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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은퇴 후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고령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많은 고령자가 금융관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였는데, 고령으로 갈수록 치매나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투자기술

이 악화되거나 대출시장에서의 의사결정에서도 실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Kim et al.(2019)은 고령자의 

금융행태 중 금융자문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고령자의 인지능력과 금융이해력이 금융자문 사용여부 

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택하는 금융자문의 종류나 품질을 선택하는 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은퇴 후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

하고 있음1) 

 금융상품 선택이나 운용, 특히 은퇴소득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었으며, 

의사결정의 복잡성도 심화되었음

 기존 연구는 젊은 성인도 금융의사결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지만, 고령자가 젊은 성인에 비해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관리 실패에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고령자의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설명함2)    

 아울러 상당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는 투자사기에 피해를 입을 확률도 더 높다고 

보고됨3)

 미국 고령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분석한 Agarwal et al.(2009)은 많은 고령자가 금융관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임 

1) Agarwal et al.(2009); Korniotis and Kumar(2011); Lindeboom and Melnychuk(2015); Mazzonna and Peracchi
(2018) 

2) Agarwal et al.(2009)
3) Kieffer and Mottola(2016); DeLiema et a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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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미국의 80세에서 89세 사이의 인구 중 약 50%가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감소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지적함 

 또한 대출 결정 시 중년 성인이 젊은 성인이나 고령자에 비해 실수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대출수수료 및 이자비용이 53세 근처에서 최저점을 보이는 U자 형태를 보임  

 한편 Korniotis and Kumar(2011)는 투자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 선택 시 경험법칙을 더 많이 활용했지

만, 투자기술은 인지노령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함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인지노령화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재무자문가나 다른 자격을 갖춘 투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영향을 경감시킬 것을 제안함 

- 인지노령화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투자 단기재교육이 

투자기술 악화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Kim et al.(2019)은 인지능력 및 금융이해력과 노령기의 금융자문 이용 행태 간의 관계를 분석함    

 이들은 2016년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 

- 50세 이상 1,1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자문 이용 여부와 금융자문의 종류, 금융자문을 이용하

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을 사용함

- 아울러 인지능력 점수는 단어기억과 정신상태 지수의 합으로 측정되었는데, 정신상태 지수는 순차적 

뺄셈4), 거꾸로 숫자세기, 이름대기 테스트, 단어 질문 등으로 계산됨 

- 마지막으로 금융이해력은 네 가지 금융이해력질문에 대한 정답 수를 사용함 

 분석 결과, 고령자의 인지능력과 금융이해력이 금융자문 사용여부 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택하는 

금융자문의 종류나 품질을 선택하는 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금융자문을 구하는 사람의 경우, 인지능력이 높을수록 단순한 업무보다는 투자자문과 같은 조금 더 복잡

한 금융자문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인지능력과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 금융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확률이 높은 반면, 무료 

금융자문을 받을 확률이 낮았음 

 또한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융자문사에 대한 불신이 금융자문을 피하는 이유일 확률이 높았음 

-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료 재무자문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높은 인지능력

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는 금융자문에 대해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음 

4) HRS가 사용한 Serial 7’s Test라고 불리는 순차적 뺄셈은 100에서 7을 순차적으로 빼나가는 테스트인데, 정신적 기능을 
점검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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