달 40만 원(월 급여의 약 8%), 매달 

110만 원(월 급여의 약 23%)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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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위의 네 가지 지문 중 하나를 읽고, 가상의 친구(김지훈)의 현재 은퇴저축액 

수준에 대한 판단,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하는지 여부와 함께 응답자 자신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하는지 여부도 응답하였다. 

세 가지 넛지를 사용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은퇴저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였는지, 

그렇다면 세 가지 넛지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가상의 친구의 은퇴준비 수준에 

대한 판단과 자신의 은퇴준비 수준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도 확인하였다. 

2. 실험 결과: 실험집단별 평균 

먼저, 가상의 친구가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김지훈 사례를 보고 설

문에 응답한 만 25∼37세 집단과 이정훈 사례를 보고 설문에 응답한 만 40∼52세 집단 모

두 ‘미래에 초점두기’를 사용한 <실험집단 3>이 가장 높았다. 

특히 김지훈이라는 가상의 친구에게 제시된 지문을 읽은 젊은 세대의 경우, ‘투자와 단순

계산법’을 이용한 <실험집단 1>, ‘이름 붙이기’를 사용한 <실험집단 2> 응답자 중 김지훈

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집단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그러나 ‘미래에 초점두기’를 사용한 <실험집단 3> 응답자 중 김지

훈의 저축액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비교집단보다 약 5.9%p 높았고 두 비

율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실험집단 1>이나 <실험집단 2> 중 김지훈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집단보다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은퇴저축을 투자라고 설명한 경우, 단기

간에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로 인식되는 밈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에 관심이 많은 젊

은 세대들에게 김지훈에게 제시한 금융회사의 설명은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은퇴저축 금액에 이름을 붙여 눈에 띄게 한 <실험집단 2>의 경우에는 최소수준이라

고 설명한 소득대체율 60%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년 세대 중 가상의 친구, 이정훈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젊

은 세대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았다. 실험집단의 응답비율을 비교집단과 비교하면, 이정훈

이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의 경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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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실험집단 3>의 경우에는 비교집단과 비

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높았다. 

“김지훈은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
(만 25∼37세) 

“이정훈은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
(만 40∼52세) 

주: *는 비교집단과의 차이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표시한 것임 

<그림 Ⅳ-2> 가상의 친구의 은퇴저축 수준에 대한 판단
(단위: %)

다음으로 응답자 자신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젊은 세대(만 25∼37

세), 중년 세대(만 40∼52세) 모두 친구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

았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미래에 초점두기’를 사용한 집단 중 자신의 은퇴저축액을 늘

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비교집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실험집단들의 응답 비율은 비교집단보다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중년 세대의 경우에는 비교집단, 모든 실험집단의 자신의 은

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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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
(만 25∼37세) 

“나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
(만 40∼52세) 

주: *는 비교집단과의 차이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표시한 것임

<그림 Ⅳ-3> 자신의 은퇴저축 수준에 대한 판단
(단위: %)

결과를 종합하자면 첫째, 세대를 막론하고 가상 친구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

하는 비율보다 자신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실험

집단 3>의 응답결과가 비교집단과 차이를 보여, 세 가지 넛지 중에서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는 중년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결과는 Ⅱ장에서 살펴본 본 영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BIT의 실험과 다소 다

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친구의 은퇴저축 수준에 대한 판단에는 저축 수준에 이름을 붙

인 넛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반면, 자신의 은퇴저축 수준에 대한 판단에는 미래에 초점

을 둔 넛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BIT의 실험 결과를 상기해 보면, 가상의 친구(Alex)가 

저축하고 있는 현재의 기본 기여율이 너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은퇴저축 기여율에 ‘최

소한의 은퇴생활’, ‘편안한 은퇴생활’이라는 이름을 붙인 독려 메시지를 받은 실험집단이 

가장 높았고, 미래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받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신의 은퇴저축 수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젊은 세대를 대상으

로 한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초점을 둔 넛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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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건성 검증

2절에서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들 간의 평균적인 차이를 살펴보았고, 특히 미래에 초점

두기 넛지를 사용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을 발견하였다. 3절에서는 

개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들을 고려한 후에도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유효한지 확인

하기 위해 젊은 세대 중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3>을 대상으로 하여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 

여부와 함께 은퇴저축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들을 설명변수로 하

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먼저 약 65%가 상용근로자이고, 약 35%가 IRP나 연

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다. 연간 개인소득(세전)은 대체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이고, 

개인 총자산은 대체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이다. 약 31%가 기혼이고, 약 58%가 남성

이다. 

변수명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관측치 수 

상용근로자 더미 0.66 0.48 0 1 2,800

IRP･연금저축 가입 여부 0.34 0.48 0 1 2,800

금융이해력 2.78 1.29 0 5 2,800

기혼 여부 0.30 0.46 0 1 2,800

남성 여부 0.58 0.49 0 1 2,800

주: 금융이해력은 5개 문항의 금융이해력 질문에 대한 정답을 1점씩으로 계산한 합계임 

<표 Ⅳ-2> 기초통계량: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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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연간 총 개인소득(세전)은 다음의 12개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① 1,000만 원 이하 ② 1,000~2,000만 원 미만 ③ 2,000~4,000만 원 미만

      ④ 4,000~6,000만 원 미만 ⑤ 6,000~8,000만 원 미만 ⑥ 8,000~1억 원 미만 

      ⑦ 1억~1억 2천만 원 미만 ⑧ 1억 2천만~1억 4천만 원 미만 ⑨ 1억 4천만~1억 6천만 원 미만 

      ⑩ 1억 6천만~1억 8천만 원 미만 ⑪ 1억 8천만~2억 원 미만 ⑫ 2억 원 이상

2) 총자산은 다음의 7개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① 5,000만 원 이하 ② 5,000~1억 원 미만 ③ 1억~2억 원 미만 ④ 2억~3억 원 미만

      ⑤ 3억~4억 원 미만 ⑥ 4억~5억 원 미만 ⑦ 5억 원 이상

<그림 Ⅳ-4> 연간 소득 및 자산 분포: 젊은 세대 
(단위: %)

<표 Ⅳ-3>은 ‘김지훈은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하는 더미변수를 

피설명변수로 한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경제･사회

적 특성을 제어한 후에도 미래에 초점을 둔 넛지가 김지훈의 은퇴저축액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에 초점을 둔 넛지가 비교집단에 비해 김지훈이 은

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자와 단순계산법 

넛지나 이름 붙이기 넛지는 비교집단에 비해 김지훈이 은퇴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추정계수도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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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설명변수: “김지훈은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프로빗 모형)

설명변수 (1) (2) (3)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   0.1465*   0.1489*   0.1491*

(투자+단순계산법) 넛지  -0.1616*  -0.1610*  -0.1609*

(이름 붙이기) 넛지  -0.1644*  -0.1643*  -0.1636*

상용근로자 여부 -0.0286 -0.0354 -0.0271

소득 -0.0173 - -0.0095

자산 - -0.0235 -0.0215

IRP･연금저축 보유 여부    0.5464***     0.5512***     0.5537***

금융이해력    0.1207***     0.1223***     0.1227***

기혼 여부 -0.1005 -0.0780 -0.0776

남성 여부   -0.1293**  -0.1280*  -0.1261*

상수항 -0.0988  -0.1104 -0.0945

관측치 수 2,800

Prob > chi2 0.0000 0.0000 0.0000

주: 1) *, **, ***는 각각 5%, 1%,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시한 것임 

2) 응답자의 연간 총 개인소득(세전)을 12개 카테고리 중 선택하도록 함(① 1,000만 원 이하, … ⑫ 2억 원 이상)

3) 응답자의 총자산 7개 카테고리 중 선택하도록 함(① 5,000만 원 이하, … ⑦ 5억 원 이상)

4) 금융이해력은 5개 문항의 금융이해력 질문에 대한 정답을 1점씩으로 계산한 합계임 

<표 Ⅳ-3> 친구 은퇴저축액에 대한 판단: 젊은 세대 

한편 넛지 이외에도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 보유 여부, 금융이해력, 성별이 피

설명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IRP나 연금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친구가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김지훈은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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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설명변수: “나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프로빗 모형)

설명변수 (1) (2) (3)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 0.1706* 0.1784* 0.1784*

(투자+단순계산법) 넛지 0.0926 0.0961 0.0966

(이름 붙이기) 넛지 0.0329 0.0341 0.0359

상용근로자 여부 -0.0256 -0.0539 -0.0209

소득 -0.0627** - -0.0379

자산 - -0.0758*** -0.0676***

IRP･연금저축 보유 여부 -0.1804** -0.1692** -0.1594**

금융이해력 0.0804*** 0.0854*** 0.0869***

기혼 여부 0.1663** 0.2395*** 0.2414***

남성 여부 -0.1003* -0.0961 -0.0888

상수항 0.3888*** 0.3373*** 0.4011***

관측치 수 2,800

Prob > chi2 0.0000 0.0000 0.0000

주: 1) *, **, ***는 각각 5%, 1%,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시한 것임

2) 응답자의 연간 총 개인소득(세전)을 12개 카테고리 중 선택하도록 함(① 1,000만 원 이하, … ⑫ 2억 원 이상)

3) 응답자의 총자산 7개 카테고리 중 선택하도록 함(① 5,000만 원 이하, … ⑦ 5억 원 이상)

4) 금융이해력은 5개 문항의 금융이해력 질문에 대한 정답을 1점씩으로 계산한 합계임 

<표 Ⅳ-4> 자신의 은퇴저축액에 대한 판단: 젊은 세대 

다음으로 응답자 자신의 은퇴저축액에 대한 판단은 친구에 대한 판단과 다른지 살펴보았

다. <표 Ⅳ-4>는 ‘나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하는 더미변수를 

피설명변수로 한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이다. 친구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경

제･사회적 특성 제외 후에도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실험집단 3) 여부가 응답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는 비교집단에 비해 

자신의 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을 높였으며, 그 영향도 5%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투자와 단순계산법 넛지나 이름 붙이기 넛지는 자신의 

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은퇴저축 수준 관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IRP나 연금저축 보유 여부와 금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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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력이 자신의 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먼저, IRP나 연금저축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

고 응답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김지훈의 은퇴저축액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퇴직연금 이외에 IRP나 연금저축을 통

해 추가적인 은퇴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저축의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이라는 뜻

이므로, 추가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김지훈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추가저축을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은퇴

저축액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추가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은퇴저축액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의 은퇴저축 수준 관련 분석결과와 달리 보유자산 수준과 결혼 여부가 자신의 

은퇴저축액에 대한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유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저축을 늘릴 동기는 줄어

들 것이므로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기혼일 경우 자신의 은퇴저

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필요할 자녀양육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은퇴저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결혼이 미래에 대한 생각

을 더 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설명변수로서 자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소득과 성별도 자신의 은퇴저

축액에 대한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건성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가상의 친구의 은퇴저축액이나 자신의 은퇴저축액 증가여

부 판단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의 효과는 응답자의 고용상태, 소

득, 자산, IRP나 연금저축 보유 여부, 금융이해력, 혼인 여부, 성별 등을 제어한 후에도 유

효했다. 아울러 넛지 이외에 IRP나 연금저축 보유 여부, 금융이해력도 가상의 친구의 은

퇴저축액이나 자신의 은퇴저축액 증가 여부 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은퇴저축액 증가 여부 판단에는 보유 자산 수준과 혼인 여

부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중년 세대의 강건성 검증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부록 

Ⅱ> 참조). 중년 세대의 경우에는 가상의 친구(이정훈)가 은퇴저축액을 늘려야 한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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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할 확률에는 세 가지 넛지 중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다른 경제･사회적 특성을 제어한 후에도 동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친구의 은퇴

저축액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경제･사회적 특성들과 영향의 방

향은 젊은 세대와 유사하였는데, 응답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보유 여부, 금

융이해력 수준, 남성 여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