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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SEM)을 활용하여 개인연금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장수정서의 매개효과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928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연금의 가입에는 장수가능성,

대처효용성, 장수지식 (인지요인), 보험사 신뢰 (사회요인), 금융이해력 (금융요인)이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었다. 장수감정, 장수가능성, 국가신뢰, 대처효용성이 장수정서 (두려움과 걱정)에 영향을 주

었으나, 장수정서를 매개로 하여 개인연금 가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와 잠재고객의 금융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개인연금의 판매활성화에 중요한 요인

임을 재확인하였다. 장수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가입한다는 사실은 연금보

험시장에서도역선택가능성이높음을보여주었다.

주요용어: 개인연금, 구조방정식모형, 금융이해력, 대처효용성, 신뢰, 장수가능성, 지식.

1. 서론

우리나라베이비부머세대의본격적인은퇴와함께노후대비는한국사회의최대이슈중의하나로부

각되어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후대비를 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대비를 40세 이전부터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8%로 젊을 때부

터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KB daily 지식 비타민: 한국 부자의 노후 준비

및 상속/증여”,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8.6). 하지만 현재 노후대비 실상을 보면 매우 우려할만

한 상황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3층 보장 제도를 운영하

고 있으나,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하는 국민연금은 낮은 소득대체율과 기금 고갈 등의 문제가 있

으며, 퇴직연금은낮은도입율과일시금수령선호등의해결과제를안고있다. 그리고노후대비자산으

로국민연금과퇴직연금이활용되는비율도매우낮은실정이다 (Lee와 Lim, 2013).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

만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876만 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전체 인구대비 가입률

은 17.1%로 개인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와 40대의

경우각각 26.6%, 29.6%에머물고있으며, 은퇴를맞이하는 50대는 25.0%에불과하다 (“우리나라개인

연금가입현황분석”, 보험개발원, 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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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람들의 재무적 행동은 경제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is-

chhoff 등, 1978)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

연금의가입과관련된연구를살펴보면개인연금가입에영향을주는인구통계·재무적요인을분석한연
구 (Koo 등, 2015; Jeon 등, 2006; Baek, 2012; Song, 2009)와개인연금불입액관련연구 (Nam, 2013;

Moon과 Kim, 1997; Joo, 2011)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된 심리요인을 분석한

연구 (Kim 등, 2011; Lee와 Jung, 2013; Joo, 2012)는소수에불과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항로짓 (binary logit), 다항로짓 (multivariate logit)분석 등으로 개

인연금 가입여부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있으나, 개인연금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변수의 매개효과를 하나의 모형 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심리요인으

로서 감정은 보험료의 지불규모에 영향을 주고 (Hsee와 Kunreuther, 2000), 국가신뢰가 위험인식에 있

어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Lee와 Lee, 2011)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있다.

본 연구는 개인연금 가입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장수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과 금융

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3절에서는 본 연구

에서활용한연구방법과 4절에서연구결과를기술하고, 5절에서결론과시사점을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2.1.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연구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정기적인 시점에 따라 보험료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적립금을 운

용하여 가입자의 노년기에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취급하는개인연금저축, 신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등을모두포함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구통계·재무적 요인과 불입액과의 관계

를 밝힌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으며 (Jeon 등, 2006;

Behrendt, 2002),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과 Lim, 2008; Joo,

2011). 그리고 소득수준, 자산, 교육수준, 기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개인연금 가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Koo와 Cha, 2015; Baek, 2012; Yuh와 Lee, 2012; Jeon과 Lim, 2008; Joo, 2011), 자녀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주어 (Song, 2009) 연금퍼즐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의 연구결과도 혼재되

어있다 (Brown, 2001).

한편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를 살펴보면 연금 가입자의 주관적 장수 가능성이나 기대여명은 개인연금

가입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다 (Kim등, 2011; Lee와 Jung, 2013; Brown, 2001; Inkamann등, 2011).

그 외에도 장수에 따른 재정위험에 대한 대처, 장수 관련 지식, 보험사 신뢰가 개인연금 가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와 Jung, 2013). 또한 정보가 제시하는 틀 (frame)과 관련하여 긍

정적프레이밍이종신연금가입에긍정적영향을주고 (Joo, 2012), 프레이밍이성별에따라재무의사결

정에다르게작용함을밝혔다 (Agnew 등, 2008).

이상의선행연구에서알수있듯이대부분개인연금가입에영향을주는인구통계·재무적요인을규명
하고 있으나 심리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부족하여 개인연금 가입의 영향요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의 가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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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리요인과 금융요인에 대한 연구

심리요인에는 감정, 두려움, 걱정과 같은 정서요인, 발생가능성, 대처효용성, 지식과 같은 인지요인,

신뢰와같은사회요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은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 조사결과, 소비자의 구매결정에서 제품 정보보다 감정이 두 배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Morris 등, 2002). 또한 사람들은 보상금액이 일정할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해 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수록보험료를더많이지불하려고하고, 보험목적물에손실이발생하였을때보험목적물에대한감

정이클수록보험금을받으려는의지가강하다 (Hsee와 Kunreuther, 2000).

감정은 개인이 과거 경험을 통하여 학습한 그 자극에 대해 여러 가지 심상 (imagery)으로 반응을 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정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심상이 나타난다면, 몇 가지 틀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심상은 단어연상기법 (word associ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단어로 된

표적자극을제시하고마음에떠오르는심상 (또는연상단어)들을적게한후그것이긍정적인지부정적

인지를평가한다.

사람들은 걱정 (worry), 두려움 (fear) 등과 같은 정서요인뿐만 아니라 대처효용성 (coping efficacy),

지식 등과 같은 인지요인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Slovic (1987)에 따르면 위험에 대한 인식

은 두려움 (dread)과 위험에 대한 무지 (unknown)의 두 가지 심리적 차원에 의해 구성되며, 위험에 대

한두려움의정도, 위험에대한개인의지식등에의해달라진다.

지식 (knowledge)은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식 (Brucks,

1985)과 기억 속에 상품 관련 정보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식 (Bettman와

Park, 1980)이 있다. 이들 지식 중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주관적 지식이 더 유용하게 이용

되는데 지식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Park과 Lessing,

1981).

사회요인으로서 신뢰 (trust)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확실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라

는 사람들의 기대이다 (Schurr와 Ozanne, 1985).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Jung과 Oh (2005)은 보

험업의 신뢰 결정요인을 정직성, 공신력, 배려로 구분하였다. Nam과 Cho (2005)는 생명보험업의 신뢰

구축요인을 기업이미지, 기업의 정체성,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신뢰 제고방안을 제시하였

다. Park (2010)은 전문성, 안전성, 명성은 저축은행의 신용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수익성과 접근

성은선호신뢰에유의한영향을준다고주장하였다.

국가신뢰는 위험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과학기술 재해에 대한 위험인식

에 중요한 요인이며 (Lee와 Lee, 2011), 일반인들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위험을더높게인식한다 (Lee와 Lee, 2005).

개인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심리요인을 밝힌 국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재정적 걱정

이 많을수록 개인연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Jung, 2013) 그리고 Lee와 Lee

(2011), Paton 등 (2005)은 테러나 인플루엔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개인적 준비, 정보검색 등 개인

의 행동반응을 증가시키고, 테러나 인플루엔자의 발생 가능성, 대처효용성은 정서 (걱정과 두려움)를 매

개로개인의행동반응에영향을준다는것을밝혔다. 또한계약자신뢰는손해보험재가입, 온라인자동

차보험의 가입, 개인연금보험의 가입결정에 영향을 준다 (Nam과 Cho, 2008; Lee와 Jung, 2013; Lim

등, 2008).

한편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국내연구로 Lee와

Lee (2011)는 테러 발생가능성과 대처효용성이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매개로 하여 개인적 준비

나정보검색과같은개인행동에영향을준다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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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밝힌 위험인식과 개인행동과의 관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장수에 대한 감정 (정

서요인), 장수가능성, 대처효용성, 장수관련주관적지식 (인지요인), 국가와보험사신뢰 (사회요인)가

개인연금가입에영향을주는요인들간의관계를살펴보고장수에대한두려움과걱정 (정서요인)의매

개효과를밝히고자한다.

금융요인으로 금융이해력 (financial literacy)은 개인재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이해, 분석, 의사

소통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Vitt 등, 2000). 금융이해

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Campell 등 (2011)은 개인의 금융이해도를 이자수익 계산, 금리와 인

플레이션 비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수익 비교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Hershey와 Mowen

(2000)은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은퇴 후 안락한 생활에 필요한 총 금액,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저축 금액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금융이해력은 연금가입에 긍정

적 영향을 주며 (Lee와 Jung, 2013), 재정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Hershey와

Mowen, 2000).

위험감수성향 (risk tolerance)은 개인 또는 가계가 위험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 즉 얼마만큼

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가를 의미한다 (Jeong과 Kim, 2004). 위험감수성향은 미국의 SCF

(Survey of Customer Finance) 등에서 단일척도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위험감수성향

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전국적 비교가 가능하며 실증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

었다 (Grable과 Lytton, 2001). 위험회피성향이연금선택가능성에긍정적영향을준다 (Brown, 2001;

Finkelstein과 Poterba, 2004)는 연구결과와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Lee와 Jung,

2013; Joo, 2011) 상반된연구결과가존재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이해력과 위험감수성향이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볼 필

요가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연금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단편적으로 확인

하였을 뿐 요인들 간의 인과성을 하나의 모형 내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개인연금에대하여인지요인, 사회요인, 정서요인, 그리고금융요인을모두포함하는구조방정식모형

을 설정함으로써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앞장의기존연구결과에근거하여본연구에서검증하려는가설은다음과같다.

가설1: 장수에 대한 감정, 장수가능성, 장수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한 대처효용성과 정부신뢰는 장수정

서를매개로하여개인연금의가입에영향을줄것이다.

가설2: 장수관련 주관적 지식, 보험사에 대한 신뢰, 금융관련 객관적 지식, 위험회 피성향은 개인연금의

가입에직접적으로영향을줄것이다.

이가설들을검증하기위한연구모형은 Figure 3.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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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Research model

3.2.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2010년 인구센서스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2013년 4월∼5월 서울 등

전국 7대도시에 거주하는 21세∼59세까지의 일반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928개를 최

종분석에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장수에 대해 정서요인, 인지요인, 사회요인, 금융요인 및 개인연금 가입을 측정하는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정서요인은 장수에 대한 감정, 두려움, 걱정에 관한 3가지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장수

에 대한 감정은 ‘장수’를 자극 단어로 제시했을 때 연상되는 두 개의 단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떠올린 각 심상을 긍정과 부정 차원 (-3: 매우 부정적, +3: 매우 긍정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

다. -3에서 +3점까지의 7점 척도에서 심상값의 평균점수가 0 미만까지는 부정적 감정, 0을 초과한 점

수의경우는긍정적감정으로구분하였다. 설문코딩시 -3∼+3점을 1∼7점으로변환하여점수가높을수

록 장수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의미한다. 장수에 대한 두려움은 선행연구 (Lee와 Lee, 2011)에서와 같

이 장수가 어느 정도 두려운가를 7점 척도 (1: 전혀 두렵지 않음∼7: 매우 두려움)로 평정하게 하였다.

장수에 대한 걱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장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재정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는지를 7점척도 (1: 전혀걱정하지않음∼7: 매우걱정)로평정하게하였다.

인지요인은 장수에 대한 가능성, 대처효용성, 지식의 3가지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장수의 가능성은

장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장수의 대처효용성은 장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재정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가능성 (1: 매우 낮음∼7: 매우 높음), 대처효용성 (1: 전혀

대처할수없음∼7: 아주잘대처할수있음)은 7점척도로평정하도록하였다.

장수관련 지식은 Hershey와 Mowen (2000)이 사용한 질문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총

금액,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저축 금액)과 응답자의 기대수명에 대한 질문 (귀하 연령

대의 기대수명이 몇 세인지)을 추가하여 3문항으로 7점 척도 (1: 전혀 모름∼7: 매우 잘 알고 있음)로

평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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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요인은 국가신뢰와 보험사 신뢰의 2가지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국가신뢰는 국가가 장수 (기대수

명이상 생존)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지를 7점 척도 (1: 전혀 신뢰하지 않

음∼7: 매우 신뢰)로 평정하였다. 그리고 보험사에 대한 신뢰는 선행연구 (Jung과 Oh, 2005; Nam과

Cho, 2005; Park, 2010)에서 제시된 이미지, 정직성, 수익성을 선정하였다. 보험사에 대해 어떠한 이미

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지), 보험사가 어느 정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직성),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률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수익률)에 대해 7점 척도 (1: 전혀 신뢰하지 않음∼7: 매우

신뢰)로평정하였다.

금융요인은 금융이해력과 위험감수성향의 2가지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금융이해력 은 선행연구

(Campbell 등, 2011)에서 활용된 원리금 계산,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비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안전성 비교의 3개 문항을 질문하여 정답 개수로 금융지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만일 잘 모른다고 응답

한경우틀린것으로간주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Grable과 Lytton (2001)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SCF (survey of customer

finance)를 사용하여 위험감수도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파악하였다. 만일 저축이나 투자 시 ‘어떠한 금

융위험도 감수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위험회피집단, ‘평균정도 기대수익을 기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평균정도 위험을 감수’라고 응답한 경우 위험중립집단, ‘평균 이상의 기대수익을 기대하며 이에 상응하

는 평균 이상의 위험을 감수’라고 응답한 경우 위험추구집단, ‘상당한 기대수익을 기대하며 이에 상응하

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라고 응답한 경우 고위험추구집단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정적 노후

대비로서개인연금을가입하고있는지여부를질문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서로 다른 통계분석 방법인 확정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다

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및 경로분석 (path analysis)을 하나의 통합모형으로 결합시

킨 것으로 볼 수 있다 (Min, 2014). 구조방정식은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계량

적으로관찰한측정지표간의상관행렬계수를통해검증하는통계적인기법이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Hong, 2000). 첫째,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여

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추출한 공통변인을 잠재변수로 사용하므로 변수의 측정오차가 통제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해서 구한 잠재변수간의 공변량 계수나 회귀변수 값은 측정변수를 바탕으

로구한계수값보다정확하다고할수있다. 둘째, 매개변수의사용이용이하다. 매개변수는특성상독

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회귀분석의 경우, 한 변수는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하

므로 매개변수의 도입 및 평가가 쉽지 않다. 회귀분석 대신 경로분석을 사용하면 매개변수를 쉽게 다를

수있지만, 경로분석에서는잠재변수가아닌측정변수가사용되므로측정오차를제대로통제할수없다.

셋째, 이론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 즉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 모형이 실제 자료에 얼마나

잘부합되는지를평가하여그모형을타당한모형으로받아들이거나수정할수있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4.1과 같다. 남성이 55.3%로 여성보다 더 많

았고, 연령평균은 39.3세이었다. 소득은 500만 원 이하가 77.3%,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6.6%로 나

타났다. 그리고 대학졸업 이상이 65.4%, 사무관리직 종사자가 44.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혼자가

67.6%, 자녀가 1명이상인경우가 90.4%를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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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928)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513 55.3

female 415 44.7

age

20s 135 14.0

30s 356 36.8

40s 292 30.2

50s 145 15.0

monthlyhousehold income (mil. KRW)

under 2 170 18.3

2∼3 250 26.9

3∼5 297 32.0

5∼7 121 13.0

over 7 90 9.7

housing pattern
own house 525 56.6

rental House 403 43.4

education level

under highschool graduate 127 13.7

two-year college graduate 194 20.9

university graduate 480 51.7

over graduate school 127 13.7

occupation

clerks, manager 411 44.3

professional 115 12.4

sales & service 103 11.1

public official 120 12.9

housewife 80 8.6

manufactor, technician/ self-employed, etc 99 10.7

marital status
married 627 67.6

single 301 32.4

children
none 60 9.6

more than one 567 90.4

4.2. 측정항목 평가

측정항목의내적일관성을검증하기위해측정문항들에대한신뢰성분석을실시하였다. Table 4.2에

서와 같이 Cronbach’s α 계수는 모두 0.64 이상으로 모든 척도가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4.2 Verification results of the internal consistency

Factors Variables Cronbach’s α

affect for longevity
affect 1

.65
affect 2

emotion for longevity
fear

.64
worry

trust in insurer imagehonestyexpected profitability .89

knowledge on longevity

life expectancy

.82necessary fund for living after retirement

monthly savings amount needed for living after retirement

각 측정 항목들 간의 판별 타당성의 충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3).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퇴저축과 은퇴자금은 .755,

보험사의 정직성과 이미지는 .652, 보험사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이미지는 .616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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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orrelations between measured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affect l 1

2. affect 2 .48* 1

3. potential longevity .11** .09** 1

4. trust in government .11** .16** .13* 1

5. coping efficacy .16** .15** .19** .24** 1

6. image .06 .04 .11** .15** .07* 1

7. honesty .08* .08* .12** .17** .10** .65** 1

8. expected profitability .05 .03 .08* .15** .06 .54** .62** 1

9. life expectancy .07* .04 .19** .13** .18** .10** .11** .07* 1

10. necessary fund for living .03 .04 .10** .05 .20** .08* .08* .05 .56** 1

11. monthly sav.amount needed .04 .05 .07* .09** .14** .10** .10** .07* .51** .76** 1

12. financial literacy .01 -.03 .08* .01 .09** .01 .02 .02 .10** .09* .04 1

13. risk tolerance -.01 .01 07* .06 .17** .03 .03 .06 .07* .12** 09** .14** 1

14. fear -.24** -.23** -.06 -.15** -.22** -.09* -.04 -.06 .03 .02 .00 -.02 .02 1

15. worry -.15** -.21** .03 -.2.0** -.43** -.03 -.07* -.03 -.02 -.04 -.06 -.02 .11** .46**

*p <0.05, **p <0.01

4.3. 모형 검증

Table 4.4는분석모형에대한적합도결과를보여준다. χ2 =172.27, CFI=.974, NFI=.949, TLI=.964,

CFI=.974, RMSEA=.03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FI, NFI, TLI가 .90이상으로 매우 양호하며,

RMSEA<.05로제안모형을최종모형으로채택하였다 (Yoo와 Park, 2015).

Table 4.4 Fitness index of proposed model

Model χ2 df p-value NFI TLI CFI RMSEA

Proposed 172.273 87 .000 .949 .964 .974 .033

4.4.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

Figure 4.1은 최종 적합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화살표 위의 값은 경로계수 (표준화회귀계수)를 나타낸

다 (*p <.05, **p <.01, ***p <.001).

Figure 4.1 Final structural equational model for purchase of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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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Parameter estimates of the model

Path β S.E. C.R.

affect for longevity →

emotion for longevity

-.187*** .052 -4.37

potential longevity → .139*** .039 4.44

trust in government → -.090** .036 -2.77

coping efficacy → -.417*** .040 -12.71

fear →
emotion for longevity

.461*** .062 7.76

worry → .933***

affect1 →
affect for longevity

.681*** .115 8.12

affect2 → .704***

life expectancy →
knowledge on longevity

.606*** .041 18.98

necessary fund forliving after retirement → .902*** .045 23.86

monthly savings amount needed for living after retirement → .837***

image →
trust in insurer

.758*** .055 20.11

honesty → .859*** .059 20.32

expected profitability → .716***

affect for longevity →

purchase of individual pension

-.022 .018 -.52

emotion for longevity → -.013 .014 -.31

potential longevity → .080* .014 2.44

trust in government → .005 .013 .15

coping efficacy → .097* .016 2.53

trust in insurer → .068* .020 1.93

knowledge on longevity → .177*** .013 5.07

financial literacy → .097** .017 3.02

risk tolerance → .039 .020 1.20

*p <0.05, **p <0.01, ***p <0.001

연구가설을검증한결과는다음과같다 (Table 4.5).

첫째, 가설1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장수에 대한 감정, 장수가능성, 대처효용성과 국가신뢰

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장수정서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이러한 장수정서는 개인연금의 가입에는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013, p=.759). 즉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장수정서의 매개성 역할

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장수에 대한 감정과 국가신뢰는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장수

가능성 (β =.080)과 대처효용성 (β =.097)은 개인연금의 가입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자신이장수할가능성이높다고생각할수록, 장수에따른재정문제를스스로대처할수있다고생각할수

록개인연금을가입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해석된다.

둘째, 가설2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위험회피성향을 제외한 장수관련 주관적 지식, 보험사

에 대한 신뢰, 금융관련 객관적 지식은 개인연금의 가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 관련 개

인의 주관적 지식수준은 개인연금의 가입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β =.177, p <.001). 다

시 말해, 본인의 기대수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필요한 월생활자금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록,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월저축금액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험사 신뢰는 개인연금의 가입에 영향을 주었다 (β =.068, p=.054). 즉 보험사에 대한 이미지,

정직, 보험사의 기대수익률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개인연금의 가입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금융이해력은

개인연금의 가입에 영향을 주었다 (β =.097, p <.01). 즉 금융 관련 원리금 계산, 금리와 인플레이션,

직·간접투자를비교등에대한개인의객관적지식수준이높을수록개인연금의가입은높아진다.

Table 4.6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보여준다. 개인연금의 가입

에는 장수지식의 총 효과가 .177, 대처효용성이 .102, 금융이해력 .097, 장수가능성 .078, 보험사 신뢰

.068로 장수지식이 개인연금의 가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지식, 대처효용

성, 금융이해력, 장수가능성, 장수지식이 개인연금의 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장수가능성과 대

처효용성이개인연금가입에간접적으로유의한영향을주지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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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research model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otential longevity →

purchase of individual pension

.080* -.002 .078

coping efficacy → .097* .005 .102

knowledge on longevity → .177*** .000*** .177

trust in insurer → .068* .000*** .068

financial literacy → .097** .000*** .097

*p <.05, **p <.01, ***p <.001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와 장수

정서의매개효과를확인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나타난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장수에 대한 감정, 장수가능성, 대처효용성, 정부신뢰는 장수정서를 매개로 하여 개인연금의 가

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장수가능성과 대처효용성은 개인연금의 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장수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장수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

다고인식할수록개인연금에가입하였다.

둘째, 장수관련 지식, 보험사 신뢰, 금융관련 지식은 개인연금의 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밝혀졌다. 즉 장수관련 개인의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금

융관련 개인의 객관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감수성

향은개인연금의가입에영향을주지않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연금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으로 장수가능성, 대처효용성, 장

수관련지식, 보험사신뢰, 금융요인으로금융이해력으로밝혀졌다.

본연구결과는개인연금을제공하는보험사, 은행등금융기관의마케팅활동과연금보험의언더라이

팅시에도움이될수있는시사점을제시한다.

첫째, 보험사 신뢰가 연금보험의 가입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보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험의 재가입뿐만 아니라 온라인 보험의 가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

며 (Nam과 Cho, 2008; Lim 등, 2008), 금융소비자의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는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은

행에 비해 낮기 때문에 (Lee와 Jeong, 2007; Lee, 2014; Jung과 Oh, 2005) 보험사의 윤리의식 확보와

이미지제고등을통하여보험사의신뢰도를높일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둘째, 금융이해력이 연금보험의 가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잠재고객이 금융지식을 갖출 수 있는 다

양한 금융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연금상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노후대비를 주제로

한다양한재무정보를취득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하여연금보험료를손

실로 생각하는 근시안적 인식을 회피하면서 장수할 확률과 미래의 소비를 위한 재원을 생각하도록 하여

야한다.

셋째,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보험시장

에서 역선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금보험 가입자가 기대수명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이강할수록종신연금을가입한다는점을언더라이팅시에유의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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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casual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and finan-

cial factors influencing the subscription of individual pension and identifies mediation

effect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analysis based on survey data (N=928)

from common people living in the seven major cities in Korea shows that potential

longevity, coping efficacy to the financial risks from longevity, subjective knowledge

on longevity (cognitive factor), trust in insurers (social factor), and financial liter-

acy(financial factor) are key players exercising direct influence over the subscription of

individual pension. It also has been shown that affect on longevity, potential longevity,

trust in government, and coping efficacy influence the emotions on longevity, fear and

worry, and emotions on longevity are not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subscription of in-

dividual pension. Trust in insurers and financial knowledge of prospects have also been

reaffirmed to be crucial factors in the activation of individual pension 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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