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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소비자의 합리 인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해 기본 으로 제되는 조건이다.그러나 이상 인 이론

의 가정과는 달리 실에서의 소비자는 합리 인 방식과는 괴리가 큰 방

식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 졌으며,규범 인 측면이 아닌

기술 인 측면에서 실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을 취

해야 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특히 융의사결정은 융상품의 다양성 복잡성,의사결정의 비반

복성, 험과 불확실성에 한 평가와 재와 미래 간 교환에 한 고려

의 필요성 등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의사결정 역 보다 심리

편향의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그 에서도 은퇴 비와 련된 의

사결정은 소비자가 미래의 은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하

게 되고,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장기 인 계획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더 심리 편향이 유발되기 쉽다.

심리 편향이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여 논의

를 진행해 온 행동재무학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던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한 이해가 증진되었다.이와 같은 배

경에서 소비자의 바람직한 은퇴 비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해서는 행동

재무학 근을 바탕으로 이들이 은퇴 비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실제로

갖고 있는 심리 편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다양한 사회·경

제 변화로 소비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은퇴 비에 한 책임이 증가하

고 있는 우리사회의 실을 고려할 때,이러한 작업을 통해 의미있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은퇴 비 의사결정에서의 심리 편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은퇴

비라는 과업이 단편 인 특성을 지니기 보다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

된다는 (Nooneetal.,2010)과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으로부터의

통찰을 실에 용할 때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심리 편향을

한 기 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FCA,2013)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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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의 과정 인 측면을 고려하고, 융소비

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을 하게 분류하는 작업을 토 로 하여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심리 편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 으

며,이를 통해 정책 ·교육 ·실무 측면에서 은퇴 비 증진 방안 마련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심리 편향이 융소비자의 의

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수행되어 왔으

며,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은퇴 비행동을 분석할 때 요하게 용되지

않았던 은퇴 비의 과정 인 측면과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 다는 에서 본 연구는 차별 을 지닌다.

먼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를 일련의 과정으로 악하고,은퇴 비

과정을 은퇴 비 필요성 인식,은퇴 비 목표설정,은퇴 비 결정,은퇴

비 수행의 네 단계로 구분하 다.다양한 역의 은퇴 비에 기반이

되는 경제 은퇴 비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 고,소비자가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를 순차 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 한

인식 행동이 동시다발 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가정하 다. 한 실

험 조작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기 때문에 자극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기 해 은퇴 비행동이 아

닌 은퇴 비의도를 분석하 다.

그리고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바탕

으로 하여 내용 원천과 상황 맥락에 따른 유형 분류 기 을 마련하

다.편향의 원천에 근거한 분류를 통해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을 토 로 내용 원천을

편향 분류의 기 하나로 채택하 으며,이와 같은 원천을 선행연구

(Ricciardi,2006;Shefrin,2000)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지 편형과 감정

편향으로 악하 다. 한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외부 환경의

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을 고려하여 각 심리 편향이 발생하는

상황 맥락에 따라 이를 개인 오류와 사회 오류로 분류하 으며,

이상의 두 가지 기 을 조합하여 총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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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은퇴 비와 련된 심리 편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의

심리 편향을 분석한 경우가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의 수행 단계에서 분석된 편향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로 확장

하여 분석할 수 있고,유용한 함의를 가져다 것으로 생각되는 심리

편향을 앞서 분류한 네 가지 유형에서 각 한 가지씩 선택하 다.즉,은

퇴 비의 과정 측면과 심리 편향의 유형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분

석틀을 마련한 결과,개인 오류-인지 편향에서 이 효과,개인

오류-감정 편향에서 곡형 할인,사회 오류-인지 편향에서 동

조효과,사회 오류-감정 편향에서 통제착각이 선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 별로 비의도를 측정한 결과,다른 단

계에서의 비의도에 비해 세 번째 단계인 은퇴 비 결정 단계에서의

비의도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밝 졌다.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은퇴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실질 으로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도보다 은퇴 비를 바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는 정도가 비교 낮은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이는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실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지

바로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마음을 먹는 정도가 상 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개인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이 효과를 검증한

결과,은퇴 비 목표설정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 단계인 은퇴 비 필요성 인식 단계와

후기 단계인 은퇴 비 결정 수행 단계에서 효과 인 이 의 유형

이 상이한 것으로 밝 져,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별로 설득 인 메시지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 다.먼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정 인 결과를 제시하

을 때가 은퇴 비를 수행했을 경우의 정 인 결과를 제시하 을 때

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은퇴 비를 해 마음을 먹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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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은퇴 비를 수행하 을 경우의 정

인 결과를 제시하 을 때,반 의 경우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은퇴 비 증진을 한 메시지의 고안에 있어서 은퇴 비과

정의 단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개인 오류-감정 편향의 유형에서는 곡형 할인의 주효과

와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의 조 효과가 검증되었다.검증 결과,

두 변수는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일 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먼 곡형 할인을 하는 집단에 비해 그 지 않은 집단이,은퇴

를 멀게 느끼는 집단에 비해 가깝게 느끼는 집단이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비의도가 보다 높았으며,이와 같은 곡형 할인 성향이 은

퇴를 멀게 지각하는 특성과 결합될 경우,모든 단계에서 은퇴 비의도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밝 졌다.이러한 결과는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

계에서 소비자의 은퇴 비의도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미래에 비해 재

에 과도한 가 치를 부여하는 성향과 은퇴를 먼 사건으로 지각하는 성향

을 개선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사회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동조효과의 향을 분석

한 결과,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동조효과에 따른 비의도의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즉,동조효과 자극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

았을 때 보다 연령 소득이 비슷한 집단이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

에서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제시하 을 경우에

모든 단계에서 은퇴 비의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소비자

들은 은퇴 비와 련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은퇴

비 상황에 의해 향을 받기는 하지만 은퇴 비를 수행하는 사람의 비

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는 비의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심리 편향의 마지막 유형인 사회 오류-감정 편향에 속

하는 통제착각의 향을 분석한 결과,은퇴 비 결정 단계를 제외한 모

든 단계에서 통제착각에 따라 비의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분

석 결과,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발생할 사건들에 더 큰 향력을 미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은퇴 비 필요성을 게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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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비와 련해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으며,은퇴 비

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제착각 성

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은퇴라는

사건 은퇴와 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향후 소비자의 은퇴 비 증진을 해서 이

러한 성향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네 가지 유형의 심리 편향의 검증 결과를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정리해 본 결과, 이 효과와 통제착각은 각 단계에 따라

서 향력의 방향이나 유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은

퇴 비의 수행의 측면에만 을 맞추어왔던 그간의 연구들을 통해서는

도출하기 어려운 결과로,본 연구에서 확장 으로 용한 은퇴 비의 과

정을 고려한 근이 의미 있는 시도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한편,

곡형 할인과 동조효과는 모든 단계에서 일 되고 유의한 향을 미치는

심리 편향으로 밝 져,이러한 편향이 보편 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편

향임을 확인하 다.따라서 이러한 심리 편향을 다루는 것을 통해 보

다 일반화된 은퇴 비 유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융소비자의 은퇴 비를 효과 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해 도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은

퇴 비와 련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한 근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하나는 은퇴 비를 방해하

는 요인을 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은퇴 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도록 선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 검증된 심리 편향 감정 편향으로

분석된 곡형 할인 통제착각은 자의 근을 바탕으로,인지 편

향으로 분석된 이 효과 동조효과는 후자의 근을 바탕으로 은

퇴 비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먼 융 교육 정책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소비자의 은퇴 비를 효과 으로 증진시키기 해서는 융 교

육을 실시하기 에 개인의 곡형 할인 성향 보유 여부 자기통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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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측정하고, 곡형 할인 성향을 보유하거나 자기통제 성향이 낮은

집단에 주목하여 이러한 성향을 개선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해 자동이체 설정 은퇴 비 자산을 비유동성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활용될 수 있다.둘째, 융 교육 로그램

설계시 개인이 은퇴를 보다 가까운 사건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과

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각각의 소비자에게 객 으

로 은퇴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와는 별개로 주 으로 은퇴

를 보다 가까운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융 교육 과정에서 소비자가 통제착각의 존재를 지각하고,사건에 한

통제 가능성을 객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소비자의 은퇴 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메시지를 구성하여 이를 공

익 고에 활용할 수 있다.본 연구를 통해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

는 단계에서는 부정 이 의 메시지가,은퇴 비를 결정하고 실행하

는 단계에서는 정 이 의 메시지가 보다 효과 이라는 것이 밝

졌으며,연령과 소득이 비슷한 집단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

지를 제시할 경우에 은퇴 비의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활용하여 은퇴 비를 권장하는 메시지를 구성한

다면 설득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과정에서 연

령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고안하여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재무 설계 상담 실무에 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재무 설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퇴 비 자산의 비유

동성이 지니는 장 과 이를 장기 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소비자가 이러한 손해를 분명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재무 설계 상담을 통해 은퇴

비가 잘 되어 있는 다른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시로 제시함으로써 소

비자의 은퇴 비 증진에 도움을 수 있다.셋째,넛지의 기능을 포함한

은퇴 비 융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극 으로 홍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상품을 토 로 소비자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

지 않더라도 자동 으로 은퇴 비 자산의 증 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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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에 우선순 가 려 은퇴 비의 부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은퇴 비에 한 실 인 고려가 가능하고,은퇴

비의 여건이 비교 잘 갖추어져 있는 30-50 의 상용직 임 근로자를

연구 상으로 설정하 으나 추후 자 업자 임시직 임 근로자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상을 확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둘째,각각의 심

리 편향이 발생하는 조건에 한 심층 인 탐구가 필요하다.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심리 편향을 종합 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곡형 할

인을 제외한 심리 편향은 주로 주효과 주로 검증을 진행하 으나 추

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상황을 고려하여 심리 편향의 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셋째,종단 연구를 통해 심리

편향에 크게 향을 받는 소비자의 특성을 밝 내는 작업 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이를 통해 심리 편향의 향에 보다 취약한 소비자

를 가려낼 수 있고 이들에 해 구체 인 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각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측정 방식을 다양화하여 단계

별 향요인에 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실증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던 은퇴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심리 편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 에서 문헌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다양한 사회·경

제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은퇴 비의 요성이 증 되고 있고,개인에

게 부여되는 은퇴 비에 한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해 필수 이다.

따라서 이와 련된 연구의 수행 확장이 지속 으로 요구되는 바이

다.

주요어:행동재무학,은퇴 비과정,심리 편향, 이 효과,

곡형 할인,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동조효과,

통제착각

학번:2013-3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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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문제제기

소비자의 합리 인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해 기본 으로 제되는 조건이다.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통해 만족에 도달하기 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정

확하게 인지하고 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며,규범 인 측면에

서 소비자를 바라보는 통경제학 하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당연히 성립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상 인 이론의 가정과는 달리 실에서의 소비자는 합리 인

방식과는 괴리가 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 졌으며,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상 상(anomaly)들이 발

생하기 시작하면서 규범 인 측면이 아닌 기술 인 측면에서 실제 소비

자의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두되었

다.특히 소비자의 선택과 련해서 발생하는 이상 상들의 양상은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편,그 기 에 존재하는 심리 편향은 일 되

고 체계 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 밝 지면서 이와 같은 이상 상들을

그 이례 인 상으로 취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

기 시작했다.

이처럼 체계 으로 발생하는 심리 편향은 소비자의 다양한 의사결정

역 융 련 의사결정에 특히 요한 향을 미치는데,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먼 융의사결정의 상이 되는 융상품 자체가 다양하

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재에 비해 융상

품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이에 따라 융상품의 효용성과 기능성을

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무 니즈

를 정확하게 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합한 융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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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병연,2009).이처럼 융상품의 복

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문 인 수 의 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융상품을 쉽게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게 되고,이와 같은 인지 인 한계로 인해 심리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

한 일부 융의사결정은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그 결과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학습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뿐만

아니라,다수의 융의사결정이 험과 불확실성에 한 평가 재와

미래 간의 교환에 한 고려를 요구하는데,이는 일반 인 융소비자가

단하기에는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정확하게 측하기 어려운 미래와

재 시 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기통제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FCA,2013).

이와 같은 융의사결정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른 역에서의 의사결정에 비해 융 역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심리 편향이 유발되기 쉬워진다.특히 이

러한 어려움을 지니는 다양한 융의사결정 은퇴 비를 한 의사결

정은 은퇴라는 과업이 인생의 후반부에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재의 시 에서 미래의 은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장기 인 계획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욱 더 심리 편향에 의해 향을 받기가 쉬워진다.

행동재무학 분야는 이와 같이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심리 편향이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통 재무이론에 행동 이론

과 인지심리학 이론을 결합하여 비합리 인 재무의사결정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집 해 왔으며,이로 인해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던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한 이해가 증진되었다.이와 같은

배경에서 융소비자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해서는,행동재

무학 근을 바탕으로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갖고 있는 심

리 편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이를 통해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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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으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고령화 상의 심화,고용불안의 증

등의 사회·경제 변화로 인해 은퇴 비의 요성이 증 되고 있고,소

비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은퇴 비에 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 한 은퇴 비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요한 일로 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배경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은퇴 비를 증진시키기

한 효과 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데,은퇴 비 의사결정

에서 발생하는 심리 편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 을 도출하는 것

이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수 있다.

특히 은퇴 비라는 과업은 단편 인 특성을 지니기 보다는 문제를 이

해하고,목표를 설정하며, 비를 결정하고,행동을 수행하기까지에 이르

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Nooneetal.,2010)이를 과정 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은퇴 비행동을 수행 여부를 바탕으로

악할 경우 융소비자를 은퇴 비를 수행하는 집단과 수행하지 않는 집

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을 동질 으로 취 하게 되지만,같은 분류에

속하는 융소비자라고 할지라도 세부 인 은퇴 비 수행의 내용,정도

단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따라서 소비자의 은퇴 비행

동을 실질 으로 증진시키기 해서는 이와 같은 세부 인 사항들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이를 악함으로써 개별 소비자의 특성에 합한

은퇴 비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행동재무학에서 다루는 개인의 심리 편향이 융소비자의 의

사결정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

져 왔지만 이들은 주로 해외에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를

상으로 한 자료수집과 실증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주소 ·윤민재,

2014).특히 국내에서 심리 편향을 바탕으로 은퇴 비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은퇴 비행동에 한 과정 근을 취하여 심

리 편향을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융 감독에 행동경제학을 용하는 방안을 고민한 국의

FCA(2013)는 행동경제학으로부터의 통찰을 실제로 용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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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심리 편향을 모두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을 한 기 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았고,이를 통해 정책입안자와 감독자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즉, 융

소비자의 심리 편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유형화하여 악하는 것을 통해 체계 인 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효과 인 은퇴 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은퇴

비와 련된 심리 편향을 실증 으로 악하는 것이 요한데,이를

해 은퇴 비의 과정 측면을 고려하고,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을 하게 분류하는 근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다룬 기존의 연구를 검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 분류 기 을 마련하여 각 유형에 속하는 융

소비자의 심리 편향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로 확장하여 분석할

수 있고,은퇴 비증진 방안 마련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

편향을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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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목 의의

본 연구는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심리 편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

고,이를 바탕으로 효과 인 은퇴 비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국내에서는 실증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던 은퇴 비행동과 련된 심리 편향을 분석하고,은퇴 비행

동을 분석할 때 요하게 용되지 않았던 은퇴 비의 과정 인 측면과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의 측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학문 으

로 문헌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분석 논의를

통해 최종 으로는 은퇴 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 편향을 실증 으

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융 교육 정책,재무 설계 상담

실무의 측면에서의 은퇴 비 증진 방안 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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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구성

은퇴 비과정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분석

하고,이에 한 논의를 심화하기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

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연구의 목 의의를 밝

혔으며 연구의 구성에 해 서술한다.

2장에서는 융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은퇴 비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 기반이 되는 이론 논의를 정리한다.먼 소비자 의사결정 불확

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에 한 이론을 살펴 본 뒤,행동재무학과 융

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종류와 유형에 해 고찰한다.그리고 은퇴 비

과정에서의 심리 편향에 한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되는 심리 편향들에 한 논의를 고찰한다.

3장은 연구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은퇴 비에 한 과정 근과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 분류 기 을 토 로 은퇴 비과정 단

계별 심리 편향을 분석하기 한 분석틀을 구성하고,연구문제와 연구

모형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은퇴 비과정 단계별 심리 편향을 검증한 연구결과를 편

향의 네 가지 유형을 심으로 제시한 후,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그

내용을 정리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으로 요약하고 결론 시

사 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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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융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은퇴 비과정에 한 이론 배경

제 1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한 이론 논의

본 에서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이론들을 고찰하기 해 행동경제학에서 제안하는 의사결정이론을

통경제학의 의사결정이론과 비교하여 살펴보고,불확실성 하에서의 의

사결정을 설명하는 표 인 이론인 기 효용이론과 망이론의 특징과

차이 에 해 알아본다.

1.소비자 의사결정: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과 행동경제학 의

사결정이론

1)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

신고 학 경제학의 의사결정이론에 따르면,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합리 으로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정의된다.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이기

인 행동이 사회 체의 이익과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Adam

Smith의 설명을 바탕으로 인간이 이기 이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

아들 으며,자신의 이익을 시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합리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선택 행동을 한다고 가정한다.즉, 실 세계에서 이타

이거나 비합리 인 행동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외 인 상에

지나지 않고,이기 이지 않고 합리 이지 못한 개인은 시장에 의해 자

연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기심과 합

리성에 한 가정이 가장 기본 이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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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2008).

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 인 존재인 통경제학에서 가정하

는 개인은 잘 정의되고 일 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최 화(optimization)를 해 의사결정을 진

행한다고 여겨진다.이처럼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은 인간의 이기심

과 합리성에 한 가정을 제로 하여 이론을 개해 왔으며,이를 기반

으로 실 속 개인의 선택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 다.

그러나 개인의 실제 의사결정을 살펴 본 결과, 실에서는 이러한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의 가정이 잘 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 지면

서 이론과 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학문 움직임이 등장하

기 시작했다.특히 인지심리학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경제학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활용하는 행동경제학의 등장(주소 ,2010)으

로 인해 실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실제 선택행동에 기 하여 기존 이

론의 설명력을 비 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행동경제학 의사결정이론

(1)인간의 합리성에 한 검토

인간의 합리성에 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체계 으로 안 설

명을 제시한 Simon(1959)은 실제 인간의 행동을 찰하고 이해하는 것

의 요성을 강조하 으며 이를 해 경제학에 심리학 근을 결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안하 다.그는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시장 환경이 경쟁 이고,인간이 합리

일 경우에는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효용극

화라는 선택 행 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만, 실에서는 완 경쟁

과 합리 인간에 한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

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즉,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은 확실한 상황이 아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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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러한 경우에 개인은 합리성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인간은 합리 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효용극

화나 비용극소화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수 의 한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실 인 문제로 인해 그러한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당히 만족할 수 있는 지 을 목표로 설정하

고 추구한다고 한다.이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지

이긴 하지만 효용이 극 화되는 최 양이 아니므로,개인이 극 화

효용과 스스로 만족하는(satisfy)효용 간의 차이를 희생(sacrifice)한다는

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이 추구하는 의사결정의 목표는 극

화(Maximizing)가 아닌 만족화(Satisfycing)가 된다.

Slovic(1972) 한 인간은 정보처리자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기 때

문에 인간의 지 능력의 확실성을 순진하게 믿기 보다는 이와

같은 한계를 완 하게 이해하는 것이 궁극 으로 의사결정자에게 더 도

움이 된다고 보았으며,나아가 Gigerenzer(2001)는 제한된 합리성을 생태

합리성의 개념으로 악함으로써 Simon(1959)이 제안한 제한된 합리

성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용하려는 시도를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자를 응 연장통을 지니고 다니는 오지의

정비공(backwoodsmechanic)에 비유하 다.즉,의사결정자들은 모든 경

우에 용할 수 있는 일반 인 용도의 도구와 부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불완 한 특성을 지니고 제한된 범 에 용 가능한 다

양한 연장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연장을 사용함

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이와 같은 응 연장을 사용하

는 의사결정자들은 비용·편익의 원칙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그러한 법칙은 단순한 순차 규칙들로 구성된다.

응 연장통에 담겨 있는 도구는 단순한 탐색 규칙,단순한 단 규

칙,단순한 의사결정 규칙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규칙의 특징은,일반

화된 목 을 지닌 의사결정 알고리즘이 아닌 특정 상황에만 용될 수

있는 규칙이고,지속 이고 일 된 특징을 지니기 보다는 빠르고 간소하

며 계산이 간단하다는 특징을 지니며,특정 시 혹은 물리 이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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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인 환경에 응 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즉,인간은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도구들의 한계 내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의 구조와 이용가

능한 도구들을 맞추어 나가며 지속 인 응을 시도한다는 에서 생태

합리성을 보유한 제한 으로 합리 인 존재로 악할 수 있다고 한다

(Gigerenzer,2001;Gigerenzer& Selten,2001).

(2)인간의 이기심에 한 검토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합리성에 해 의문

이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실험 연구를 통해 이기심에 한 가정 한

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이 구,2008;Camerer,2003;

Marwell& Ames,1981).이기심에 한 가정은 주로 게임이론 내의 실

험에서 검증되었는데, 표 인 사례가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

과 공공재 게임(publicgoodgame)이다.

먼 최후통첩게임에서는 두 사람이 주어진 돈을 어떻게 나 것인지

를 결정해야 하는데,한 사람이 돈을 나 는 방식을 제안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제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이 때 나머지 사람이 제

안된 배분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두 사람 모두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게임이 종료된다.이러한 상황에서 통경제학에서 가

정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 이기 인 존재라는 제 하에 게임의 결과를

측해 본다면,제의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사람은 매우 은 액을

갖더라도 아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에 제의를 수락할 것이

고,제안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 방에게 최소한

의 액만을 제시하고 자신이 부분의 이익을 취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 사람들이 이러한 측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한다는 것이 밝 졌다.다양한 최후통첩게임 실험에서의 연

구결과를 정리한 Camerer(2003)의 연구에 따르면,제안을 하는 사람들

자신이 거의 부분의 이익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제의를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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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많은 사람들이 40% 이상의 몫을 나 자

고 제안하 고 심지어 반반씩 나 자고 제시한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한편,제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도 0보다 큰

액이면 어떠한 액수라도 수락할 것으로 측한 것과는 달리 제안된

액이 무 다고 느낄 경우,보통 자신의 몫이 20%가 안 되는 경우에

는 제의를 수락하지 않고 자신이 받을 이익의 몫을 포기해 버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양상은 개인이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맹목 으로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다.어떠한 상황을 단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이익에 한 고려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한 인

식이 요한 기 으로 작용하여 근시안 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이러한 최후통첩게임의 결과는 게임의 진행 방법과

묘사 방법을 다양화하고 여러 집단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어(Camerer,2003), 실에서의 개인의 행동이 이

기 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밝 졌

다.

최후통첩게임뿐만 아니라 공공재게임을 통해서도 인간의 이기심에

한 검증이 진행되었는데(Marwell& Ames,1981),실험을 통해 무임승차

가 가능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를 보이는지를 검증

한 결과,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원의 상당 부분을 자발 으로 공공

재 생산을 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하려는 경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발 인 수단을 통해서는 공공재가 생산될

수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즉,개인에게 일정한 수의 표를 제공하고,

배정된 표를 가지고 사용재와 공공재를 구입한다고 가정한 후에 각 재화

의 구입을 한 개인계정과 공공계정에 표를 배분하도록 한 결과,자신

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기 인 개인이라면 모든 표를 개인계정에 투입

하는 것이 합리 인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으로 자신의 표의

40-60%를 공공계정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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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통경제학에서 제안하는 의

사결정이론의 기본 제인 합리성과 이기심에 한 가정은 보편 이고

일반화된 이론을 구축하여 개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에서는 유

용하지만,다양한 실증 연구들을 통해 실에서 개인의 행동이 이러한

가정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밝 지면서 인간의 합리성과 이기심이 제

한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동경제학 의사결정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3)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과 행동경제학 의사결정이론의 비교

<표 2-1>에 정리된 바와 같이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과 행동경제

학 의사결정이론은 소비자에 해 제하는 기본 가정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이와 같은 가정의 차이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목표 한 다르게

정의된다.즉,자신의 이익을 해 합리 으로 행동하는 통경제학 의

사결정이론 하에서의 소비자는 효용을 극 화하는 것을 목표로 최 화된

선택을 추구한다.한편,지식,정보,인식 능력 등의 실 인 한계로 인

해 완벽하게 합리 이지 못하고,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함께

고려하는 행동경제학 의사결정이론 하에서의 소비자는 효용이 극 화

되는 최 지 이 아닐지라도 당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지 을 선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한 두 가지 의사결정이론은 소비자의 선택 행 를 분석하는 근 방

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기존의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은 이

론에서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

으로,‘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을 맞추어 규범 인

근을 취한다.한편,새롭게 등장한 행동경제학 의사결정이론은 실제 소

비자의 행동을 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론

으로,‘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시하는 기

술 인 근을 취한다.즉, 통경제학의 의사결정이론은 보편 인 이론

체계를 추구하고 이를 제로 삼는 한편,행동경제학의 의사결정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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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

행동경제학

의사결정이론

가정 합리성․이기심 제한된 합리성․제한된 이기심

목표 극 화(Maximizing) 만족화(Satisfycing)

근 방식 규범 근(이론→ 실) 기술 근( 실→이론)

보편 인 체계를 상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례들에 독자 인 의미를 부여

한다고 할 수 있다(홍훈,2013).

<표 2-1> 통경제학 의사결정이론과 행동경제학 의사결정이론의

비교

2.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기 효용이론과 망이론

실에서의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불확실성

의 존재이다.확실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합리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상황 환경

의 불확실성이 더해질 경우 소비자의 의사결정 선택은 더욱 더 어려

운 과업이 되기 때문이다. 실 세계에서의 소비자 의사결정은 확실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해

통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은 각각 기 효용이론과 망이론이라는 표 인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개한다.

1)기 효용이론

통경제학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실 가능한 여러 확

률의 분포를 추정하고 기 효용을 극 화하기 해 선택 행 를 한다고

보았으며,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을 기 효용이론을 심으로

설명하 다.이 때,기 효용(Eu)은 p의 확률로 x를 얻고,(1-p)의 확률

로 y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Eu=p*u(x)+(1-p)*u(y)의 식으로 표 될



-14-

수 있다.기 효용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효용은 최종 으로 얻게 되는

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Slovic(1995)은 이러한 기 효용이론에서 기 란 험을 의미하고,

험이 수반되는 상황을 다루기 해 단순효용이 아닌 기 효용을 고려해

야 한다고 보았다.즉,기 효용이론은 소비자의 선택에 기댓값뿐만 아니

라 험과 험에 한 태도도 함께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 하여,소

비자의 기 수익률과 험을 모두 포 한 기 효용이라는 척도를 바탕으

로 소비자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의미한다.이러한 이

론에서는 사람들이 부의 모든 역에서 일 된 험수용성향을 지님을

가정한다(이 구,2008).

VonNeumann과 Morgenstern은 이러한 기 효용과 련된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만족시켜야 할 다섯 가지 공리(완비성,이행성,연속성,부등

확률,복합확률)를 제안하 다.완비성이란 개별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의

묶음에 해서도 선호 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고,이행성은 선호

의 일 성을 의미하며 연속성은 선호의 변화가 연속 으로 이루어지며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한 부등확률이란 같은 상

을 주는 두 복권에 해 상을 탈 확률이 더 큰 복권을 선호하는 것을 뜻

하고,복합확률은 특정 복권의 상이 다른 복권일 때 궁극 으로 상을

탈 확률이 같다면 복권에 한 의사결정 과정을 몇 단계 거치는가는

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이들에 따르면 불확실성 하에 있는 의사결정자

의 선호체계가 이러한 다섯 가지 공리의 성격을 지닐 경우,합리 인 의

사결정자는 기 효용을 극 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이 구,

2013).

2) 망이론

한편 통경제학에서의 기 효용이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 이 제기되기 시

작했고,Kahneman과 Tversky(1979)는 기 효용이론의 안으로 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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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 다.

Kahneman과 Tversky(1979)는 실험을 통해 기 효용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이 상들을 밝 냈는데,확실성 효과(certainty

effect),반사효과(reflectioneffect),고립효과(isolationeffect)등을 심

으로 이를 설명하 다.

먼 확실성 효과는 사람들이 확실한 결과에 해 상당히 높은 가 치

를 부여하는 상으로,이는 기 효용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확률을

통해 선호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다음으로 반

사효과는 정 인 망에서의 선호가 부정 인 망에서의 선호와 거울

상처럼 반 로 나타나는 상으로, 인 액은 같고 부호만 반 인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이 거울상처럼 엇갈리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반사효과가 존재할 경우 이득과 련된 선택에서는 험회피 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손실과 련된 선택에서는 험선호 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마지막 특이 상은 고립효과로,결과가 표 되는 방식에 따라 선

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이다.이러한 고립효과를 통해 사

람들의 효용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최종 인 부의 크기가 아니라 부

의 변화라는 사실이 밝 졌다(이 구,2008).

이들은 이러한 특이 상들을 설명하기 해 망이론을 제시하 다.

p의 확률로 x를,q의 확률로 y를 얻는 한편 1-p-q의 확률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망을 (x,p ;y,q)로 표 할 때, 망의 가치 V는

V(x,p;y,q)= π(p)v(x)+ π(q)v(y)의 식으로 표 될 수 있으며,이러한

망이론 하에서의 효용을 나타내는 가치함수는 <그림 2-1>과 같다.

망이론의 식에서 V는 망에 해 정의되는 가치함수이고,v는 각 결과

에 해 정의되는 함수로 주 인 가치를 반 하며,π는 결정가 치를

나타낸다.이러한 망이론은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이 구,

2008;Kahneman& Tversky,1979).

첫 번째 특징은 거 의존성으로,특정 결과의 주 가치를 나타

내는 v의 가치가 최종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기 효용이론과는

달리, 망이론에서는 변화의 양상에 따라 해당 가치가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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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사람들의 효용에 향을 미치는 것은 최종 인 부의 크기가 아닌 부

의 변화이고,따라서 v는 거 을 기 으로 하여 이득을 보았는지 아니

면 손실을 보았는지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된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득과 손실에 한 태도의 비 칭성으로,사람들이

이득에 해 취하는 태도와 손실에 해 취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득의 역에서는 가

치함수 V가 오목하여 험회피 인 특징을 나타내는 한편,손실의 역

에서는 가치함수 V가 볼록하여 험선호 인 특징을 나타낸다.

셋째로 망이론은 손실회피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이는 동일한

크기의 액이라고 할지라도 손실에 따른 효용의 감소를 이득에 따른 효

용의 증가보다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특징은 민감도 체감성으로,이익이나 손실의 가치가 작을 때

에는 변화에 민감하여 손익의 작은 변화가 비교 큰 심리 가치의 변

동을 가져오지만,가치가 커지면 변화에 한 민감도가 감소하는 특징을

의미한다.

마지막 특징은 결정가 치 π가 갖는 특징으로,확률값이 아주 작을 때

에는 결정가 치가 확률보다 크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의 결과가 일반

으로 과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반 로 아주 높은 확률에는 과소가

치가 부여됨으로써 높은 확률의 결과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가치

손실 이득

� 출처:Kahneman& Tversky(1979),p.279.

<그림 2-1> 망이론의 가치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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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효용이론 망이론

식
Eu(x,p;1-p,y)

=p*u(x)+(1-p)*u(y)

V(x,p;y,q)

=π(p)v(x)+π(q)v(y)

함수 효용함수 가치함수

평가 기 최종 상태 거 비 변화

3)기 효용이론과 망이론의 비교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은 불확실성 하에

서의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 효용이론과 망이론이라

는 각기 다른 이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두 이론의 심 인 차이가 아래

<표 2-2>에 정리되어 있다.

먼 각 이론에서 다루는 기 효용과 망을 표 하는 방식에서 차이

가 존재한다.기 효용이론은 확률(p)과 효용(u)을 결합하여 기 효용을

나타내는 한편, 망이론에서는 확률 신 확률에 한 함수인 결정가

치(π)를 사용하고,효용 신 결과에 한 주 가치(v)를 활용하여 미

래 망이 갖는 가치를 표 한다는 차이를 지닌다. 한 어떠한 결과를

평가할 때 기 효용이론에서는 최종 인 상태에 의해 가치가 정해지는

반면, 망이론에서는 거 을 기 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한 요한 차이로 볼 수 있다.

<표 2-2>기 효용이론과 망이론의 비교

불확실성 하에서의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망이론은 아직까

지 형성 단계에 있어 정립된 이론이 많지 않은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외 으로 기존의 이론을 체할 만한 잠재력을 갖는 독자 인 이론이다

(이 구,2008).따라서 추후 살펴볼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이해하

는데 있어서 망이론의 특징들이 요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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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

1 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 인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고,이를 통해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행동경제학의

논의를 고찰하 다.

본 에서는 행동경제학 의사결정이론이 재무 인 역에 특화되어

발달된 행동재무학(Ricciardi,2006)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심 상인 융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살펴

보고,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이 발생하는 원인에 해 알아본 뒤,선

행연구들을 통해 다루어진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종류와 분류에

해 정리한다.

1.행동재무학과 심리 편향

1)행동재무학

앞서 살펴본 행동경제학 의사결정을 소비자의 재무 리행동,즉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활용하는 학문을 행동재무학

(BehavioralFinance)이라고 한다(Ricciardi,2006).행동재무학은 융

련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상들(anomaly)을 살펴보고,이러한

상의 원인을 심리 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는 분야로,이러한 시

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상 상들의 원인인 심리 편향들이 일시 인

것이 아니라 체계 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리 편향이 체계 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편향에 의해서 향을 받는 다는 것을 뜻한다.바꾸어 말하면 이는 의사

결정과 련된 문제의 속성에 기반하여 특정 편향을 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험 심리학의 범 한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체계 편

향들이 확인되었다(Hirshleifer,2001).즉,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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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나 상황에 의존 이기는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 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DeBondtetal.,2008;Gilovichetal.,

2002),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합리 의사결정자를 가정하는 통 재무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

운 다양한 상 심리 편향들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융소비자의

행동 의사결정을 다루는 행동재무학은 연구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Barberis& Thaler,2003)내지는 세 가지의 분야(DeBondtetal.,

2008)로 구성된다고 설명되는데,이들은 큰 틀에서 유사하게 악될 수

있다.

행동재무학이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고 본 Barberis와 Thaler

(2003)는 행동재무학을 차익거래의 한계를 다루는 역과 개별 의사결정

자의 심리를 다루는 역으로 분류하여 연구결과를 고찰하 다.차익거

래의 한계란 통 재무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실에서는 차

익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들로

구성된 분야이고,의사결정자의 심리는 사람들이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

이나 개인의 선호에서 발생하는 체계 인 편향들을 고찰하는 분야이다.

DeBondt등(2008)의 연구에서는 행동재무학의 분야를 세 가지로 분

류하기는 했지만 그 구성 내용이 차익거래의 한계,선호의 형성과 련

된 투자자 편향, 험과 수익에 한 행동 신념으로 구성되어,

Barberis와 Thaler(2003)의 연구에서는 한 분야로 통합했던 선호와 신념

에 련된 편향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방식 한 크게 자산

가격의 형성과 련된 부분과 투자자의 선호 신념과 련된 편향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본 연구에서는 Barberis와 Thaler(2003)의 분류

를 바탕으로 행동재무학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먼 행동재무학을 구성하는 첫 번째 축인 차익거래의 한계는 행동

자산 가격 결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시장의 효율성을 가정하는

통 재무이론에서는,합리 인 투자자들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정

확하게 처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주식의 실제 가격이 주식으

로부터 기 되는 미래 흐름의 재가치의 합을 의미하는 내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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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value)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이러한 상황에서는 험이

조정된 평균 수익률을 과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비합리 인 투자자들(noisetrader)로 인해 주식의 가격이

내재가치과 달라지기도 하는데, 통 재무이론에서는 이러한 가격의

일탈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 이유는, 재가치와 내재가

치 간의 괴리가 아무런 험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차익거래의 기회

를 제공하고,합리 인 투자자들은 즉시 이 기회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

에 주식의 가격이 즉각 으로 교정되어 내재가치와 같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행동재무학자들은 실에서는 차익거래를 수행하는데 험과 비

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론의 측과는 달리 가격의 교정이 즉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 가격의 내재가치로부터의 일탈이 지속된다고 주장

한다.즉,차익거래의 기회가 제한되어 주식 가격이 내재가치에서 멀어진

채로 오래 지속되는 상 자체가 투자자들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표

인 사례라는 것이다(Barberis& Thaler,2003;DeBondtetal.,2008).

실제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차익거래에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

짐으로써 투자자의 비합리 행태가 실증되었다(Froot& Dabora,1999;

Harris& Gurel,1986;Shleifer,1986).

다음으로 행동재무학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심리 분야는 크게 개인의

신념과 련된 측면과 선호와 련된 측면으로 구성되며,이를 바탕으로

융소비자의 행동 의사결정에 한 설명을 제공한다(Barberis &

Thaler,2003;DeBondtetal.,2008).

먼 신념의 측면에서는, 융소비자들이 어떻게 기 를 형성하는지와

련된 다양한 편향들이 다루어지고,이를 목록화 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된다.이 분야의 연구들은 개인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밝

내는 심리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작업들로 구성되며,이를 통해 왜

융 련 단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행동 선호란, 험과 수익에 한 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와 련해서는 통 인 기 효용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상들이

주로 다루어진다.이를 분석하기 한 틀로는 망이론,후회이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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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1(직 ) 시스템2(숙고)

로세스의

특징

자동 인 통제된

노력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연상 인 연역 인

빠른,평행하는 느린,순차 인

분명하지 않은 로세스 자각

숙련된 행동 규칙의 용

이론,자기통제이론 등이 있으며 앞서 살펴 본 망이론의 주요 특징들

이 이러한 행동 선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

(DeBondtetal.,2008).

본 연구는 은퇴 비과정 단계에서 작용하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

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앞서 살펴 본 융소비자의 행동

의사결정을 다루는 행동재무학의 두 가지 분야 ,자산 가격의 형성

과 련된 이례 인 상인 차익거래의 한계보다는 융소비자의 행동

의사결정을 소비자의 심리 특성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후자의

근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원인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러한 편향

이 발생하는 근본 인 원인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융소비자의 심

리 편향이 발생하게 되는 뿌리를 살펴 으로써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이해하기 한 기 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Kahneman과 Frederick(2002)은 심리 편향이 발생하는 원인이 두 가

지 형태로 구성된 인지 시스템과 련이 있다고 설명한다.이들은 인지

과정이 직 과 추론으로 불리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된다고 보

는 이 과정이론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 으며, 로세스의 특징과

로세스가 작동하는 내용에 따라 인지시스템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 다.이러한 두 가지 인지 시스템의 특징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두 가지 인지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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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가

작동하는 내용

감성 인 립 인

인과 성질 통계

구체 인,특정한 추상 인

형 집합

� 출처:Kahneman& Frederick(2002),p.51.

시스템1은 직 인 역으로,노력 없이 자동 으로,그리고 빠르게

단을 내린다.시스템2는 숙고하는 역으로 시스템1에서의 단을 검

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스템1에서 행해진 단을 지

지하거나,수정하거나,기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따라서 시스템1에서의

활동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통제된 환경에서 규칙을 용하는 신

한 작업이 진행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시스템1과 시스템2는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동 인 인지 과정과 통제된 인지 과정이 반응을 지배

하기 해 경쟁한다고 한다.이 때 시스템2가 시스템1의 직 인 단

으로 인해 발생한 편향이나 오류를 제 로 검토하지 못하고 기의 직

인상에 사로잡 있을 경우,결과 으로 단의 오류와 편향이 발생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즉,시스템1에서 빠르게 행해지는 직 이 매우

효율 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들은 실수를 범할 수 있고,이로 인해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리 편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Ricciardi(2006)와 Shefrin(2000)은 이러한 인지 요소 이외에도 감정

인 요소들이 개인의 경제 의사결정에 작용하여 심리 인 편향을 유

발한다고 보았다.Ricciardi(2006)는 행동재무학을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련된 인지 과정과 감정 인 동력을 통합하는 학문으로 보았고,

Shefrin(2000)에 따르면 인지 요소와 감정 요소는 각기 다른 방식으

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즉,인지 요소는 사람

들이 정보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향을 미치고,감정 요소는 사람들이

정보를 기록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방식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융소비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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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이러한 감정 인 요인들

을 처리하는 과정에 의해 의사결정 방식 행동수행 방식이 향을 받

고,이에 따라 심리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종류 분류

융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지 원인과 감정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Barberis& Thaler,2003;DeBondtetal.,2008;Vigna,2009;Huck&

Zhou,2011;Hirshleifer,2001).몇몇 연구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시도하 으며,

이러한 심리 편향의 유형 분류 기 은 크게 편향의 원천에 근거한 분

류와 편향의 결과에 근거한 분류로 나 어 볼 수 있다. 자의 근이

소비자의 특정 선택의 기 에서 작용하는 심리 편향의 근본 인 원인

에서부터 분류를 시작한다면,후자의 근은 편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

비자의 모습으로부터 분류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1)편향의 원천에 근거한 분류

Hirshleifer(2001)는 편향의 원천에 근거하여 심리 편향을 분류하 는

데,이러한 원천을 정보처리의 오류,학습의 한계(자기기만),감정과 자기

통제,사회 오류로 구분하여 심리 편향을 악하 다(<표 2-4> 참

조).그는 이러한 네 가지 기 이 단 의사결정의 편향에 해 통합

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이러한 체계가 실험을 통해

확인된 편향이 일반 메커니즘인지 아니면 조건 으로 발생한 상치

못한 결과인지를 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언 하 다.

첫 번째 편향의 원천은 정보처리의 오류로,이는 인지 자원의 제약

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해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휴리스

틱 단순화라고도 표 된다.이러한 정보처리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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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의 원천 심리 편향

정보처리의 오류

(휴리스틱 단순화)

가용성 효과,단서경쟁,닻내림 효과, 표성 휴리스틱,

보수성,부작 편향,심 회계,좁은 평가 틀, 거

효과,처리의 용이성 효과, 이 효과,

상유지 편향, 성 효과,후 효과,후회회피

학습의 한계

(자기기만)

과도한 낙 주의,매몰비용 효과,사후설명 편향,

자기과신,자기귀인 편향,행 로부터 유발된 태도 변화,

확증편향

리 편향으로는 가용성 효과,단서경쟁,닻내림 효과, 표성 휴리스틱,

보수성,부작 편향,심 회계,좁은 평가 틀, 거 효과,처리의 용이

성 효과, 이 효과, 상유지 편향, 성 효과,후 효과,후회회

피 등이 분류되었다.

두 번째 편향의 원천인 학습의 한계(자기기만)는 실제보다 자신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이러한 자기기만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도 개인이 편향된 단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쉽게 학습

할 수 없다고 한다.자기기만으로 인해 이미 유능하다고 느끼는 개인들

은 좀처럼 의사결정 과정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Einhorn&

Hogarth,1978).이러한 학습의 한계(자기기만)에 해당하는 편향의 유형

에는 과도한 낙 주의,매몰비용 효과,사후설명 편향,자기과신,자기귀

인 편향,행 로부터 유발된 태도 변화,확증편향 등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과 자기통제로 인한 심리 편향으로,감정이 시

간과 험에 한 선호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 편향이 이에 해당된다.이러한 심리 편향의 종류는 기분과 느

낌,모호성 회피,비일 인 시간선호, 곡형 할인,자기통제 문제가 있

다.

마지막 사회 오류의 유형은 자신이 아닌 외부에 의해 개인이 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 편향들로 구성되며,근본 귀인 오류,동

조효과,허 합의 효과가 이에 해당한다.

<표 2-4>편향의 원천에 근거한 심리 편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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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자기통제
기분과 느낌,모호성 회피,비일 인 시간선호,

곡형 할인,자기통제

사회 오류 근본 귀인 오류,동조효과,허 합의 효과

편향의 결과 심리 편향

[분류1]

(Vigna,

2009)

비

표

선

호

시간

선호
곡형 할인,자기통제 문제

험

선호

소유효과, 망이론의 특징:<민감도 체감,손실회피,

이득과 손실에 한 태도의 비 칭성,낮은 확률의

과 평가 높은 확률의 과소평가, 거 의존>,

좁은 평가 틀, 상유지 편향

사회

선호
사회 선호

비표

신념

가용성 휴리스틱, 표성 휴리스틱,자기과신,투사

편향

비표

의사결정

감정,메뉴 효과:<단순 분산,선택 회피,친숙함 선

호, 성 선호(효과),혼란>,사회 압력 설

득,제한된 주의, 이 효과

� 출처:Hirshleifer(2001)

2)편향의 결과에 근거한 분류

편향의 결과에 근거하여 심리 편향의 분류를 진행한 연구들

(Barberis& Thaler,2003;DeBondtetal.,2008;Vigna,2009;Huck&

Zhou,2011)은 개인이 심리 편향으로 인해 표 인 모습에서 벗어나

게 된다고 보았고,이와 같은 비표 인(Nonstandard)특성을 바탕으로

심리 편향을 분류하 다.심리 편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표 인

특성에는 비표 인 선호,비표 인 신념,비표 인 의사결정이 있

으며 각각의 연구는 <표 2-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러한 세 가지 특

성의 일부 혹은 부를 바탕으로 분류를 진행하 다.

<표 2-5>편향의 결과에 근거한 심리 편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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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Barberis&Thaler(2003) DeBondtetal.(2008)

선호

련 편향

모호성 회피, 망이론의

특징:<민감도 체감,손실회

피,이득과 손실에 한 태

도의 비 칭성,낮은 확률

의 과 평가 높은 확률

의 과소평가, 거 의

존>

근시안 손실회피,

손실회피,심 회계,

자기통제,후회회피

신념

련 편향

가용성 편향,낙 주의

희망사항,닻내림 효과,

표성 편향,보수성,사후설

명 편향,자기과신,자기귀

인 편향,확증 편향(믿음보

편향)

가용성 편향, 닻내림

효과, 표성 편향,

자기과신

[분류3]

(Huck
& Zhou,
2011)

선호의 형성 성,손실회피, 거 의존

의사결정의

오류

품질/가격에 한 잘못된 단,

희망하는 속성/수량에 한 잘못된 인식

먼 Vigna(2009)는 개인이 크게 선호,신념,의사결정의 측면에서

통경제학이 가정하는 표 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고 세 가지 차

원의 비표 인 특성을 바탕으로 심리 편향을 분류하 다.이 연구에

서는 심리 편향을 분류하고 각 편향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비, 융,범

죄,투표,자선 행 에 이르는 다양한 행동을 바탕으로 설명하 다.

비표 인 선호는 크게 시간 선호, 험 선호,사회 선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시간선호의 경우 비일 인 시간선호로 인해 야기

되는 곡형 할인과 자기통제 문제가 포함되었고, 험선호에는 소유효

과, 망이론의 특징,좁은 평가 틀, 상유지 편향이 분류되었다.마지막

으로 사회 선호는 통경제학의 측과는 달리 다른 사람을 고려해 의

사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선호를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인 비표 인 신념의 경우에는 표 인 경제학 모형에

서는 개인이 확률분포를 체 으로 올바르게 평가한다고 측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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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체계 으로 확률에 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반 하는 유형이다.이러한 네 가지 심리 편향은 작은

표본이 규모 표본의 통계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

하는 소수의 법칙과 련된 가용성 휴리스틱과 표성 휴리스틱,자기과

신,투사 편향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유형은 비표 인 의사결정과 련된 부분으로 이 유형에는

감정,메뉴 효과,설득 사회 압력,제한된 주의, 이 효과 등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다.이러한 의사결정에서의 편향은 사람들

이 주어진 효용과 신념 하에서 복잡한 극 화 문제를 푸는 신에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 원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앞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Barberis Thaler(2003)와 DeBondt

등(2008)은 크게 선호와 신념의 측면에서 심리 편향들을 분류하 다.

먼 선호와 련된 편향에서는 Barberis와 Thaler(2003)의 연구에서

는 Vigna(2009)의 연구에서 언 되었던 망이론의 특징에 모호성 회피

라는 심리 편향이 추가 으로 제시되었고,DeBondt등(2008)의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자기통제,손실회피 이외에 근시안

손실회피,심 회계,후회회피의 심리 편향이 추가 으로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신념과 련된 편향으로는 Barberis와 Thaler(2003)의 연구

에서는 앞의 연구에서 제시된 가용성 편향, 표성 편향,자기과신 이외

에도 자기과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자기귀인 편향과 사후설명 편향,낙

주의 희망사항,닻내림 효과,보수성,확증 편향(믿음보 편향)등

이 추가 으로 분류되었다.한편, DeBondt등(2008)의 연구에서는 신

념 련 편향으로 가용성 편향,닻내림 효과, 표성 편향,자기과신 등이

제시되었고 이는 모두 앞의 연구들에서 다루어 졌던 내용들이다.

마지막으로 Huck과 Zhou(2011)는 이상의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의 근

을 취하여 편향의 결과를 선호의 형성 측면과 의사결정의 오류 측면으로

구분하고 편향들을 분류하 으며 의사결정의 오류 유형에 제시된 품질

혹은 가격에 한 잘못된 단과 희망하는 속성 혹은 수량에 한 잘못

된 인식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심리 편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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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감독에 행동경제학을 용하는 방안을 고민한 국의 FCA(2013)

는 행동경제학으로부터의 통찰을 실제로 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심리 편향을 모두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

한 편향을 한 기 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와 감독자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융소비자의 은퇴 비 측면에서의 심리 편향을 보다 종합 인

에서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상의 연구를 토 로 융소비자

의 심리 편향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 으며,심리

편향의 내용 원천과 상황 맥락이 그것이다.

우선 편향의 결과보다 원천에 근거한 분류를 사용함으로써 융소비자

의 심리 편향을 발생 근원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를 보다 깊

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 편향을 포 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이에 따라 내용 원천

을 편향 분류의 기 하나로 채택하 으며,이러한 원천을 앞서 살펴

본 심리 편향의 근본 인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인지와 감정

(Ricciardi,2006;Shefrin,2000)으로 악하 다.

내용 원천 이외에도 상황 맥락에 따라 심리 편향을 개인 오류

와 사회 오류로 구분하 다.이는 개인이 필연 으로 한 개 이상의 조

직화되고 결속력있는 집단에 속하게 되며,이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집

단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Jeffrey & Putman,

2013), 융소비자의 경제 의사결정 역시 외부 환경의 향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는 을 반 한 것이다.그간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다룬 연구들이 이러한 사회 향을 완 히 무시해 온 것은 아니지만,

주로 편향 분류의 하 요인으로써 이를 다루어 왔다(Vigna,2009;

Hirshleifer,2001).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 오류를 나머지 심리

편향의 유형들과는 다른 차원의 기 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단하 다.사회 오류가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하 유형으로 기

능하기 보다는, 체 인 심리 편향을 그러한 편향이 발생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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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바탕으로 개인 측면과 사회 측면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

기 때문이다.즉,심리 편향이 융소비자 내부의 개인 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 오류에,개인 이외의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 오류에 속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기 을 토 로 마련한 융소비자의 심

리 편향 분류 매트릭스를 다음 <그림 2-2>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2-2>편향의 내용 원천 상황 맥락에 근거한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 분류 매트릭스

이상에서 마련한 본 연구의 분류 기 에 근거하여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유형화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분류 결과,상 으로 사

회 오류보다는 개인 오류로 설명할 수 있는 심리 편향이 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났고,감정 편향보다는 인지 편향에 속하는 심리

편향이 더 많았으며,이러한 두 가지 기 을 조합한 개인 오류-인지

편향에 가장 많은 심리 편향이 분류되었다.



-30-

상황 맥락

내용 원천
개인 오류 사회 오류

인지 편향

가용성 휴리스틱,과도한 추정,근시안 손실회피,

표성 휴리스틱,단서경쟁,닻내림 효과,

메뉴효과:<단순 분산,친숙함 선호, 성 선호,선택

회피,혼란>,보수성,부작 편향,소유효과,심 회계,

잘못된 단 인식(품질 편향,탐색 편향),

망이론의 특징:<결정가 치 특성,민감도 체감,

손실회피,이득과 손실에 한 태도의 비 칭성, 거

의존,제한된 주의>,좁은 평가 틀,처리의 용이성 효과,

이 효과, 상유지 편향( 성),후 효과,후회회피

동조효과(사회 압력,사회 향,

설득),사회 선호

감정 편향

감정(기분,느낌),낙 주의,매몰비용 효과,

모호성 회피,사후설명 편향,

곡형 할인(비일 시간 선호, 재편향),

자기과신,자기귀인 편향,자기통제 문제,

투사 편향,행 로부터 유발된 태도 변화,

확증 편향

근본 귀인 오류,비 실 낙 주의,

통제착각,허 합의 효과

<표 2-6>심리 편향의 내용 원천 상황 맥락에 근거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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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은퇴 비과정에서의 심리 편향

본 에서는 은퇴 비과정에 한 이론 논의를 살펴보고,은퇴 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 편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뒤,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되는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용 가능한 심리

편향에 한 논의를 정리한다.

1.은퇴 비과정에 한 이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행동을 단순히 ‘한다/안한다’로 이분법 으로

구분하지 않고,하나의 과정 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Noone등(2010)

은 은퇴 비를 이분형으로 측정하는 것의 한계 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

항을 지 하 다.첫째,이분형 척도로 은퇴 비행동을 측정할 경우 변별

력이 부족하여 단순히 은퇴 비 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

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충분성 등의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둘째로 이와 같은 이분형 측정도구의 특성들은 사람들이 계획하

는 다양한 방식들의 차이 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마지막으로

심리사회 계획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은퇴로부터 야기되는 심리 변화

와 사회 변화의 복잡성을 제 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지 하 다. 한

Prochaska와 Diclemente(1983)에 따르면 단계 인 근을 통해 특정 행

동을 악할 경우,이를 이분법 으로 살펴볼 때 보다 행 자의 인지 ,

심리 ,행 요인의 향력을 다층 으로 악할 수 있고,그 결과 행

동에 한 심층 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한다.따라서 은퇴 비행동을 이

분형 변수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악함으로써 이상에서 제시된 문제

들을 방지하고,이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하나의 과정으로 악한 Friedman과 Scholnick(1997)의 연구에

서는 계획 수행의 개념화가 이루어져 온 일련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발

달심리학의 측면에서 계획을 악하 다.이 연구에서는 계획을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해 인지 ,감정 ,동기 요소들이 함께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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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정의하 다.이들의 과정 이론에 따르면 계획은 크게 네 가지

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문제를 이해하고,목표를 설정하며, 비

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략을 마련한 후,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해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그림 2-3>에 이러한 과정이 제

시되어 있다.

� 출처:Friedman& Scholnick(1997)

<그림 2-3>계획의 과정이론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미래의 사건에

비하여 비하는 첫 단계는 문제에 한 정신 표상을 발달시키는 단계

로,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에 한 인식 이해가 발달하게 된다.이러

한 인식 이해가 생겨난 이후에는 미래에 한 목표를 설정하는 두 번

째 단계에 어들게 되고,다음 단계에서는 앞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

기 해 필요한 행동을 비하거나 착수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비를

시작하기로 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의 결정은 알맞은 시기를 의미하는

기(適期)와 해당 비행동에 한 인지된 효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행동들과 비교하여 해당 비행동의 우선순 를 평

가한다.마지막 단계는 비 행동을 수행하는 단계로,계획이 실행되고

필요할 경우에 수정되는 단계이다.

Noone등(2010)은 Friedman과 Scholnick(1997)의 계획의 과정이론을

활용하여 <그림 2-4>와 같이 은퇴 비행동을 과정으로 악하 으며

이를 측정하기 한 도구를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 출처:Nooneetel.(2010)

<그림 2-4>계획의 과정이론에 기반한 은퇴 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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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은퇴 비과정의 첫 단계는 앞서 문제의 이해에 해당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개인은 은퇴에 한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즉,구체 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 해 그려보고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다음 단계는 형성된 표상에 근거한 문제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은퇴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희망하는 은퇴 이후의 삶

을 보다 구체 으로 그려보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세 번째 과정

은 은퇴 비를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단계로,실행을 해 마음을 먹는

단계이다.이 단계에서는 스스로의 효능과 기(適期)에 한 의사결정

을 내려야하기 때문에(Friedman& Scholnick,1997)실제로 은퇴 비를

수행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은퇴 비를 실시하기에 한 시기

라고 생각하는지,은퇴 비보다 우선순 를 갖는 다른 과업은 없는지에

한 단을 수행하게 된다.마지막 단계는 실제로 은퇴 비를 수행하는

단계로 의도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은퇴계획을 건강을 진하고,재무 안정

을 가져다주며,성취감을 주는 라이 스타일과 은퇴기의 보람 있는 역

할을 제공하는 목표 지향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 고,이를 크게 재

무계획,건강계획,시간소비와 련된 라이 스타일 계획,역할과 련

된 심리 계획의 네 가지 역으로 분류하 다.이러한 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은퇴 비과정에서 재무 역과 비재무 역을 모두 아

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모든 역의

비에 기반이 되는 재무 역의 비를 보다 심층 으로 살펴보기 해

서,비재무 역을 제외한 재무 역의 은퇴 비(경제 은퇴 비)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즉,다양한 은퇴 비의 역 경제

인 측면의 비가 은퇴 이후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수 이기

때문에(나혜림·최 자,2013),이를 가장 기본 이고 요한 은퇴 비

역으로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은퇴 비행동을 은퇴 비의도로 악하고자 한

다.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심리 편향을 측정하기

해서는 실험 조작이 필요하며 이미 수행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조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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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가 분석 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개인

의 행동 의도는 행동의 선행 변수로 기능하기 때문에(Ajzen,1991),직

인 행동이 아닌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유용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2.은퇴 비과정에서의 심리 편향에 한 선행연구 고찰

은퇴 비행동에 한 통 경제이론의 가정에 따르면,소비자는 생

애 효용함수를 극 화하기 하여 자산을 축 하고 인출하며 이러한 과

정에서 유산에 한 고려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한 이들은 최 화 문

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으며,최 계획을 실행

할 충분한 의지력 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그러나 실

으로 경제학자들조차도 미래의 수익률,소득의 흐름,은퇴 계획,건강에

한 불확실성 하에서 최 축률을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휴리스틱이나 경험법칙을 이용해 문제

를 다루기 때문에 소비자의 은퇴 비행동에 체계 인 심리 편향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artzi& Thaler,2007).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의 과정 측면을 반 하여 심리 편향을 분

석하기에 앞서 우선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밝 진 은퇴 비행동에서의

심리 편향들을 은퇴 비의 과정을 반 하여 분류해 보았고,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분류 결과,은퇴 비행동에서의 심리 편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은퇴 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 발

생하는 심리 편향을 다룬 경우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Mitchell과 Utkus(2004)는 은퇴 비와 련된 의사결정을 은퇴 비

축의 주기에 따라 축 의사결정,투자 의사결정,인출 의사결정의 측면

에서 살펴보았으며 각 단계에서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 주의 경

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 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경제 주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검토하 다.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비하는 행동에

해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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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비 수행에서의 심리 편향

축

의

사

결

정

동조효과
동료의 은퇴 비 축 여부에 따라 축률이 달라짐

(Duflo& Saez,2002,2003,2004).

비 실

낙 주의

비 실 낙 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은퇴에 비한 경

제 비를 수행할 확률이 높음(임송하,2013).

선택과부하
투자옵션이 많이 제공될수록 연 가입률이 감소함

(Iyengaretal.,2004).

곡형 할인 재를 과 평가하고 미래의 이득을 과소평가하는

곡형 할인 성향의 존재와 자기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은퇴 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함(나혜림ㆍ최 자,2013;

Mitchell& Utkus,2004;Thaler& Shefrin,1981).

자기통제 문제

통제착각

자산을 연 으로 환하여 받는 것보다 자산으로 보유

하는 것을 통해 미래의 재무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 보험의 가입을 꺼림

(Brown,2007).

이 효과
정 이 이 부정 이 보다 종신연 가

입의사 정 향을 미침(주소 ,2012).

상유지 편향
자동등록 시스템의 도입으로 연 가입률이 증가함

(Choietal.,2002,2004;Madrian& Shea,2000).

투

자

의

사

결

정

가용성/ 표성

휴리스틱

과거 수익률에 의존하여 은퇴 포트폴리오를 운 함

(Benartzi& Thaler,2001;Mitchell&Utkus,2004).

낙 주의 은퇴자산을 자사주에 과도하게 투자함(Benartzietal.,

2004;Mitchell& Utkus,2002).자국 편향

닻내림 효과

거 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함(Mitchell&

Utkus,2004;Yakoboski&VanDerhei,1996).

연 화 의사결정이 닻의 제시 여부와 닻의 원천,닻의

수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주소 ·윤민재,2014).

사결정 축 투자 의사결정에 주목하여 이와 련된 심리 편향

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았다.이 때 축 의사결정은 은퇴 비를 수행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투자 의사결정은 은퇴 비 자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운용할 것인지와 련된 의사결정을 의미한

다.

<표 2-7>은퇴 비과정에서의 심리 편향에 한 선행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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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효과

은퇴 비 투자자산 배분시 1/n 략 조건부 1/n

략을 사용함(Benartzi&Thaler,2001,2007;

Huberman& Jiang,2006).

투자 안 주식형 펀드의 비 이 높을수록 은퇴 비

자산을 주식형 투자에 많이 배분함(Benartzi& Thaler,

2001).

연 련 선택시 표 선택안으로 제시된 보기를 가장

많이 선택함(Teppa& VanRooij,2012).

연 가입 서류의 기입란의 개수가 선택되는 펀드 개수

에 향을 미침(Benartzi& Thaler,2007).

상유지

편향( 성)

기여율 투자 안의 기본값을 고수함(Choietal.,

2002;Madrian& Shea,2000).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따르면,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의 축 의사결

정에 향을 미치는 심리 편향은 동조효과,비 실 낙 주의,선택과

부하, 곡형 할인,자기통제 문제,통제착각, 이 효과, 상유지

편향 등을 심으로 분석되었으며,투자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심리

편향은 가용성 휴리스틱 표성 휴리스틱,낙 주의,자국 편향,

닻내림 효과,메뉴 효과, 상유지 편향 등을 심으로 밝 져 왔다.

1)은퇴 비 축 의사결정에서의 심리 편향

(1)동조효과

소비자들은 은퇴 비와 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다른 사람들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uflo와 Saez(2002;2003;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비 축 의사결정이 동료에 의해 강해질 수 있음이

밝 졌는데,인구통계학 특성이 유사한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가 은퇴

에 비하여 축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매우 다른 축률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을 향한 커뮤니 이션이 개인의 축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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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졌다.

(2)비 실 낙 주의

타인에 비해 자신에게 정 인 사건은 더 많이 일어나고,부정 인

사건은 더 게 일어날 것으로 믿는 신념인 비 실 낙 주의

(Weinstein,1980)가 소비자의 은퇴 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밝 졌다.임송하(2013)는 비 실 낙 주의가 경제 은퇴 비

여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비 실 낙 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세

상을 실 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스스로에게 일어날 은퇴 후의 험 상

황에 해 더욱 잘 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밝 졌다.

(3)선택과부하

은퇴 비 축 의사결정에서 선택 안의 수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

편향도 존재하는데,보다 많은 선택이 제시될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했

던 통 경제이론의 가정과는 달리 Iyengar등(2004)의 연구에서는 근

로자들에게 제시되는 투자 옵션의 수와 가입률 간에 부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많은 투자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선택과부하를 가

져올 수 있음이 밝 졌다.즉,이러한 선택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

사결정자들은 복잡성에 의해 압도당하게 되면서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연 의 가입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곡형 할인

은퇴 비의 부족을 설명할 수 있는 표 인 심리 편향은 곡형 할

인이다(Mitchell& Utkus,2004). 통 인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할인율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반면,실제 소비자들은



-38-

가까운 미래에 해서는 높은 할인율을 용하고 먼 미래에 해서는 더

낮은 할인율을 용하는 곡형 할인율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곡형 할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미래의 이

득을 과소평가하고 재의 이득을 과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De

Bondtetal.,2008;Vigna,2009;Hirshleifer,2001,Mitchell& Utkus,

2004), 재의 소비를 시하여 당장 과소비하고 미래의 은퇴에 비하

여서는 축을 하지 않거나 게 축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5)자기통제 문제

소비자가 은퇴 비를 수행하지 못하는 직 인 이유로 곡형 할인과

함께 자기통제의 문제를 들 수 있다.이러한 자기통제의 문제를 설명하

기 해 Thaler와 Shefrin(1981)은 조직체의 주인- 리인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 용하 다.이들의 설명에 따르면,조직 내에 조직의 소유주

(owner)와 직 일을 수행하는 리자(manager)가 있듯이 한 개인의 내

부에도 계획자(planner)와 실행자(doer)가 존재하는데,계획자는 장기

인 에서 일생의 효용을 극 화하는 것에 심을 가지는 반면 실행자

는 철 하게 이기 이고 근시안 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자는 장기

인 을 기반으로 일생의 만족을 극 화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행동

하는 것은 근시안 인 실행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은퇴 비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된다.실제로,나혜림과 최

자(2013)의 연구에서는 성격 ,인지 ,동기 요인을 포함한 구조 모형

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자기통제 성향이 높을수록 은퇴 비행

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 졌다.

(6)통제착각

Brown(2007)은 통제착각의 개념을 이용하여 개인이 은퇴자산을 연

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 다.이 연구에서는 통제착각을 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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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 악하지는 않았고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제착각으로 악하 다.이 연구에서는 개인

이 자산을 연 으로 환하여 받는 것보다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을

통해 미래의 재무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 보

험의 가입을 꺼린다고 보았으며,이와 같은 생각이 실제의 통제력과는

무 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착각에 의한 연 화 기피 상으로 악하

다.

(7) 이 효과

통경제학에서의 합리 인 경제주체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에 따라서 선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융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그것이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 것

으로 밝 졌다.주소 (2012)의 연구에서는 종신연 에 한 이 을

설정하기 해 일시납 종신연 보험의 고를 목표 이 에 따라

정 이 과 부정 이 으로 나 어 제작한 뒤,그 효과를 분

석하 다.연구결과,연 보험 가입의 정 인 결과를 강조한 정 인

이 이 연 보험 미가입의 부정 인 결과를 강조한 부정 인

이 보다 종신연 가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종신

연 가입 련 의사결정이 소비자의 심리 인 편향에 의해 향을 받는

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8) 상유지 편향

국의 확정 여형 퇴직연 가입 황을 살펴 본 Benartzi와

Thaler(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연 이 근로자의 기여 없이 완

히 고용주의 지원에 의해 운용되는 이 을 지니고 이 연 에 가입하기

해서는 가입 신청의 행동만을 취하면 되는 경우에,가입 가격을 갖춘

근로자 약 51%만이 해당 연 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Choi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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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의 연구에서도 은퇴 연 의 가입이 근로자에게 분명하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도 약 40%의 근로자들이 연 에 가입하지 않거나 완 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여 을 납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근로자들이 은퇴 비 연 에 가입하기 해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opt-in)을 바꾸어서 기본 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입을 철회할 권리를 갖도록 하자(opt-out),가입률

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Choietal.,2002,2004;

(Madrian& Shea,2000).이는 특별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재

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려 하는 경향인 성 상유지 편향

(Kahnemanetal.,1991;Samuelson& Zeckhauser,1988)에 의한 결과

로,이러한 심리 편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처음의 기본 옵션(default

option)이 어떻게 제시되는지와 련 없이 이를 지속 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2)은퇴 비 투자 의사결정에서의 심리 편향

(1)가용성 휴리스틱 표성 휴리스틱

Benartzi와 Thaler(2001)의 연구에서 과거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5분 로 구분하여 자사주 투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성과가 가장

좋았던 분 에 속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기여 의 40%를 자사주에 투

자한 반면,성과가 가장 나빴던 회사들의 근로자들은 기여 의 10%만을

자사주에 투자한 것으로 밝 졌다.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과에 의존하는 경향

으로 인해 자사주에 한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 다.이처럼 소

비자들은 은퇴 비 자산을 운용할 때, 험보다는 과거의 성과에 의존하

여 포트폴리오 련 결정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이를 가용성 휴리

스틱과 표성 휴리스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1-

가용성 휴리스틱은 특정 사건의 확률을 평가할 때,그것의 발생을 머

릿속에 얼마나 쉽게 떠올려 단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

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표성 휴리스틱이란 A가 B라는 집단에 속할 확

률을 측할 때,A가 B를 얼마나 잘 표하고 있는지에 근거하여 단

을 내리는 방식을 의미한다(Vigna,2009).이러한 가용성 휴리스틱과

표성 휴리스틱이 존재할 경우 소비자는 표 이지 않은 일부 결과에 의

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도한 추정 경향을 보일 수 있다(FCA,

2013).

즉,소비자는 가용성 휴리스틱과 표성 휴리스틱으로 인해 과거의 성

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거 성과에

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고,과거의 성과가 회사의 성과를 표한다고

생각하여 과거 수익률에 의존하여 은퇴 비 자산을 구성하는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2)낙 주의 자국편향

은퇴 비 자 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한 의사결정과 련된

통 경제이론의 설명에 따르면,합리 인 투자자들은 수익은 최 화하

면서 험은 최소화하기 해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한다.즉,이들은

험과 수익을 최 화하는 효율 자산의 조합을 추구한다고 가정되며,포

트폴리오를 충분히 다각화하는 것을 통해 험을 제거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에서의 소비자들은 평균과 분산을 합리 으로 계산할 수 있

는 능력이 부족하고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다각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은퇴자산을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은퇴자산을 충분히 분산투자하지 못하고 편향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의 표 인 사례가 될 수 있다.Mitchell과 Utkus(2002)의 연구에 따

르면 401(k)가입자 1,100만명 이상이 자사주에 20% 이상을 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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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들 5백만 명은 60%가 넘는 액을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단일 주식이 둘 이상의 주

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험 수 이 크고,Enron이나 WolrdCom

의 사례처럼 회사가 산할 경우 근로자들은 직장과 은퇴 비 자산을 동

시에 모두 잃게 된다는 에서 험한 의사결정이다.

이와 같은 험에도 불구하고 은퇴자산을 자사주에 과도하게 배분하는

이유는 낙 주의 자국 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연구 결과,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다양한 주식들로 구성

된 포트폴리오보다 덜 험하다고 낙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artzietal.,2004; Mitchell& Utkus,2002).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려는 편향을 의미하는 자국 편향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자사주에 한 선호를 설명할 수 있다.즉,소비자들

은 친숙한 것에 해 더 잘 안다고 느끼는 경향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친

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본인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되

는 것이다.

(3)닻내림 효과

은퇴 비 투자를 한 자산배분 결정이 기값에 크게 좌우되는 상

한 존재하는데,이를 닻내림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닻내림 효과란,

기의 생각이나 수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추론을 수행하는 상으로,

이러한 닻내림 효과가 존재할 경우 의사결정자들은 비합리 이고 실제와

는 괴리가 큰 추론을 내리게 된다(Barberis& Thaler,2003;DeBondt

etal.,2008).

은퇴 비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는 기의 자산배분 상태가 거 이

되어 닻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융소비자들은 기의 자산

배분 상태를 참고하여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Mitchell

과 Utkus(2004)에 따르면 2003년 VanguardGroup의 고객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과거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 연 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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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그 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보다 20% 이상을 주식에 더 투자하

고,이를 거 으로 삼아 주식에 한 보다 많은 투자를 지속 으로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koboski와 VanDerhei(1996)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401(k)참여자의

행동을 바탕으로,소비자들이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양한 축 거 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 냈다.연령과 소득 수 이 높은 근로자들은 허용

가능한 최 치를 거 으로 삼고 은퇴 비 축을 수행하는 한편,더

어리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지원을 완 히 다 받을 수 있

는 조건 만큼의 액을 거 으로 설정하여 은퇴 비 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국내에서는 닻내림 효과를 바탕으로 연 화 의사결정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주소 과 윤민재(2014)의 연구에서는 연 화 의사결정

을 연 수령 임과 연 가입 임으로 나 어 기값으로 주어지는

값이 의사결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다.이 연구에서는

닻을 원천에 따라 문가 제공 닻과 일반인 제공 닻,수치에 따라 높은

수치의 닻과 낮은 수치의 닻으로 나 어 조건을 형성하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 다.그 결과,높은 수치의 닻이

제시된 경우 아무 닻도 제시되지 않았을 때보다 연 화 비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반 의 경우도 성립하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연 가입

임에서는 문가가 제공하는 닻에 의한 닻내림 효과가 일반인이 제

공하는 닻에 의한 닻내림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메뉴 효과

은퇴 비 자산의 운용 방법에 한 의사결정은 투자안의 메뉴가 어떻

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큰 향을 받기도 한다.즉,선택안의 구성에 의해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지는 메뉴효과를 토 로 다양한 은퇴 비 투자 의

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

메뉴 효과의 표 인 사례로 n개의 투자 옵션이 주어졌을 때 모든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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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동일하게 자산을 배분하는 1/n휴리스틱을 사용하는 행동을 들 수

있다(Benartzi& Thaler(2007).이를 단순 다각화 편향이라고도 부르는

데,Benartzi와 Thaler(2001)의 실험에서는 은퇴 랜에 있어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주식형 펀드와 밸런스 펀드(주식과 채권에 반씩

투자하는 펀드),채권형 펀드와 밸런스 펀드의 조합으로 구성된 세 가지

경우의 투자 안을 제시한 결과,두 가지 펀드를 50:50의 비율로 조합

하는 경우가 처음 두 가지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마지막

경우에서 한 간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많은 경우에 해당 분배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1/n의 휴리스틱이 용의 용이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

로 활용된다는 연구 결과 한 존재하는데,Huberman과 Jiang(2006)의

연구에서는 100이 제공되는 투자 안의 수로 나 어떨어질 때는 1/n휴

리스틱을 사용하지만,그 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의 사용이 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투자 안이 두 개나 네 개로 주어졌을 경우

에는,37%와 64%의 사람이 1/n분배 략을 사용한 한편,투자 안이

세 개로 주어져 100을 기 으로 완벽하게 나 어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8%의 사람들만이 해당 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주로

50%,25%,25%와 같이 산술 으로 간단한 분배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

로 밝 졌다.연구자들은 이를 ‘조건부 1/n규칙’이라고 명명하 다.

한 투자 안 주식형 펀드가 차지하는 비 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한 집단의

근로자에게는 네 개의 주식형 펀드와 한 개의 고정 수익증권으로 구성된

투자 안을 제시하고,다른 집단의 근로자에게는 한 개의 주식형 펀드

와 네 개의 고정 수익증권으로 구성된 투자 안을 제시한 결과,네 개

의 주식형 펀드를 제시받은 집단은 68%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반면,

한 개의 주식형 펀드만을 제시받은 집단은 43%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실험 결과를 실제의 사례에 용하여 검증하

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Benartzi& Thaler,2001),각 집단

에게 제시되는 주식형 펀드의 상 인 수는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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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밝 졌다.

한편,Teppa와 VanRooij(2012)는 안의 보기를 내용(label)으로 제시

하 을 경우와 숫자로 제시하 을 경우에 응답자의 연 련 선택이 달

라지는지를 분석하 다.내용의 보기에는 표 선택안을 포함하여 제시

한 결과,DC형 연 의 기여율 설정에 있어서 표 선택안이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제시된 숫자가 얼마나 큰지,보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질문이 어떤 순서로 제시되는지와 계없이 응답자

들은 연 의 기여율 설정에서 표 선택안으로 제시된 보기를 고르는 경

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이러한 보기가 숫자로 표 되었을 경

우에는 선택되는 비 이 표 선택안으로 제시되었을 때에 비해 어드

는 것으로 밝 졌다.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의사결정이 복잡할 경우

에 표 선택안으로 제시된 보기를 고르는 것과 같이 단순한 경험법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 다.

한 연 에 가입하기 해 작성하는 등록 서류에 제시되는 의 개수

가 선택되는 펀드의 숫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artzi와

Thaler(2007)의 실험에서 참가자를 두 개의 집단으로 나 뒤 두 집단에

게 모두 가상의 여덟 개의 펀드를 제시하되,한 집단에게는 네 로 구

성된 가입 서류를 제시한 후 클릭만으로 쉽게 을 추가할 수 있다는 안

내 메시지를 제공하고,두 번째 집단에게는 여덟 로 구성된 등록 서류

를 제시한 후 선택 결과를 비교하 다.그 결과,단순한 클릭만으로 의

개수를 늘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집단에서는 단지 10%의

참가자만이 네 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하 고,여덟 의 작성 양식을 제

공받은 사람들은 40% 이상의 사람들이 네 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5) 상유지 편향

자동가입과 련된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융소비자들은

은퇴 비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본 옵션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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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즉,이들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기 한 휴리스틱으

로써 극 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안

인 기본 옵션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고,주어진 기여율이나 투자

방법을 그 로 따르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일단 기본 옵션을 선택하

고 나면, 부분의 융소비자들이 기여율이나 투자 안을 자신의 상황

에 맞게 극 으로 조정하지 않고,기본 옵션을 지속 으로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oietal.,2002;Madrian& Shea,2000),이는 상

유지 편향의 결과이다.

이처럼 소비자는 성과 상유지편향에 의해서 의사결정에 수동 으

로 참여하게 되고,이로 인해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가장 쉬

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소 항경로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이러한 모습은 은퇴 비 투자 련 의사결정에서 나

타는 불완 한 합리성을 지닌 경제 주체의 모습을 반 한다고 볼 수 있

다.

3.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용 가능한 심리 편향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은퇴 비행동에서의 심리 편향

을 다룬 부분의 연구들은 은퇴 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을 맞추

어 은퇴 비행동을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수행 방법을

바탕으로 악해 왔다.이러한 근도 실질 인 은퇴 비행동의 수행의

측면을 악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은퇴 비행동의 과정 특징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은퇴 비행동의 과정 인 측면을 악하여 이에 한 이해를 심화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편향의 내용 원천과 상황 맥락의 유형 분

류 기 을 토 로 마련한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심리 편향 ,은

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로 확장하여 용할 수 있고,유용한 함의를 제

공할 것으로 단되는 네 개의 심리 편향을 선택하 다.우선 기존의

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 밝 진 심리 편향을 본 연구의 분류 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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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류 사회 오류

인지

편향

가용성/ 표성 휴리스틱,

닻내림 효과,선택과부하,

메뉴효과, 이 효과,

상유지 편향

동조효과

감정

편향

낙 주의, 곡형 할인,자국

편향,자기통제 문제
비 실 낙 주의,통제착각

맞추어 유형화해보면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기존 연구를 통해 밝 진

은퇴 비 수행에서의 심리 편향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표 2-8>의 내용을 토 로 하여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용 가능한 다양한 심리 편향 개인 오류-인지 편향

유형에서 이 효과,개인 오류-감정 편향 유형에서 곡형 할

인,사회 오류-인지 편향 유형에서 동조효과,사회 오류-감정

편향 유형에서 통제착각을 분석 상으로 선택하 다.본 연구에서 주목

한 심리 편향에 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이 효과

이 효과란 동일한 문제에 한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응

답자의 의사결정 문제에 한 인식과 단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선호가 역 되는 상은 통경제

학에서 가정하는 합리 인 인간의 선호의 일 성에 배되는 것으로,개

인의 심리에 의해 향을 받는 편향이다(Tversky,& Kahneman,1981).

이 효과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 편향으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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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에 해당하며,다른 사람과의 향을 주고받기 보다는 개인의 인지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 편향으로 개인 오류-인지 편향 유

형으로 악할 수 있다. 한 이 효과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메시지 이 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틀을 형성할 수 있으

며 이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한 가능해 진다.

Levin과 Gaeth(1998)는 이 효과를 다룬 연구들을 통합 으로 고

찰하기 해 메시지 이 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이

러한 유형은 험선택 이 ,속성 이 ,목표 이 으로 구성

되며 각 유형에 따라 이 의 상 향을 미치는 상, 상의

측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먼 , 험선택 이 은 각기 다른 험수 을 지닌 옵션 집합을

이 하여 험 선호에 향을 미치는 유형으로, 험 이 의 효

과를 측정하기 해서는 험이 결부된 선택안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이러

한 험선택 이 효과는 이 효과를 체계 으로 연구하기 시

작한 Tversky와 Kahneman(1981)의 연구에서 질병 문제에 한 선택을

바탕으로 최 로 검증되었다.즉,질병 문제에 한 선택을 생존이라는

정 인 용어로 묘사할 경우와 사망이라는 부정 인 용어로 묘사할 경

우에 두 가지 경우 선택의 기 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이득과 련

된 정 이 상황에서는 험을 회피하던 응답자가 손실과 련

된 부정 이 상황에서는 험을 추구하는 선호 역 의 상을 보

이는 것으로 밝 졌다.

두 번째로 속성 이 은 물건이나 사건의 속성 혹은 특징을 이

하여 항목의 평가에 향을 미치는 유형으로,항목에 한 매력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즉,속성 이 효과를 측정하기 해서

는 독립 인 선택안 사이에서의 선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해당 항

목에 한 평가의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속성 이 의 표 인 사

례는 피험자들에게 고기를 시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의 맛과 품질 등

을 평가하게 한 결과 75% 살코기라고 표 된 고기가 25% 지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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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된 고기보다 더 기름이 고 맛있으며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연구 결과이다(Levin& Gaeth,1988).이와 같은 속성 이

효과는 동일한 내용을 성공률과 실패율,생존율과 사망률로 각기 다

른 속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 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부정 속성 이 보다 정 속성 이 이 더 호의 인

평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 졌는데,Levin과 Gaeth(1998)는 이러한

상의 원인을 정 인 속성 이 이 정보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기

억 내 호의 인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으로 설명하 다.

이 의 마지막 유형은 목표 이 으로,이는 특정 상황이나 행

동에 한 평가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개인이 채택할 목표에 향을 미

치기 해 결과나 행동의 함축 목표를 이 하는 것을 뜻한다.이

러한 목표 이 은 특정 행동을 채택하는 정도,혹은 호의 으로 평

가하는 정도에 해 설득의 효과를 지니게 되며 주로 행동을 채택하는

비율로써 효과가 측정된다.이와 같은 목표 이 에서 정 이

은 잠재 인 이득이나 가치를 얻는 것에 주의를 집 시키는 유형이고,

부정 이 은 잠재 인 손실을 막는 것에 주의를 집 시키는 유형

이다.목표 이 의 가정에 따르면 두 가지 이 유형 모두가 특

정 이슈에 한 평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은 동일하지

만,어떠한 이 이 보다 강력한 강화 기제가 되는지에 차이가 있다

고 한다.따라서 목표 이 은 설득 커뮤니 이션에서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으며,설득메시지가 특정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 인 결과를 강조하는 경우와 특정 행동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부정 인 결과를 강조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설득 효과가

극 화되는지에 해 심을 지닌다.

이러한 목표 이 은 건강 련 설득 메시지에서 주로 검증되어 왔

다.Meyerowitz와 Chaiken(1987)의 유방암 자가 진단과 련된 연구에

서는,유방암 자가진단을 할 경우 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증가한

다는 표 을 통해 자가 진단의 정 인 결과를 강조했을 때 보다,유방

암 자가 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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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을 바탕으로 자가 진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정 인 결과를

강조했을 때 유방암 자가진단에 한 행동 참여가 증가하여 부정 목표

이 이 보다 설득 인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밝 졌다.한편,피부암

방을 해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권장하는 설득 메시지의 구성에

있어서는 정 인 목표 이 이 부정 인 목표 이 보다 효과

이라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 다(Saloveyetal.,2002).

융소비자의 의사결정과 련해서 이 효과를 다룬 연구는 소비

와 투자 의사결정 은퇴 비 의사결정과 연결지어 이를 살펴 본 연구

가 존재한다.메시지 이 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Ganzach와 Karsahi(1995)의 연구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

우의 부정 인 결과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의

정 인 결과를 강조하는 메시지보다 효과 인 것으로 밝 졌다.즉,

이나 수표에 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 인 상황에

한 설명을 들은 소비자가 반 의 경우보다 신용카드를 보다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 의사결정에서 작용하는 이 효과의 경우에는 정보의

제시 방식에 따라 융투자 상품에 한 선호가 달라지는지를 심으로

검증되었다.연구 결과, 융소비자들은 변동 수익률을 바탕으로 표 된

높은 불확실성 임으로 제시된 안보다 고정 수익률을 바탕으로 표

된 낮은 불확실성 임으로 제시된 안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밝

졌다( 호성·총완천,2015). 한 정용주와 주소 (2013)의 연구에서는

융상품 고의 속성이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주식형 펀드 축 상

품의 가입의사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 는데,속성 이 을 수익성

속성을 강조한 이 과 안정성 속성을 강조한 이 으로 나 어

분석을 실시하 다.연구 결과,수익성 이 에 노출된 응답자의 펀드

가입 의사가 안정성 이 에 노출된 응답자의 가입 의사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융소비자의 투자 의사결정이 이 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심 상인 은퇴 비행동의 맥락에서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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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주소 (2012)의 연구를 통해 정 메시지가 부정

메시지보다 종신연 가입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 진

한편,은퇴 비의 과정 측면에서는 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왔

다.

이 효과는 소비자가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목표

를 설정하고 비를 결정하며 수행하고자 하는 정도에 모두 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편향으로,은퇴 비와 련된 메시지를 어떻게 이

하는지에 따라서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 을 경우 과연 은퇴 비과

정의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향을 받는지, 향을 받을 경우 각 단

계 별로 차이는 없는지 등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이 목표 이 을 활

용하여 은퇴 비과정에서의 심리 편향을 검증하고자 한다.그 이유는,

먼 은퇴 비행동 자체가 은퇴 비의 과정에 걸쳐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목표지향 성격을 지닌 행동이기 때문에 목표 이 방식을

통해 은퇴 비의 결과를 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 이 궁극 으로 소비자의 은퇴 비를 효과 으로 증진시키

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어떠한 유형의 이 이 보

다 효과 인지를 검증하여 설득 커뮤니 이션을 한 기 자료를 마련

하기 해 목표 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곡형 할인과 시간 거리 지각

본 연구에서는 곡형 할인과 시간 거리 지각이 모두 소비자의 시간

에 한 선호와 지각을 반 한다는 에서 두 변수가 한 련을 맺

고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따

라서 곡형 할인과 함께 이와 한 련을 지녀 상호작용 효과를 나

타낼 것으로 상되는 변수로 시간 거리 지각을 선정하고 두 가지 개

념을 모두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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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형 할인

곡형 할인은 재편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심리 편향으로 사람들

이 시 간 의사결정을 할 때 즉시 획득할 수 있는 결과에 과도한 가 치

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O'Donoghue& Rabin,1999;Thaler,1981;

Zauberman,2003).이는 개인의 시간 선호와 련된 심리 편향으로,

개인 인 맥락에서 발생하고,감정이 시간에 한 선호를 형성하는데 있

어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Hirshleifer,2001),개인 오류-감

정 편향으로 악하 다.표 경제이론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계없

이 할인율이 일 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반면,개인이 곡형 할인을

보유할 경우 실 세계에서 이러한 가정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실제로

시 간 선택에 한 여러 실험 연구(Loewenstein & Prelec,1992;

Fredericketal.,2002)를 통해 먼 미래에 비해 가까운 미래의 가치일수

록 더 높은 할인율이 용된다는 것이 밝 졌으며,이러한 할인 방식을

곡형 할인이라고 부른다.

Thaler(1981)의 실험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찰되었다.이 실험에서 참

가자들에게 재 15달러를 얻는 것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않는 한 달

후와 10년 후의 액을 제시하도록 요구하 을 때,참가자들의 응답의

값은 각각 20달러와 1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연간 할인율

로 환산하면 각각 345%와 19%로, 재로부터 먼 미래의 가치일수록 더

낮은 할인율을 용한다는 것이 밝 졌다.

한 이 연구에서는 오늘 사과 한 개를 받는 것과 내일 사과 두 개를

받는 것 에서는 오늘 사과 한 개를 받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1년 후

사과 한 개를 받는 것과 1년 1일 후 사과 두 개를 받는 것 사이에서는

후자를 선택할 경우, 곡형 할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단하 다.즉,

각각의 안 내에서 선택안 간의 시간 거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선

호의 역 을 보이는 사람들은 재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즉시

이용 가능한 안을 보다 선호하는 곡형 할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라고 볼 수 있다.비슷한 맥락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늘의 100달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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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110달러 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부분 오늘의 100달러

를 선택하는 한편,30일 후의 100달러와 31후의 110달러 간에 의사결정

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31일 후의 110달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

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 다(Loewenstein& Prelec,1992).

이와 같이 곡형 할인을 사용하는 비일 인 시 간 선호는 자기통

제의 문제를 야기한다.즉, 곡형 할인을 하는 사람들은 먼 미래의 큰

이익보다 가까운 미래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며 이러한 성향은 장기 인

목표의 달성을 해 단기 인 이익을 포기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통제의 문제로 이어진다(Mitchell& Utkus,

2004).먼 미래의 결과를 평가할 때,개인은 인내할 수 있고,운동, 연,

구직과 같은 장기 인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미래가 가까워질수록

할인율이 더 커짐으로써 스스로의 계획을 무시하고 폭식,흡연,기존의

직업에 안주하기 등 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다.이러한 특징을 지닌 선호는 시간 비일 성을 야기하며 이와 같은 비

일 인 시간 선호는 시 간 선택을 요구하는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 향을 미칠 수 있다(Vigna,2009).

특히 은퇴 비행동은 장기 인 차원에서 미래의 은퇴 후를 비하기

해 재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으로 시 간 선택에 해당되

며,안정 인 은퇴생활을 한 은퇴자 의 마련이라는 장기 인 목표를

달성하기 해 즉각 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

다는 에서 곡형 할인의 향을 받게 된다.이러한 곡형 할인은 직

으로 은퇴 비를 수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그 이 단계에서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목표를 설정하며,당장 은퇴 비를 수행하기

로 마음을 먹는 정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로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곡형 할인을 바탕으로 은퇴 비행동을 설명한 연구들

은 이를 실증 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개념 으로 은퇴 비가 부족한 원

인을 곡형 할인에 근거하여 설명하는데 을 맞춰왔다. 를 들면,

곡형 할인을 다룬 그간의 연구들은 융소비자의 소비와 은퇴 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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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측면에서 곡형 할인 성향이 과다한 신용카드 부채와 은퇴

비 부족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Laibsonetal.,2000;Mitchell

& Utkus,2004). 곡형 할인을 하는 소비자들은 오늘 당장 무언가를 구

매함으로써 얻는 보상을 미래의 지불로 인한 불쾌감을 할인한 것 혹은

지연된 미래의 소비로 인한 보상 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에 과다하게 신

용카드를 사용하게 되고,은퇴를 비하는 신 재 소비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조재욱(2015)은 소비의사결정의 맥락에서 곡형 할인이 첨단 제

품의 구매지연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기도 하 다.이 연구

에서는 곡형 할인 성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매지연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측하 으며 연구 결과, 곡형 할인 성향이 없는 소비자가

곡형 할인 성향이 있는 소비자보다 구매지연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곡형 할인과 은퇴 비 의사결정 간의 계에 한 실증 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을 고려할 때, 곡형 할인 성향을 직 측정하여 이러한

성향이 은퇴 비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검증에 있어서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해당 향이 어떻

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시간 거리 지각

해석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 거리는 사람마다 다

르며 인지 인 해석에 이와 같은 거리 지각이 작용함으로써 결과 으로

사물에 한 평가 의사결정이 거리 지각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Trope& Liberman,2003;Liberman& Trope,1998).이러한 심리

거리는 시간 거리,공간 ,거리,사회 거리로 구성되는데,본 연

구에서는 은퇴 비와 련된 의사결정이 시 간 선택이기 때문에 세 가

지 유형의 심리 거리 시간 거리에 의해 많은 향을 받을 것으로

상하여 이를 심으로 고찰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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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수 이론에 따르면,시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가까운 경우보다

상 수 의 특성과 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추상

이고 심 인 정보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하고 사건의 바람직성에 더

을 맞추는 반면,시간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하 수 의 특성과

련된 정보를 토 로 구체 이고 주변 인 정보에 의해 더 큰 향을

받으며 사건의 실행가능성에 을 맞춘다고 한다(Trope& Liberman,

2000).즉,구체 인 실행가능성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먼 미래의 사건에

해서는 목표와 같이 추상 인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람직성에

을 맞추어 “왜(why)”와 련된 표상을 형성하는 반면,가깝게 지각

되는 사건에 해서는 추상 인 특성보다는 세부 인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행가능성에 을 맞추어 “어떻게(how)”와 련된 표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에 한 지각에 따라서 해석수 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

일한 사건일지라도 소비자들이 해당 사건에 한 시간 거리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활용하거나 다른 특성에 을

맞추게 되고,그 결과 동일 사건에 해 각기 다른 개별 인 심리 표

상을 형성하게 된다(Trope& Liberman,2000).즉,시간은 사람마다 다

르게 지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은 과제에 한 선호도,동기 부여,

목표 추구 략 등에 향을 미치게 된다(Leeetal.,2011).

한편,시간 거리 지각에 따라 형성되는 표상과 해석수 이 다를 뿐

만 아니라,미래결과의 가치에 한 평가 한 달라지게 된다.앞서 곡

형 할인에서 살펴보았듯이 곡형 할인 성향을 보유할 경우, 재로부터

가까운 미래의 결과는 가치가 격하게 할인되다가 재로부터 시간

거리가 멀어질 수록 가치의 할인 수 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Read,

2001;Scholten& Read,2010).이에 따라 재 내리는 의사결정의 결과

가 지 으로부터 먼 시 에 시간 으로 지연되어 나타날 것으로 상될

수록,즉 특정 사건에 한 시간 거리를 멀게 지각할수록 결과의 가치

할인이 기에 격하게 진행된 후 차 완만해져 소비자는 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보상 신 당장의 작은 보상에 더 쉽게 설득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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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시간 거리 지각이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로 소비 련 의사결정 은퇴 비 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고찰한 연구가 존재한다.김경민 등(2009)은 제품을 구매한 시기와 사용

하는 시기 간의 시간 거리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그 결과,시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제품의 구매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시간 거리가 소비자의 소비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한편 김경욱(2010)은 주 인 수 의 시간 거리 지

각을 측정하여 이러한 거리 지각에 따라 실제로 해석수 이 달라지는 지

를 검증하 는데,그 결과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주

으로 가깝게 지각하는 학생은 낮은 해석수 을 보 고,멀게 지각한

학생은 높은 해석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수 이론이 지지되

었다.한편,이 숙과 주소 (2014)의 연구에서는 시간 거리가 은퇴

비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연구 결과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이 은퇴 비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 졌

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작용하는 곡형 할인의

향을 검증하는 동시에 이러한 향이 소비자의 은퇴에 한 시간 거

리 지각에 의해 조 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곡형 할인은 시간에

한 비일 인 선호를 표하는 심리 편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

은 소비자가 시간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한 련을 맺고 소비

자의 은퇴 련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즉, 곡형 할인

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해 부여하는 할인율이 다른 상을 의미

하기 때문에,소비자가 은퇴까지 남은 시간 거리를 가깝거나 멀게 지

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곡형 할인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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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조효과

동조효과는 다른 사람의 의견 단과 행동에 동조하려는 경향을 의

미한다(Asch,1956).이러한 동조효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

되며,타인으로부터의 향이 인지 인 단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사회 오류-인지 편향으로 분류하 다.Deutsch와 Gerard(1955)는 동

조효과의 동기를 규범 향과 정보 향의 두 가지 차원으로 악하

다.규범 향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기 에 순응하고자 할 때 발생

하는 한편,정보 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실을 반

하는 지표로써 수용할 때 발생하게 된다.즉,규범 향은 개인의 심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 승인을 받고,다른 사람과 사회 조화를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조하는 것을 나타낸다면,정보 향은 개

인이 정확하고 타당한 단을 내리기를 원할 때 다른 사람의 지 정

보에 의존하여 동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Asch(1956)의 실험은 사람들의 동조 성향을 잘 보여 다.이 실험에서

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세 가지 길이의 선 보기에 제시된 것과 같은

선을 고르도록 하고 실험 참가자로 가장한 실험 조자들이 일부러 동일

하게 틀린 답을 내놓자,실험 참가자들이 이러한 타인의 틀린 답에 동조

하는 모습을 보 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은 개별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구

성원과 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즉,개인은 체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하 집단에 소속되어 생활하게 되며 특정 집단을 거집단으로 삼

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은 타

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self)에 한 개념을 사회 으로 구성하게

된다(Markus& Kitayama,1991).이와 같은 사회 인 특성으로 인해 개

인의 자기 인식에 근거한 자기 표상은 문화의 향을 받게 되고

(Singelis,1994),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타인의 계,자신이 소속된 집단

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따라 스스로에 한 인지와 단이 달라지며

(Brewer& Chen,2007),이러한 인지가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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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해석은 크게 독립 자기해석과 상호의존 자기해석으로

구분되는데,독립 자기해석은 개인의 자질이나 생각을 강조하며 타인

으로부터 독립 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으로,독립 자기해석

을 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계보다는 자신에게 더 가치를 두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주로 서양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반면,상호의존

자기해석은 타인과의 계 조화를 시하는 경향으로,상호의존 자

기해석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지 계를 강조하는 동양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Markus& Kitayama,1991;Singelis,1994).

다른 유형의 자기해석은 각기 다른 가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에 부

합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하게 되는데(Verplanken,2009),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특성상 독립 자기해석보다는 상호의존 자기해석이 발 되기

쉬운 배경을 지니고 있다.즉,소비자들은 타인에 의해 향을 받기 쉬운

사회 배경 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동조효과의

향력이 상 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동조효과가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다룬 연구들을 고

찰한 결과,동조효과가 소비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즉,동조효과가 소비의 맥락에서 작용할 경우, 거집단의 제품평가,구

매의도,구매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평가,구매의도,구매 결과가 달

라지는 동조소비 상(Lascu& Zinkhan,1999)이 발생한다고 한다.다수

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동조소비가 청소년,성인, 산층 등 다양

한 소비자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 졌으며,동조소비가 발생하는

소비 역은 의류구매,사치품 구매, 조품 구매, 랜드 스포츠 용품

구매,온라인 도서 구매 등으로 역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강효민,

2013;차경욱·최민 ,2010;홍은실·정운 ,2012;Chen,2008).

뿐만 아니라,은퇴 비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동조효과가 분석되기도

하 는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퇴 비를 한 축 의사결정이 동

료가 은퇴 비 축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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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Duflo& Saez,2002,2003,2004),은퇴 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수

행 단계에서 동조효과가 검증되었다.몇몇 연구는 이러한 상을

Deutsch와 Gerard(1955)가 제시한 두 가지 원인의 측면에서,즉 규범

향과 정보 향을 바탕으로 설명하 다.

먼 규범 향의 측면에서 은퇴 비 축의사결정이 사회 규범이

나 이에 한 신념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 상호작용이 은퇴

비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즉,사람들은 동료를 찰

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사회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에 해 학습하게 되

고(Bernheim,1994),사회 집단에서 일반 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동일한 수 의 소비 수 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반 하여

축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 한다.다음으로 정보 향의 측면에서는 개

인은 동료와의 논의 혹은 동료의 행동을 찰하는 것을 통해 학습을 하

게 되기 때문에 동료로부터 습득한 정보가 은퇴 비 축을 수행할지의

여부와 수행 방식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한

다(Bikhchandanietal.,1992;Ellison& Fudenberg,1993).

따라서 융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단과 행동에 동조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동조효과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은퇴 비의 필

요성을 인식하거나 은퇴 비를 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은퇴 비를

결심하고 직 수행하는 단계에서도 이들의 향을 받을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를 심으로 하여 소비자가 자

신과 연령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의 경제 은퇴 비행동에 한 정보

를 제공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가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는 것을 통해 은퇴 비 의사결정에서 작용하는 동조효과의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단순히 동조효과를 유발하는 정보의 제공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

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정보를 어떠한 유형으로 제시할 경우에 동조

효과가 강력하게 발생하는지를 보다 심층 으로 악하기 해서 두 가

지 유형의 자극물을 활용할 정이다.즉,자극물에 제시되는 은퇴 비를

수행하는 거집단의 비 을 낮은 수 과 높은 수 으로 구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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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의 여부뿐만 아니라 동조의 정도까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4)통제착각

통제착각이란,자기고양 편향( 정 착각,자기 과신)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로 자신이 타인보다 외부 세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편향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통제착각은 개인 인 차원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동일한 사건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통제하고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Taylor& Brown,1988),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

한 편향이 형성되고,자신의 통제력에 한 느낌과 감정의 향을 받는

다는 에서 이를 사회 오류-감정 편향으로 분류하 다.

통제착각의 상 차원의 편향인 자기고양 편향은 사회인지심리학 분

야에서 개인의 정신 건강과 련하여 비교 새로운 견해를 나타내는 과

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Taylor와 Brown(1988)에 따르면 정신이 건강

한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

곡하는 자기고양 편향을 보이는데,이와 같은 자기고양 편향은 스스

로에 한 정 평가,비 실 낙 주의,통제착각의 세 가지 하 차

원을 포함한다고 한다.즉,자신이 처한 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보다

는 정 착각을 기반으로 자기고양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

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밝 졌는데,이들은 타인에 비해 자신을 더

정 으로 평가하고,스스로의 미래를 낙 으로 지각하며 본인이 타인

보다 더 나은 통제력을 지녔다고 믿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자기고양 편향을 구성하는 첫 번째 특성인 지나친 정 자기 지각

은 평균 이상효과로 표 되기도 한다.이는 정 인 속성들에 해 자

신의 능력을 평균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할 경우에,스스로의 능력이

평균에 비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학생의 82%가 스스로의 운 실력을 그룹의 상 30%

수 으로 평가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 평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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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 졌으며(Svenson,1981),심지어 만성 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평균 인 타인들보다 스스로를 더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은 질병을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며 더 건강

하다고 평가한 것이다(Helgeson& Tayper,1993).

자기고양 편향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은 비 실 낙 주의로,이

는 사건의 발생에 한 기 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의미한다. 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해 낙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Markus& Nurius,1986),이러한 낙 성이 지나친 수 으로 높아 타인

에 비해 자신의 미래가 항상 낙 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비 실 낙

주의라고 한다(Weinstein,1980).

이와 같은 비 실 낙 주의는 정신 건강에는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 지만,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해 구체 인

계획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ettingen,1996).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임송하(2013)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비 실 낙 주의

가 은퇴 비행동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착각은 객 인 수 에 비해 자신의 통제력의 상

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통제

착각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 화 의사결정을 설명한 Brown(2007)의 연구

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통제착각이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비 실 낙 주의가 경제 은퇴 비행동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것(임송하,2013)과 같이,통제착각 역시 은퇴

비행동을 설명하는 요한 변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 하에

통제착각의 향력을 새롭게 검증해 보고자 한다.특히 타인에 비해 인

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

는 통제착각 수 에 따라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목

표를 설정하고, 비를 결정하고 수행하기까지에 이르는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의 비의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각 단계에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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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제착각의 향력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것이다.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자기고양 편향의 하 요소의 향력을 개별

으로 검증하기 보다는 주로 자기과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기과신이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검증해 왔으며,이러한 과정에서 하

개념들은 자기과신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 다.

Barber와 Odean(2000;2001)의 연구에서는 자기과신이 비합리 인 투

자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

를 과 평가하고 편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이와 같은 자기과

신이 잦은 거래를 유발하여 투자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Charupat등(2005) 한 자기과신이 잦은 거래를 유발하고 분산투자를

방해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들이 실증 으로 검증되었는데,옥기율

김태우(2010)와 엄윤성(2013)의 연구를 통해 시장 수익률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의 자기과신 성향이 증가하여 결과 으로 재의 거래량이 증가

한다는 것이 밝 졌다. 한 임미자(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과신 성향

이 높은 소비자가 손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할 것

이라고 측하는 겜블러의 오류를 범하게 됨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손 매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하여 투자 성과를 악화시킨

다는 것이 밝 지기도 하 다.

이와 같이 그간의 연구들은 자기고양 편향(자기과신)의 하 차원인

통제착각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보다는 상 차원의 편향이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집 해 왔기 때문에,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부족을 보완하여 통제착각이라는 심리 편향이 은퇴 비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은퇴 비의 과정을 고려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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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융소비자의 은퇴 비과정 단계별 심리 편향을 분석하

기 한 연구방법을 기술한다.먼 1 에서는 분석틀을 구성하고,2 에

서는 연구문제와 모형을 제시한 후 연구 상과 자료수집 분석 방법에

해 설명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과정 단계에서 작용하는 심

리 편향의 향이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두 번의 조사를 실시

하 으므로 3 에서는 조사1과 조사2로 나 어 조사방법을 서술한다.

제 1 분석틀

본 에서는 은퇴 비에 한 과정 근과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

의 유형 분류 기 을 결합하여 은퇴 비과정 단계별 심리 편향을 분석

하기 한 분석틀을 구성하 다.

1.은퇴 비에 한 과정 근

앞서 살펴 본 은퇴 비과정에 한 이론 논의를 토 로 하여 본 연

구에서는 은퇴 비행동을 분석하기 해 <그림 3-1>과 같이 은퇴 비

과정별 단계에 한 모형을 설정하 다.

먼 첫 번째 단계는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로,은퇴 이

후의 삶에 해 고려를 하는지 여부와 한다면 얼마나 하는지,은퇴 비

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다음으

로 은퇴 비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구체 이고 명확한 희망하는

은퇴생활 수 은퇴자 마련에 한 목표를 설정할 의향이 있는지

해 악하고,은퇴 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재를 은퇴를 비하

기에 한 시기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해 알아본다.마지막으로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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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수행의 단계에서는 실제로 은퇴 비를 수행할 의도가 있는지를

악한다.

은퇴 비과정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와 같이 크게 네 단계로 구

성되는 은퇴 비과정을 거치면서 은퇴를 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 으로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가 모든 소비자에게 반드시 순차 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즉,은퇴 비의 과정에서 직 단계를 완수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 한 인식 행동이 동

시다발 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소비

자가 반드시 첫 번째 단계부터 은퇴 비를 실시하고,그 다음으로 두 번

째,세 번째 단계로 순차 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은퇴

비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개별 과업

을 수행할 의도가 있는지를 각각 측정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림 3-1>은퇴 비과정별 단계

2.은퇴 비과정 단계별 심리 편향에 한 분석틀 구성

지 까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은퇴 비과정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계를 설정하고,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 을

마련하 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속성을 조합하여 은퇴

비과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심리 편향을 분석하기 한 분석틀을 구성

하 으며,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우선 은퇴 비과정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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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비과정의

단계

심리 편향

유형

[1단계]

은퇴 비

필요성

인식

[2단계]

은퇴 비

목표

설정

[3단계]

은퇴 비

결정

[4단계]

은퇴 비

수행

개인

오류

인지 편향 이 효과

감정 편향
곡형 할인

+(조 변수)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사회

오류

인지 편향 동조효과

감정 편향 통제착각

네 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한 축을 형성하 고,30쪽에서 분류한 심리

편향의 유형을 바탕으로 다른 한 축을 형성하 으며,이를 토 로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심리 편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틀에 포함된 심리 편향을 선택한 기 은 다음과 같다.먼 앞

서 심리 편향의 유형화를 통해 개인 오류와 사회 오류,인지 편

향과 감정 편향의 조합으로 네 개의 유형을 설정하고 융소비자의 심

리 편향을 분류하 다.이를 토 로 하여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용하기 용이하고,편향의 검증을 바탕으로 은퇴 비 증진 방안 마련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는 것들로 각 유형에 포함

될 심리 편향을 결정하 다.이러한 에서 개인 오류 인지

편향으로는 이 효과,감정 편향으로는 곡형 할인을 선택하

고,사회 오류에서는 인지 편향으로 동조효과,감정 편향으로 통제

착각을 선택하 다.

각각의 심리 편향은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작용하는 주효

과를 심으로 분석되는 한편,시간에 한 비일 인 선호를 반 하는

곡형 할인의 경우에는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과 유의한 련을

맺고 은퇴 비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하여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변수의 조 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표 3-1>은퇴 비과정 단계별 심리 편향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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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문제 연구방법

1.연구문제 모형

앞서 마련한 분석틀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

별 비의도에 향을 미치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이 효과는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곡형 할인은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에 따라 곡형 할인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동조효과는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통제착각은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이 효과,동조효과,통제착각은 각 심리 편향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을 주효과를 심으로 검증하고, 곡형

할인의 경우에는 주효과뿐만 아니라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의 조

효과를 함께 분석하 으며,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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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연구모형

2.연구 상

본 연구는 30-50 의 상용직 임 근로자를 상으로 진행하 다.연구

상의 연령을 30-50 로 한정한 이유는,우선 가능한 은퇴 비를 일

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과거보다 생애주기 경험 연령이

늦어져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20 의 비 이 어들고 있고,소득활동

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 에는 은퇴 비에 한 개념과 인식이

제 로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60 의 경우,은

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은퇴 비 수행 의도를 질문하

는 것이 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 다.따라서 보다

실 으로 은퇴 비에 해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연령

인 30-50 로 연구 상의 연령을 한정하 다.

다음으로 직업을 상용직 임 근로자로 한정한 이유는 먼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실험 조작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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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조작의 상이 되는 각 자극물의 조건 별로 종속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동일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 변수가 종

사상 지 이며 체 연구 상을 동일한 종사상 지 를 가진 사람들로 구

성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다양한 종사상 지 의 형태 상용직 임

근로자를 연구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상용직 임 근로자가 다른 형태

의 종사상 지 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규칙 이고 안정 인 수입을 바탕

으로 은퇴 비를 꾸 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단했기 때

문이다.이처럼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 잘 갖

추어진 사람들 간에 비의도를 비교하는 것이 심리 편향의 향을 명

확하게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하여 상용직 임 근로자를 연

구 상으로 설정하 다.

3.자료수집 분석

1)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실험 조작을 포함한 설문조사(실험설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제시되는 자극과 조건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 차이를 근거로

심리 편향을 검증함에 있어서 실험 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자극물의 조건을 달리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용하기 어려운 실험과는 달리 설문조사를 실시

할 경우 표본에 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체 모집단을

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실험 연구에서는 표집이 임의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수를 상으로 표집이 진행되는 반면,본 연구에서는 보다 큰 규모의

표본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과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각 실험 조

건에 해 무작 표집을 실시하 기 때문에 표본의 표성을 확보하면

서도 실험 수행의 조건인 실험 조건 간 집단의 동질성이 배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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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다.

이러한 실험 조작을 포함한 설문조사는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이 효과를 측정하는 조사1과 동조효과와 곡형 할인 통

제착각을 측정하는 조사2로 나 어 서로 다른 집단을 상으로 실시하

는데,이는 개별 소비자가 여러 가지 실험 자극물을 동시에 제공받음으

로써 다양한 심리 편향으로 인한 검증 결과가 혼재되지 않도록 하기

함이다.자료의 수집은 두 조사 모두 비조사와 본 조사의 두 단계에

걸쳐 인터넷 조사 문 업체의 패 을 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동일한 상이 조사1과 조사2에 모두 응할 수 없도

록 하 다.

<표 3-2>조사1·2의 조사내용

유형 편향

은퇴 비과정의 단계

은퇴 비

필요성

인식

은퇴 비

목표설정

은퇴 비

결정

은퇴 비

수행

개인

오류

인지

편향

이

효과
조사1

감정

편향

곡형

할인

조사2
사회

오류

인지

편향
동조효과

감정

편향
통제착각

2)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해 PASW Statistics18.0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구체 인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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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α 계수를 산출하 으며,각 실험 조건에 할당된 조사 상자

들 간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이 동질 으로

분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 동질성 검증을 해 교차분석,독립표본

t검정,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실험

자극물의 조작이 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 고,심리 편향이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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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사방법

본 에서는 개인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이 효과를 측

정하기 해 실시한 조사1과 개인 오류-감정 편향에 해당하는 곡

형 할인과 사회 오류-인지 편향에 속하는 동조효과 사회 오류

-감정 편향에 해당하는 통제착각을 측정하기 해 실시한 조사2의 조

사방법을 서술한다.

1.조사1의 조사방법

1)변수의 측정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1의 조사도구는 이 효과의 자극물 조작 검 문항,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 측정 문항,배경변수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

다(부록1참조).

(1) 이 효과

본 연구에서는 이 효과를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의하고,이를 측정하기 한

자극물과 조작 검 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① 이 효과 자극물

이 효과는 이 의 다양한 유형 목표 이 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함으로써 검증하 다.응답자의 목표 이 을 조작하기

해 경제 은퇴 비를 수행했을 때의 정 인 결과를 강조한 내용과 은

퇴 비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정 인 결과를 강조한 내용의 자극

물을 제작하 다.두 가지 조건의 자극물은 그림과 내용만을 상반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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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구성하고,가외변인을 통제하기 해 꼴, 자 크기 색상,

치,배열 등의 이아웃은 모두 동일하게 제작하 다.즉 메시지의 형식

은 최 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메시지 이 만 달라지도록 자극물을

구성하 다.

먼 경제 은퇴 비 결과의 상반된 측면을 인식시키는 것이 본 자극

물의 목 이기 때문에 경제 은퇴 비의 결과이자 목표인 노후생활에

해 정 인 지각을 불러올 수 있는 행복한 노인 부부의 이미지와 부

정 인 지각을 불러올 수 있는 돈에 한 걱정으로 불행해 보이는 노인

부부의 이미지를 제시하고,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심 메시지를 제시하

다.이후 하단에는 은퇴 비와 경제 은퇴 비의 요성을 동일하게

설명한 후,가장 마지막 문장을 통해 경제 은퇴 비를 수행했을 때의

정 인 결과와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 인 결과를 언 하 다.

정 이 조작을 한 실험 자극은 <그림 3-3>과 같이,부정

이 조작을 한 실험 자극은 <그림 3-4>와 같이 제작하여 응

답자들에게 제시하 으며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에 의무

으로 20 이상 노출되도록 조사를 설계하고,문항을 통해 해당 내용

에 한 질문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조사 상자들이 응답 과정

에서 해당 자극에 집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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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정 이 자극물 <그림 3-4>부정 이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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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경제 은퇴 비를 하지 않으면
래될 수 있는 부정 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

경제 은퇴 비를 하면

기 할 수 있는 정 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2.경제 은퇴 비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강조하고 있다.

------- 경제 은퇴 비를할 경우얻게될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조작 검 문항

이 자극물을 제시한 이후에는 응답자들이 해당 자극물을 연구자

가 의도한 로 인식하 는지,즉 조작이 성공 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

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표 3-3>의 두 개의 문항을 통해 조작

검을 수행하 다.응답자에게 이미지를 본 후 각 이미지가 은퇴 비의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7 양극단 척도

로 이를 측정하 으며,부정 목표 이 조건에 노출된 응답자의

응답 수가 정 목표 이 조건에 노출된 응답자의 응답 수

보다 유의하게 낮을 경우 조작이 효과 으로 이루어졌다고 단할 수 있

다.

<표 3-3> 이 조작 검 문항

(2)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

본 연구는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를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

에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정도로 정의하고

측정도구를 구성하 다.기존의 연구들 은퇴 비를 과정 으로 악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었고,과정 으로 악한 Noone등(2010)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역시 일부 문항이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하

지 않은 것으로 단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다룬 은퇴 비

의 과정 근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

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문항들로 <표 3-4>와 같이 척도를 구성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문항은 Noone등(2010)이 제시한 문항을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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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문항 신뢰도
(Cronbach’sα)

은퇴 비

필요성

인식

1.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6

6.나는 재 나의 경제 상황을 은퇴 이후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볼 의향이 있다.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

2.나는 은퇴자 으로 얼마나 축할지에 해

목표를 설정할 의향이 있다.

.907.나는 은퇴 후 희망하는 경제 생활수

(재무상태)에 해 목표를 세울 의향이

있다.

측정하는 형태로 변형하 고,그 외 문항은 새롭게 개발하 으며 모든

문항은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먼 첫 번째 단계인 은퇴 비 필요성 인식 단계에서의 비의도를 측

정하기 한 문항은 경제 은퇴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재의 경제 상황을 은퇴 이후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볼 의향이 있는

정도를 묻는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두 번째 단계인 은퇴 비 목

표설정 단계에서의 비의도는 은퇴자 마련 희망하는 은퇴생활 수

과 련하여 목표를 설정할 의향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두 개의 문

항으로 측정하 다.세 번째 단계인 은퇴 비 결정 단계에서의 비의도

는 재를 은퇴 비를 수행하기에 한 시기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묻

는 두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 수행 단계에

서는 경제 은퇴 비를 할 의향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세 개의 문항

을 바탕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이 3번,6번,7번 문항은 Noone등

(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문항을 의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변형한 문항

이다.

문항 방향성이 반 인 3번 문항은 역코딩한 후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한 결과,네 단계 모두에서 문항들의 Cronbach’sα가 .7이상으로 나타

나 조사도구의 내 일 성을 확인하 고,각 단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를 측정하 다.

<표 3-4>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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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비

결정

의도

3.나는 지 경제 은퇴 비를 시작하기

보다는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역코딩)
.71

8.나는 지 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기에 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은퇴 비

수행

의도

4.나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해 축이나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945.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꾸 히 실천할 계획이다.

9.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3)배경변수

설문 유형 별로 조사 상자를 할당하기 한 변수인 성별과 연령이외

에 각 조건 별로 표본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한 배경변수들을 측정하

다.이러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 은퇴 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것들로,주택보유 여부,월 평균 소득,자산,부채,

건강 상태로 구성된다(김성숙·박운아,1992;나혜림·최 자,2013;문숙

재·김순미,1997;박주 ·조혜진,2012;박창제,2008;배문조· 귀연,

2004;백은 ,2011;여윤경 등,2007;이승아·한경혜,1998;이지은,2000;

임경자,2002;정운 ·백은 ,2009;차경욱 등,2008;홍성희·곽인숙,

2006;Barfield& Morgan,1978;McPherson& Guppy,1979;Morgan&

Eckert,2004;Richardson& Kilty,1989).

이 때 주택보유 여부는 주거 형태에 한 질문을 바탕으로 주택 보유

자와 비보유자로 구분하 으며,월 평균 소득과 자산,부채는 액을

도록 하 고,건강상태는 5 리커트 척도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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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계

30 111(22.2) 67(13.4) 178(35.6)

40 108(21.6) 75(15.0) 183(36.6)

50 80(16.0) 59(11.8) 139(27.8)

계 299(59.8) 201(40.2) 500(100)

2)조사 상 조사내용

(1)조사 상

조사1은 30-50 상용직 임 근로자 50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조

사 상은 우리나라 체 상용직 임 근로자를 표할 수 있도록 통계청

(2015)의 경제활동인구 국 연평균자료에 제시된 상용직 임 근로자의

연령과 성별 비율을 바탕으로 할당표집 하 으며,할당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연령·성별에 근거한 조사1의 조사 상 할당 결과<N(%)>

(2)조사내용

조사1에서는 이 효과를 측정하기 해 설문의 유형을 정

이 자극물로 구성된 유형과 부정 이 자극물로 구성된 유

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각 유형별로 응답자를 250명씩 할당한 후 <표

3-6>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1단계에서는 스크리닝(종사상 지 ) 할당 문항(연령,성별)을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연구 상에 포함될 응답자를 선정하 으며,2단계에서는

목표 이 조작 이미지를 제시하고 3단계에서는 이러한 조작을 검

하 다.이후 4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를 측정하 다.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사 동질성 검증을

한 배경변수들을 측정한 후 조사를 마무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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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사내용 측정변수 문항번호

1단계
스크리닝

할당
종사상 지 ,연령,성별 SQ1-SQ3

2단계 목표 이 조작: 정/부정 이

3단계 조작 검 조작 이미지에 한 평가 Q1

4단계 은퇴 비의도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 Q2

5단계 배경변수
주택 보유 여부,월평균 소득,자산,

부채,건강상태
SQ4-SQ8

<표 3-6>실험설계(1)의 조사내용 설문의 구성

이상의 조사내용을 차에 따라 도식으로 표 하면 <그림 3-5>와 같

다.

<그림 3-5> 실험설계(1)의 조사 차

이상의 설문 구성을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5년 8월

13일 30-50 상용직 임 근로자 5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험 조작이 제 로 이루어졌

는지를 확인하고,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측정 문항을 수정·보완

한 후 최종 조사도구를 확정하 다.이후 본 조사는 2015년 8월 19일부

터 8월 23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총 두 개의 설문 유형에 응답자를 무

작 할당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이후 체 560부의 설문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각 설문 유형에 할당되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50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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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 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별로 할당된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는 실험 연구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해 조사1의 설문 유형별 조사 상

을 국 상용직 임 근로자의 성별·연령별 할당 비율을 바탕으로 동질

으로 구성함으로써 각 조건 별로 연령과 성별의 분포가 동일하도록 표

본을 설계하 다.

즉,<표 3-5>와 같이 체 조사 상자를 상으로 성별,연령별 할당

비율을 결정하고,30 남성,30 여성과 같은 식으로 개별 특성을 가지

는 조사 상자를 우선 표집한 후,해당 특성 내에서 각 설문 유형 별로

무작 할당을 실시하 다.조사1은 각 응답자를 크게 두 가지 조건에

무작 할당하 는데,30 남성을 로 들어보면 우선 30 남성 상용

직 임 근로자 111명을 표집한 뒤,해당 집단을 각각의 이 조건에

55명과 56명씩 무작 할당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심 상이 되는 실험 조건 이외의 특성

이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기 해 각 설문 유형별로 응

답자를 무작 할당 하 으며,실제로 각 실험 조건 별로 조사 상자의

특성이 동질 인지를 검증하기 한 변수로 경제 은퇴 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 보유 여부,월 평균 소득,자산,부채,건강상태를 측

정하 다.조사1의 체 조사 상자의 배경변수의 특성은 <표 3-7>과

같다.1)

먼 주택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체 조사 상자의 64.6%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조사 상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35.4%)보다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 특성의 경우, 체 조사 상자의 월 평균 소득은

362.69만원으로 통계청(2014)의 가계· 융복지조사에서 밝 진 30-50 의

상용직 임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인 344.20만원 보다 다소 높지만 비슷

1)개별 실험 조건 별 특성은 4장의 메시지 이 조건별 집단의 사 동질

성 검증 결과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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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주택

보유

여부

보유 323(64.6)

비보유 177(35.4)

계 500(10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98(19.6)

자산

1억 미만 153(30.6)

201-300만원 159(31.8) 1억 이상 2억 미만 83(16.6)

301-400만원 108(21.6) 2억 이상 3억 미만 77(15.4)

401-500만원 69(13.8) 3억 이상 4억 미만 67(13.4)

501만원 이상 66(13.2) 4억 이상 120(24.0)

계 500(100) 계 500(100)

평균(S.D.)

단 :만원

362.69

(175.80)

평균(S.D.)

단 :만원

27,674.70

(32,742.65)

부채

없음 203(40.6)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2(0.4)
5천만원 미만 149(29.8) 좋지 않은 편이다. 59(11.8)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70(14.0) 보통이다. 223(44.6)
1억 이상 2억 미만 52(10.4) 좋은 편이다. 207(41.4)
2억 이상 26(5.2) 매우 좋은 편이다. 9(1.8)

계 500(100) 계 500(100)

평균(S.D.)

단 :만원

4,137.46

(7,492.57)

평균(S.D.)

단 :

3.32

(0.72)

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상자의 평균자산은 약 2억 7,675만원

이었으며 이들은 평균 으로 약 4,137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빈도별로는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46.0%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건강상태의 평균 수는 3.32

으로 조사 상자들은 평균 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실험설계(1)의 조사 상자의 특성(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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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다음의 2개의 보기 에서 더 선호하는 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1
A.오늘 10만원을 받는 것

B.내일 11만원을 받는 것

보기2
A.1년(365일)후 10만원을 받는 것

B.1년 1일(366일)후 11만원을 받는 것

2.조사2의 조사방법

1)변수의 측정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2의 조사도구는 곡형 할인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측

정 문항,동조효과 자극물 조작 검 문항,통제착각 측정 문항,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 측정 문항,배경변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

며 부록2에 이를 제시하 다.

(1) 곡형 할인

본 연구에서는 곡형 할인을 미래에 비해 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

고 즉시 이용 가능한 안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Thaler(1981)

Loewenstein과 Prelec(1992)이 제안한 문항을 참고로 하여 이를 측정

하 다.<표 3-8>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응답자는 두 개의 안 에서

더 선호하는 안을 선택하는 응답을 두 번 수행하게 되는데,두 가지

경우 모두 안 간의 시간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 된 할인율을

가질 경우에는 두 경우의 응답이 일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첫 번째 보기

에서는 A를 선택한 응답자가 두 번째 보기에서는 B를 선택할 경우,해

당 응답자를 가까운 미래에 더 높은 할인율을 갖는 곡형 할인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 3-8> 곡형 할인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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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귀하는 은퇴에 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나에게 은퇴는  　　　　　　　　　　 　.　

보기 매우 가까운 일이다. ---------- 매우 먼 미래의 일이다.

(2)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본 연구에서는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을 은퇴까지 남은 시간에

한 개인의 주 지각으로 정의하고,<표 3-9>에 제시한 문항을 바

탕으로 하여 은퇴를 가깝거나 멀게 느끼는 정도를 10 만 척도로 측

정하 다.이후 해당 변수를 분석에 활용할 때에는 1-5 에 응답한 사람

을 은퇴를 가깝게 지각하는 집단으로,6-10 에 응답한 사람을 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집단으로 구분하 다.

<표 3-9>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측정 문항

(3)동조효과

본 연구에서는 동조효과를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에 동조하려는 경

향으로 정의하고,동조효과를 측정하기 한 자극물 조작 검 문항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① 동조효과 자극물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동조효과를 자극하기 해서 크게 세 가지 조

건을 설정하 다.첫 번째 조건은 자극물을 제시하지 않는 조건이고,나

머지 두 가지 조건은 동조효과 유발 자극물을 제시하는 조건으로,자극

물을 제시할 경우 제시되는 내용에 따라 동조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두 가지 유형의 자극물을 구성하 다.

두 가지 유형의 자극물은,<그림 3-6>과 같이 조사 상자와 연령

소득이 비슷한 사람 에서 30%가 각 단계별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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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담은 자극물과 <그림 3-7>과 같이 70%가 단계별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극물로 구성된다.즉, 자는 체

100%의 거집단 에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후자는 수행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 의 차이에 따라 동조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러한 자극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은퇴 비 상황에

한 설명과 함께 그래 와 픽토그램을 제시하여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 고,은퇴 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자와 그래 하단

의 픽토그램의 색상을 일정하게 통일하여 정보를 일 되게 인식할 수 있

도록 하 다.그리고 각 조건의 자극물의 수치만 상반된 형태로 구성하

고 가외변인을 통제하기 해 꼴, 자 크기 색상, 치,배열 등의

이아웃은 모두 동일하게 제작하 다.

한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에 의무 으로 20 이상

노출되도록 조사를 설계하 으며 문항을 통해 해당 내용에 한 질문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조사 상자들이 자극에 집 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② 조작 검 문항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한 이후에는 연구자가 의도한 로 조작이 이

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해 <표 3-10>의 문항을 바탕으로 조작 검

을 실시하 다.즉,응답자들에게 각 이미지에 제시된 내용에 해서 경

제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수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7 양극단 척도로 측정하

다.따라서 높은 수치 자극물 조건에 노출된 응답자의 응답 수 이 낮

은 수치 자극물 조건에 노출된 응답자의 응답 수 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을 때 조작이 효과 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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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림 3-6>낮은 수치 자극물

<그림 3-7>높은 수치 자극물

<표 3-10>동조효과 조작 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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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제착각

본 연구에서는 통제착각을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일련의 사건들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 다.이러한 통제착각은

자기 자신에 한 과도한 정 평가,비 실 낙 주의와 함께 자기

고양 편향을 구성하는 요소이다.임송하(2013)는 Weinstein(1980)의 연

구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한 비 실 낙 주의를 측정

하기 해 개발된 설문 문항을 식으로 수정하여 비 실 낙 주의

의 측정 척도를 구성한 후,이러한 성향이 경제 은퇴 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Weinstein(1980)이 개발한 척도에서 통제착각과 비

실 낙 주의는 동일한 문항을 바탕으로 다른 래들과 비교할 때 해당

사건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해당 사건이 자신들에게 일

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측정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임송하(2013)의 비 실 낙 주의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 로 통

제착각을 측정하 다.

즉,임송하(2013)의 연구에서는 20개의 문장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다른 래에 비해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을 평가하게 하여 정 사건은

다른 래에 비해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응답하고,부정 사

건은 반 로 응답하는 성향을 토 로 비 실 낙 주의를 측정하 다

면,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을 바탕으로 다른 래들에 비해 해당 사

건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정도를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이러한 통제착각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표 3-11>과 같고,신뢰도

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α가 .80으로 문항 간 내 일 성이 확인되

었기 때문에 20개의 문항에 한 체 응답을 평균하여 통제착각 수를

산출하 으며 해당 수가 높을수록 통제착각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추후 통제착각 수를 바탕으로 응답자를 분류할 때

에는 통제착각 수가 수를 과하는 사람을 통제착각이 높은 집단

으로, 수 미만인 사람을 통제착각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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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다른 래들과 비교해 볼 때,나에게 ___ __A__ __가

일어날 확률을 ______B______다.

A B

1.좋은 친구를 얻는다.
1. 통제하지

못한다.
2.술이나 마약에 독된다.

3.소 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2.통제하지

못한다.

4.최고 크루즈 여행을 한다.

5.로 나 복권에 당첨된다.

6.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한다.

3.별로 통제하지

못한다.

7.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8.5년 내에 본인의 자산가치가 2배가 된다

9.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

4.비슷한

수 으로

통제한다.

10.자살을 시도한다.

11.내가 한 일이 신문이나 방송에 소개된다.

12.보이스피싱 같은 융사기를 당한다.

5.약간 잘

통제한다.

13.하는 일에 좋은 성과를 올려 큰 보 스를 받는다.

14.훗날 자녀에게 큰돈을 상속한다.

15.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

6.잘 통제한다.16.100살 넘도록 장수한다.

17.교통사고를 당한다

18.암이나 불치병에 걸린다

7.매우 잘

통제한다.
19.평생 꿈꿔왔던 일을 이룬다

20.노후 비 부족으로 기 생활 수 자가 된다.

신뢰도(Cronbach’sα) .80

분류법을 활용하 다.

<표 3-11>통제착각 측정 문항

� 출처:임송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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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비과정의 단계
신뢰도(Cronbach’sα)

자극물 미제시 집단
(N=300)

체 집단
(N=450)

은퇴 비 필요성 인식 .78 .80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 .85 .82

은퇴 비 결정 의도 .73 .75

은퇴 비 수행 의도 .91 .87

(5)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조사2역시 조사1과 동일하게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를 정의하

고,<표 3-4>와 동일한 문항을 바탕으로 이를 측정하 다.

조사2에서는 이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편향인 곡형 할인,통

제착각,동조효과를 측정하 고,이 개인의 성향의 향을 측정하는

곡형 할인과 통제착각은 심리 편향의 효과가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동조효과 자극 이미지를 제시받지 않은 300명을 상으로 측정하

다.이에 따라 조사2에서는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측정 문항의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해 곡형 할인 통제착각 분석 상에 해

당하는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받지 않은 300명과 동조효과 분석 상인

체 450명을 상으로 각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이러한 과정에

서 방향성이 반 인 3번 문항은 역코딩하 으며,아래 <표 3-12>에 제

시된 바와 같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네 개의 단계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α가 .7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도구의 내 일 성을 확인하

고,각 단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은퇴 비과정 단계

별 비의도를 측정하 다.

<표 3-12>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측정 문항의

신뢰도분석 결과

(6)배경변수

조사2에서는 조사1과 동일한 기 을 바탕으로 주택보유 여부,월 평균

소득,자산 부채,건강상태를 배경변수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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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계

30 100(22.2) 60(13.3) 160(35.6)

40 97(21.6) 68(15.1) 165(36.6)

50 72(16.0) 53(11.8) 125(27.8)

계 269(59.8) 181(40.2) 450(100)

2)조사 상 조사내용

(1)조사 상

조사2는 30-50 상용직 임 근로자 45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조

사1과 마찬가지로 조사 상은 통계청(2015)의 경제활동인구 국 연평균

자료의 연령과 성별 비율을 바탕으로 할당표집 함으로써 우리나라 체

상용직 임 근로자를 표할 수 있도록 하 고,할당 결과는 <표 3-13>

와 같다.

<표 3-13> 연령·성별에 근거한 조사2의 조사 상 할당 결과<N(%)>

(2)조사내용

조사2는 곡형 할인과 통제착각,동조효과를 측정하기 해 실시하

으며 이를 해 <부록2>에 제시한 것과 같이 총 세 가지 유형의 설문지

를 제작하 다.

먼 첫 번째 유형은 동조효과 자극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는 유형으로

체 450명의 응답자 300명의 응답자를 이 유형에 할당하 다.첫 번

째 유형에서는 어떠한 자극물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을 상으로 성향 특

성을 지니는 심리 편향인 곡형 할인과 통제착각을 측정하여 성향으

로 인한 향과 자극물로 인한 향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 다.나머지

150명을 상으로는 동조효과 자극 이미지의 내용을 낮은 수치와 높은

수치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75명씩을 무작 로 할당하 다.

조사2의 조사내용 설문의 구성은 <표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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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사내용 측정변수 문항번호

1단계
스크리닝

할당
종사상 지 ,연령,성별 SQ1-SQ3

2

단

계

자극물

미제시

곡형 할인

조 변수

곡형 할인,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Q1-1,1-2,

Q2

자극물

제시

동조효과

자극물 제시

동조효과 조작:

낮은 수치/높은 수치

3

단

계

자극물

미제시
통제착각 통제착각 Q3

자극물

제시
조작 검 조작 이미지에 한 평가 Q1

4단계 은퇴 비의도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Q4

Q2

5단계 배경변수
주택 보유 여부,월평균 소득,

자산,부채,건강상태
SQ4-SQ8

우선 동조효과 자극 이미지를 제시받지 않은 집단과 제시받은 집단을

상으로 한 설문 유형 모두에서 1단계에서는 스크리닝(종사상 지 )

할당 문항(연령,성별)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조사 상에 포함될 응답자

를 선정하 다.

2단계에서는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을 상으로는

곡형 할인과 조 변수인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을 측정하고,자

극물을 제시받은 집단에게는 20 간 동조효과 자극 이미지를 보여주었

다.이 때,동조효과 자극 이미지는 두개의 유형으로 나 어 제시하 다.

3단계에서는 자극물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에게는 통제착각을 측정하

고,자극물을 제시받은 집단을 상으로는 조작 검을 실시하 다.

4단계에서는 두 경우 모두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를 측정하고,

5단계 역시 공통 으로 통제변수로 활용될 배경변수를 측정한 후 조사를

마무리하 다.

<표 3-14>실험설계(2)의 조사내용 설문의 구성

이러한 조사2의 조사내용을 차에 따라 도식화하면 <그림 3-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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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실험설계(2)의 조사 차

조사2역시 조사1과 마찬가지로 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 다.먼

2015년 10월 1일 30-50 상용직 임 근로자 50명을 상으로 비조

사를 실시한 후,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을 수정하여 최종 조사도구를

확정하 다.이후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본조사를 진행하

여 총 517명의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이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조사2의 각 설문 유형에 할당되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450명의 응답 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3)조사 상자의 특성

조사2의 설문은 크게 동조효과 자극물 미제시,낮은 수치 자극물 제시,

높은 수치 자극물 제시의 세 유형으로 구성된다.이 경우에도 개별 특성

을 지닌 조사 상자를 조건 별로 체 집단의 연령 성별 비율에 근거

하여 각각 할당하 는데, 를 들어 30 여성 상용직 임 근로자의 경

우 우선 60명을 표집한 후 이들을 자극 이미지를 제시받지 않는 집단에

40명,제시받는 집단에 20명씩 무작 할당한 뒤,자극 이미지를 제시받

는 집단인 20명은 다시 자극물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조건에 각 10명씩

무작 로 할당하 다.

조사2의 체 조사 상자의 배경변수의 특성은 <표 3-15>와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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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주택

보유

여부

보유 307(68.2)

비보유 143(31.8)

계 450(10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99(22.0)

자산

1억 미만 108(24.0)

201-300만원 116(25.8) 1억 이상 2억 미만 85(18.9)

301-400만원 99(22.0) 2억 이상 3억 미만 77(17.1)

401-500만원 62(13.8) 3억 이상 4억 미만 64(14.2)

501만원 이상 74(16.4) 4억 이상 116(25.8)

계 450(100) 계 450(100)

평균(S.D.)

단 :만원

373.76

(196.01)

평균(S.D.)

단 :만원

30,441.36

(43,677.71)

부채

없음 171(38.0)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1(0.2)
5천만원 미만 119(26.4) 좋지 않은 편이다. 47(10.4)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66(14.7) 보통이다. 230(51.1)
1억 이상 2억 미만 63(14.0) 좋은 편이다. 153(34.0)
2억 이상 31(6.9) 매우 좋은 편이다. 19(4.2)

계 450(100) 계 450(100)

평균(S.D.)

단 :만원

5,304.34

(9,775.26)

평균(S.D.)

단 :

3.32

(0.72)

먼 주택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체 조사 상자의 68.2%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31.8%)보다 보유한 사

람의 비 이 많았다.

다음으로 경제 특성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조사 상자의 월

평균 소득의 평균은 373.76만원인 것으로 밝 져 통계청(2014)의 가계·

융복지조사에서 밝 진 30-50 상용직 임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인

344.20만원 보다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 조사 상자들

의 평균자산은 약 3억 441만원이었으며 평균 부채는 5,304만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의 평균은 3.32 으로 조사 상자들은 평균 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3-15>실험설계(2)의 조사 상자의 특성(N=450)

2)개별 실험 조건 별 특성은 4장의 동조효과 조건별 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

결과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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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융소비자의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향을 미

치는 심리 편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1 에서는 심리 편

향의 유형별로 은퇴 비과정 단계에서의 심리 편향 검증 결과를 제시

하고,2 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정리한다.

제 1 은퇴 비과정 단계에서의 유형별 심리 편향

검증 결과

본 에서는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

오류-인지 편향과 개인 오류-감정 편향을 이 효과 곡

형 할인을 바탕으로 검증하 고,사회 오류-인지 편향과 사회 오

류-감정 편향을 동조효과 통제착각을 심으로 검증하 다.

1.개인 오류-인지 편향 검증 결과: 이 효과

1)사 동질성 검증 조작 검 결과

본 연구는 메시지 이 유형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체 500명의 조사 상자를 정 이

조건과 부정 이 조건에 각 250명씩 무작 로 할당하 다.

먼 이 효과를 측정하기 해 정 이 조건과 부정

이 조건으로 할당된 집단을 상으로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여 사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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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메시지 이 조건 <N(%)/M(S.D.)>

χ2/t정 이

(N=250)

부정 이

(N=250)

성별
남성 149(59.6) 150(60.0)

0.01
여성 101(40.4) 100(40.0)

연령

30 89(35.6) 89(35.6)

0.0140 91(36.4) 92(36.8)

50 70(28.0) 69(27.6)

주택보유

여부

보유 159(63.6) 164(65.6)
0.22

비보유 91(36.4) 86(34.4)

월 평균 소득

(단 :만원)
358.53(167.84) 366.84(183.67) -0.53

자산 (단 :만원) 26,994.40(30,770.75) 28,355.00(34,713.14) -0.46

부채 (단 :만원) 4,026.32(7,688.45) 4,248.60(7,305.17) -0.33

건강상태 (단 : ) 3.35(0.71) 3.30(0.72) 0.87

로 상되는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의 각 조건 별로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 다3).

<표 4-1>메시지 이 조건별 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 결과

다음으로,본 연구의 메시지 이 조작이 효과 으로 이루어졌는

지 검증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는 <표 4-2>

와 같다.조작 검은 두 개의 문항에 한 응답을 토 로 이루어졌는데,

제공된 이미지가 경제 은퇴 비의 부정 측면 혹은 정 측면을 제

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손해 혹은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고 느끼

는 정도를 양극단 척도로 측정하 다.따라서 정 이 조건에서

의 해당 수가 부정 이 조건에서의 수보다 유의하게 높을 경

우 본 연구에서 의도한 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단할 수 있다.

검증 결과,첫 번째 문항에서는 정 이 조건에 노출된 집단

3)성별 연령의 경우 이 효과의 각 조건 내 연령 성별의 할당 비

율을 체 조사 상자의 연령 성별의 할당 비율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

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연령과 성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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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S.D.) t

조작 검1

(부정 측면 제시 vs

정 측면 제시)

정 이 250 5.08(1.42)

10.44***

부정 이 250 3.55(1.84)

조작 검2

(손해 강조 vs혜택 강조)

정 이 250 5.04(1.36)
9.77***

부정 이 250 3.69(1.72)

의 평균 수가 5.08 으로 부정 이 조건에 노출된 집단의 평균

수인 3.55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10.44,p<.001),두 번째 문항에서

도 마찬가지로 정 이 조건에 노출된 집단의 수(MA1=5.04)가

부정 이 조건에 노출된 집단의 수(MA2=3.69)보다 유의하게

높아(t=9.77,p<.001),본 연구의 자극물이 효과 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

하 다.

<표 4-2> 이 조작 검 결과

***p<.001

2)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의도를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네 가지로

측정하 으며 메시지 이 유형에 따라 이러한 비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네 개의 종속변수는 한 련을 갖는 변수로

이들의 상 계를 고려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 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분석을 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아보기 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를 측정하기 한 네 개의

종속변수 간 상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모든 변수들의 상 이

p<.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 졌으며 그 수 이 0.6을 넘지 않아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기에 한 것으로 밝 졌다.4)

한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Box’sM 검증을 실시한 결

4)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해서는 종속변수 간 상 이 유의해야 하지만

상 계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다 공선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값이

0.6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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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Box’sM값이 102.13으로 p<.001에서 유의하여 두 유형의 이

조건 간 공분산 행렬이 동질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에 한 가정이 배될 때 다변량 통계량

Pillai’sTrace값이 가장 강건하다는 Olson(1976)의 연구 결과를 토

로,Pillai’sTrace값을 바탕으로 F값 유의도를 확인하 다.

메시지 이 유형에 따라 은퇴 비과정의 네 단계를 함께 고려한

은퇴 비의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해 다변량 분산분석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분석 결과,메시지 이

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0.18,F=26.60,

p<.001).

메시지 이 의 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각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은퇴 비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 단계의 비의

도에 메시지 이 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먼 첫 번째 단계인 은퇴 비 필요성 인식에서는 메시지 이 이

경제 은퇴 비의 정 인 결과를 강조했을 때(MA1=5.00)보다 경제

은퇴 비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래될 부정 인 결과를 강조했을 때

(MA2=5.52)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F=18.71,p<.001).

한편,은퇴 비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목표설정 단계에서는 정

이 조건과 부정 이 조건의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가 각 4.96,

4.95 으로 메시지 이 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은퇴 비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은퇴 비 결정 의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는 반 로 부정 목표 이 메시지(MA2=4.55)보다 정 목

표 이 메시지(MA1=5.19)를 제공하 을 때 재를 은퇴 비를 수행

하기에 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F=24.22,p<.001).

은퇴 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 수행 의도는 세 번째 단계인

은퇴 비 결정 의도와 마찬가지로 정 이 (MA1=5.08)이 부정

이 (MA2=4.74)보다 비의도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보다 효과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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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N

O

V

A

은퇴 비과정의 단계 분산원
Pillai’s

Trace
F

모든 단계 메시지 이 0.18 26.60***

A

N

O

V

A

은퇴 비과정의 단계 분산원 평균(S.D.) F

은퇴 비 필요성 인식
메시지

이

정 5.00(1.65)
18.71***

부정 5.52(1.01)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
메시지

이

정 4.96(1.56)
0.00

부정 4.95(1.34)

은퇴 비 결정 의도
메시지

이

정 5.19(1.39)
24.22***

부정 4.55(1.49)

은퇴 비 수행 의도
메시지

이

정 5.08(1.45)
6.26*

부정 4.74(1.60)

다(F=6.26p<.05).이는 은퇴 비의 수행 단계에 해당되는 종신연 가입

의사를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정 이 이 더 효과 이라는 선행연

구 결과(주소 ,201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4-3>메시지 이 에 따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차이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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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통해 은퇴 비과정의 반 단계에서는 부정 이 메시

지가 더 효과 이지만 실질 으로 은퇴 비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후반의

단계에서는 정 이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은퇴 비의도를 유

의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

별로 효과 인 메시지 이 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그림 4-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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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퇴 비를 시작하는 반 단계에서는 일반 으로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회피 성향(Kahneman & Tversky,

1979)이 작용하여 은퇴 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정 인 결과를 강조함으

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소비자에게 보다 강하게 지각되어 설

득 인 효과를 지니는 한편,실질 으로 은퇴 비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는 은퇴 비 부족의 부정 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좌 감을 유발하여

은퇴 비를 결정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으므로 은퇴

비에 기반한 정 인 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희망 인 메시지를

달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일반 으로 부정 인 결과를 강조하는 메시지의 기본 인 목표는

소비자의 지각된 험성을 높임으로써 설득 효과를 높이는 것이고

(Breweretal.,2007), 정 인 결과를 강조하는 메시지의 목표는 소비

자의 지각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심이라는 것(Hutchinson&

Wheeler,2006)을 고려할 때,은퇴 비과정의 반 단계에서는 지각된

험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 이고,후반 단계에서는 지각된 효과성

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 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특히 이와

같은 지각된 험과 지각된 효과성은 각각 정서 가치와 인지 가치라

는 다른 차원의 가치와 연결되기 쉬운데,부정 인 메시지 이 을

통해 소비자를 하고 지각된 험이 높아질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러

한 험을 인지 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정서 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 인 메시지 이 을 통해 특정 행동의 정 인 미

래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제시되는 행동의 이 과 효과성을 평가하도

록 하는 인지 평가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부수 ,2013).따라서 은퇴

비의 반 단계에서는 정서 지각을,실질 으로 비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후반 단계에서는 인지 지각을 유도하는 략이 보

다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비과정 단계별로 효과 인 메시지 이 의 유형이 다르다는

이와 같은 결과는 은퇴 비를 단일 행동이 아닌 과정 인 측면에서 바라

보는 것이 유용한 근임을 시사하는 것으로,일반 으로 연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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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어야 하는 은퇴 비과정 단계별 과업이 다르다는 을 고려할 때,

각 연령 계층별로 맞춤화된 은퇴 비 유도 메시지를 고안하는 데에도 이

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두 번째 단계인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는 메시지 이 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메시지의 내용이 은퇴 비 수행

의 정 인 결과를 제시하는지와 은퇴 비 비수행의 부정 인 결과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은퇴 비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 졌다.그러나,선행연구(나혜림·최 자,2013)에서는 명

확한 은퇴 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은퇴 비행동 증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기 때문에 은퇴 비 목표설정이 은퇴 비에 있

어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은퇴 비 목표설정 의

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추가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 메시지 이 에 따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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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형 할인
합계

없음 있음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가까움 133(44.3) 23(7.7) 156(52.0)

멂 114(38.0) 30(10.0) 144(48.0)

합계 247(82.3) 53(17.7) 300(100)

2.개인 오류-감정 편향 검증 결과: 곡형 할인

1)사 동질성 검증 결과

본 에서는 개인 오류-감정 편향에 속하는 곡형 할인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

각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2x2요인설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먼 곡형 할인 성향의 보유 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 고,다시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가까움/멂)의 구분을 결합하여 체 연구

상자를 <표 4-4>와 같이 총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 다.

조사2에서 실험자극물을 제시하지 않은 집단을 상으로 곡형 할인

을 측정한 결과 체 300명 17.7%가 곡형 할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은 1 에서 10

5 이하에 응답한 156명을 은퇴를 가깝게 지각하는 집단으로,6

이상에 응답한 144명을 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집단으로 분류하 다.

곡형 할인과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의 두 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네 가지 조건에 분포된 조사 상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4-4> 곡형 할인의 향 분석을 한 실험집단 분포<N(%)>

곡형 할인 유무에 따라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되는 변수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검증하 다.그 결과,<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변수에서

곡형 할인 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곡형 할

인에 의해 구분된 집단 간의 사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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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곡형 할인 <N(%)/M(S.D.)>

χ2/t
없음(N=247) 있음(N=53)

성별
남성 150(60.7) 30(56.6)

0.31
여성 97(39.3) 23(43.4)

연령

30 89(36.0) 18(34.0)

0.6340 92(37.2) 18(34.0)

50 66(26.7) 17(32.1)

주택보유

여부

보유 157(63.6) 40(75.5)
2.75

비보유 90(36.4) 13(24.5)

월 평균 소득

(단 :만원)
375.75(201.24) 349.62(173.87) 0.88

자산 (단 :만원) 29,156.95(32,246.66) 30,025.26(39,148.46) -0.17

부채 (단 :만원) 5,265.45(10,291.56) 4,583.28(8,301.07) 0.45

건강상태 (단 : ) 3.31(0.70) 3.13(0.68) 1.71

<표 4-5> 곡형 할인 특성별 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 결과

2)분석 결과

개인 오류-감정 편향의 검증에서는 곡형 할인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과 이러한 과정에서 작용하는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네 개 종속변수의 상

계를 고려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 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분석을 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아보기 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를 측정하기 한 네 개의

종속변수 간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모든 변수들의 상 이 p<.01에서

유의하 으나 그 수 이 0.6을 넘지 않아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기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Box’sM 검증을 실시한 결과,Box’sM값이 46.61로 p<.05에서 유의하여

집단 간의 공분산 행렬이 동질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illai’sTrace

값을 바탕으로 F값 유의도를 확인하 다.

곡형 할인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과 은퇴

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2( 곡형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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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있음)X2(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가까움/멂)다변량 분산분

석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분석 결과,

곡형 할인(Pillai’sTrace=0.21,FA=19.67p<.001)과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Pillai’sTrace=0.27,FB=27.20,p<.001)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 곡형 할인과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의 상

호작용 효과 한 유의하 다(Pillai’sTrace=0.15,FAxB=13.31,p<.001).

먼 은퇴 비의 첫 번째 단계인 은퇴 비 필요성 인식 정도에 향

을 미치는 주효과에 해 살펴보면, 곡형 할인(FA=46.64p<.001)과 은

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FB=64.94,p<.001)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

다.주효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곡형 할인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MA1=5.11)이 보유한 사람(MA2=3.86)보다,은퇴에 한 시간 거리를 가

깝게 지각하는 사람(MB1=5.25)이 멀게 지각하는 사람(MB2=4.49)보다 은

퇴 비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곡형 할인과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이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 다

(FA=51.63,p<.001,FB=51.41,p<.001).즉, 곡형 할인 성향이 있는 사람

(MA2=3.54)에 비해 없는 사람(MA1=4.89)이,은퇴에 한 시간 거리를

멀게 느끼는 사람(MB2=4.33)보다 가깝게 느끼는 사람(MB1=4.95)이 은퇴

이후의 생활 은퇴자 마련과 련된 목표를 설정할 의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재를 은퇴를 비하기에 한 시기로 인식하는 정도로 은퇴 비

결정 의도를 측정한 세 번째 단계에서도 두 변수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FA=47.27,p<.001,FB=93.98,p<.001).즉, 곡형 할

인을 보유한 경우(MA2=3.19)보다 보유하지 않은 경우(MA1=4.50)에 은퇴

비 결정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은퇴를 먼 사건으로 지각하는

경우(MB2=3.74)보다 가깝게 느끼는 경우(MB1=4.75)에 당장 은퇴 비를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도 앞의 세 단

계에서 밝 진 것과 마찬가지로 곡형 할인 성향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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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1=4.93>MA2=3.32)와 은퇴를 가깝게 지각하는 경우

(MB1=5.00>MB2=4.27)에 반 의 경우보다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A=73.00,FB=66.27,p<.001).

이상의 주효과에 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곡형 할인 성향과 은퇴에

한 시간 거리를 멀게 지각하는 것이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의 비의도에 일 된 방향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 졌

다.이는 그동안 소비자의 은퇴 비의 부족을 재를 과 평가하는 곡

형 할인을 바탕으로 이론 으로 설명해왔던 연구들(Mitchell& Utkus,

2004;DeBondtetal.,2008;Vigna,2009;Hershleifer,2001)을 실증하는

결과이다.즉, 곡형 할인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미래에 비해 재에

과도한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축을 통한 은퇴 비라는 장기 인 목표

를 추구하기 보다는 재의 소비를 통한 만족이라는 단기 인 목표를 보

다 시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이로 인해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서 은퇴를 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 으로 낮아지게 된다.

한 은퇴 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은퇴에 한 시간 거리가

은퇴 비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이 숙·

주소 ,2014)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 수행 의도에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직 인 행동을,본 연구에서는 의도를 측정했

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고,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 수행 의도

를 경제 인 측면에서 악한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경제 ·신체 ·정서

측면을 결합하여 은퇴 비행동을 측정하 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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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곡형 할인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에 따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차이 검증 결과

M

A

N

O

V

A

은퇴 비과정의

단계
분산원

Pillai’s

Trace
F

모든 단계

곡형 할인 (A) 0.21 19.67***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B)
0.27 27.20***

AxB 0.15 13.31***

A

N

O

V

A

은퇴 비과정의

단계
분산원 평균(S.D.) F

은퇴 비 필요성

인식

곡형 할인(A)
없음 5.11(1.04)

46.64***
있음 3.86(1.58)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B)

가까움 5.25(1.00)

64.94***
멂 4.49(1.37)

AXB 33.27***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

곡형 할인(A)
없음 4.89(1.09)

51.63***
있음 3.54(1.57)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B)

가까움 4.95(1.04)

51.41***

멂 4.33(1.45)

AXB 36.45***

은퇴 비

결정 의도

곡형 할인(A)
없음 4.50(1.07)

47.27***
있음 3.19(1.73)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B)

가까움 4.75(1.05)

93.98***
멂 3.74(1.37)

AXB 36.66***

은퇴 비

수행 의도

곡형 할인(A)
없음 4.93(1.10)

73.00***
있음 3.32(1.70)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B)

가까움 5.00(1.08)

66.27***
멂 4.27(1.54)

AXB 44.9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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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비과정의

단계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곡형

할인
평균(S.D.) F

은퇴 비

필요성 인식

가까움
없음 5.28(0.97)

0.57
있음 5.11(1.15)

멂
없음 4.91(1.09)

79.71***
있음 2.90(1.12)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

가까움
없음 4.97(1.02)

0.67
있음 4.78(1.15)

멂
없음 4.79(1.16)

87.42***
있음 2.58(1.11)

은퇴 비

결정 의도

가까움
없음 4.77(1.04)

0.31
있음 4.64(1.13)

멂
없음 4.18(1.03)

90.93***
있음 2.08(1.22)

은퇴 비

수행 의도

가까움
없음 5.04(1.07)

1.63
있음 4.73(1.10)

멂
없음 4.80(1.11)

121.91***
있음 2.23(1.20)

다음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은퇴 비 필요성 인식

(FAxB=33.27,p<.001),은퇴 비 목표설정(FAxB=36.45,p<.001),은퇴 비

결정(FAxB=36.66,p<.001),은퇴 비 수행(FAxB=44.96,p<.001)의 모든 단

계에서 곡형 할인과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의 일차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단순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 고,그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 조건별

곡형 할인에 따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차이 검증 결과

***p<.001

은퇴 비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은퇴 비 필요성 인식에서 곡형 할

인과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은퇴

를 가깝게 지각하는 사람의 경우 곡형 할인 유무에 따라서 은퇴 비

필요성 인식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은퇴를 멀게 느끼는 사람의 경우

곡형 할인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MA1@B2=4.91)이 보유한 사람

(MA2@B2=2.90)에 비해 유의하게 은퇴 비에 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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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B2=79.71,p<.001).

은퇴 비 목표설정 단계에서도 역시 은퇴에 한 시간 거리를 가깝

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곡형 할인에 따라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가 달

라지지 않는 반면,은퇴를 멀게 느끼는 사람은 곡형 할인이 결합될 경

우(MA2@B2=2.58),그 지 않을 경우(MA1@B2=4.79)보다 은퇴 비와 련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B2=87.42p<.001).

은퇴 비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은퇴 비 결정 단계에서의 단순주효

과 분석 결과 역시 이 단계의 분석 결과와 유의성 방향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먼 ,은퇴를 가깝게 지각하는 사람의 경우 곡형

할인 유무에 따라서 은퇴 비 결정 의도에 차이가 없었으나,은퇴를 멀

게 느끼는 사람의 경우 곡형 할인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MA1@B2=4.18)

이 보유한 사람(MA2@B2=2.08)에 비해 유의하게 은퇴 비의 결정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A@B2=90.93,p<.001).

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도 역시 앞의 세 단계와 유의

성 방향성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먼 은퇴를 가깝게 느끼는

사람은 곡형 할인에 의해 은퇴 비 수행의도가 달라지지 않는 반면,

은퇴를 멀게 느끼는 사람은 곡형 할인이 결합될 경우(MA2@B2=2.23)그

지 않을 경우(MA1@B2=4.80)보다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B2=121.91,p<.001).

이상의 상호작용효과에 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2>와 같다.먼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은퇴를 가깝게

느끼는 사람의 경우 곡형 할인 유무에 따른 은퇴 비의도의 차이가 크

지 않아 완만한 기울기의 직선으로 표 된 반면,은퇴를 멀게 느끼는 집

단이 곡형 할인 성향까지 가질 경우, 곡형 할인 성향을 가지지 않을

때에 비해 은퇴 비의도가 격하게 하락하여 가 른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으로 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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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곡형 할인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에 따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이상의 결과는 소비자의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개인 오

류-감정 편향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특히 그러한

향력이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일 된 방향으로 도출되었기 때

문에 곡형 할인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요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밝 졌다. 한 곡형 할인 성향이 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특성과 결합될 경우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의

비의도가 크게 하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이는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행동 증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성향을 함께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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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한 근이 가장 우선 으로 취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곡형 할인 성향을 지니거나 은퇴를 먼 사건으로 인지하는 성향

을 가진 개인을 상으로 곡형 할인을 개선하고,은퇴를 가깝에 지각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 으로 필요하지만,특히 곡형 할인 성향과

은퇴를 먼 사건으로 지각하는 성향을 동시에 지닌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기본 으로 곡형 할인 성향을 지닐 경우 먼 미래의 이익을 재

의 이익에 비해 과소평가하게 되는데,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성향이 이

와 결합될 경우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은퇴 비로 인한 이

득의 가치는 더욱 작게 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곡형 할인은 성향 인 특성으로 개선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

지만 일정한 규칙의 부여를 통해 곡형 할인의 부정 인 향을 완화할

수 있다(Angeletosetal.,2001;Laibson,1997;Madrian& Shea,2000).

한 은퇴 이후의 먼 미래에서부터 재와 가까운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 으로 상상하고 직 표 하도록 하는 역향 측의

과업이 순향 측시 발생할 수 있는 낙 주의 성향(Wilsonetal.,2000)

을 개선함으로써 은퇴를 보다 가까운 사건으로 지각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을 활용하여 은퇴 비의 증진을 유도할 수 있

다.



-108-

특성

동조효과 조건 <N(%)/M(S.D.)>

χ2/F없음

(N=300)

낮은 수치

(N=75)

높은 수치

(N=75)

성별
남성 180(60.0) 44(58.7) 45(60.0)

0.05
여성 120(40.0) 31(41.3) 30(40.0)

연령

30 107(35.7) 26(34.7) 27(36.0)

0.0440 110(36.7) 28(37.3) 27(36.0)

50 83(27.7) 21(28.0) 21(28.0)

주택

보유

여부

보유 208(69.3) 50(66.7) 49(65.3)
0.54

비보유 92(30.7) 25(33.3) 26(34.7)

3.사회 오류-인지 편향 검증 결과:동조효과

1)사 동질성 검증 조작 검 결과

동조효과가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조사2의 조사 상자 450명 300명에게는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

하지 않았고,나머지 150명에게는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하 다. 한

동조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 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동조효

과 자극물을 제시받은 150명을 동조효과 자극물의 수치(낮음/높음)에 따

라 다시 두 집단으로 나 어 각기 다른 조작 이미지를 제시하 다.

각 조건에 따른 은퇴 비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교차분석

일변량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여 각 조건에 무작 로 할당된 집단

들 사이에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표 4-8>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사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 다5).

<표 4-8>동조효과 조건별 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 결과

5)성별 연령의 경우 동조효과의 각 조건 내 연령 성별의 할당 비율을

체 조사 상자의 연령 성별의 할당 비율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 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연령과 성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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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S.D.) t

조작 검

(은퇴 비수행자 음 vs많음)

낮은 수치 75 4.03(1.58)
-2.33*

높은 수치 75 4.63(1.58)

월 평균 소득

(단 :만원)
371.14(196.66) 390.53(208.43) 367.47(181.76) 0.34

자산 (단 :만원)
29,310.35

(33,498.89)

34,329.24

(78,133.46)

31,007.51

(30,255.67)
0.41

부채 (단 :만원)
5,144.93

(9,959.60)

5,619.55

(10,219.70)

5,626.75

(8,616.42)
0.12

건강상태 (단 : ) 3.28(0.70) 3.28(0.74) 3.49(0.79) 0.54

본 연구에서는 동조효과를 수치에 따라 낮은 수치와 높은 수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조작하 으며,이러한 조작이 효과 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해 <표 4-9>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에서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정

도와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 정도를 양극단 척도로 측정한 결과,동일한

내용을 70%의 사람이 수행하고 있다고 묘사한 경우의 수(MA3=4.63)가

30%의 사람이 수행하고 있다고 묘사한 경우의 수(MA2=4.03)보다 유의

하게 높아 본 연구에서 의도한 로 조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t=-2.33,p<.05).

<표 4-9>동조효과 조작 검 결과

*p<.05

2)분석 결과

동조효과가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이러한

분석의 실시에 앞서 네 개의 종속변수의 상 계수가 모두 0.6이하이고

p<.001에서 유의함을 확인하 다. 한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Box’M값이 67.65로 p<.001에서 유의하여 동질성에 한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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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었으므로 Pillai’s의 Trace값을 토 로 F값 유의도를 확인하 다.

다변량 분산분석 단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동조효과에 따라 은퇴

비의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표 4-10>과 같이 동조효과의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Trace=0.14,F=8.59,p<.001).

먼 ,첫 번째 단계인 은퇴 비 필요성 인식에서 동조효과의 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 졌는데(F=24.07p<.001),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집단 간의 차이로부터 기인했는지 살펴보기 해 Duncan의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과 자극물을

제시받은 집단이 각각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즉,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MA1=4.89)보다 30%의 사람(MA2=5.68) 70%의

사람(MA3=5.69)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극물을 제시받

은 집단이 은퇴 비의 필요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다만,제시되는 메시지에서 은퇴 비를 수행하는 사람의 비 이 은

경우와 많은 경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극물 내

용의 구체 인 수치와 계없이 거집단의 은퇴 비 수행에 한 메시

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비 필요성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비 목표설정 단계에서도 동조효과의 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밝 졌으며(F=21.58p<.001),사후검정 결과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집단이 분류되었다.즉,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

(MA1=4.65)에 비해 30%의 사람(MA2=5.37) 70%의 사람(MA3=5.49)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극물을 제시받은 집단이 은퇴 비

를 해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 경우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

지를 제공받은 경우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비 이 은 경우보다 목표설

정 의도의 수가 높긴 했으나 두 경우의 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밝 져 메시지의 수치보다는 내용 자체가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세 번째 단계인 은퇴 비 결정 의도에서도 역시 동조효과의 주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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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32.44,p<.001),사후검정 결과는 앞의 두 경

우와 같다.사후검정 결과 체 집단이 크게 두 집단으로 나 어졌으며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공받지 않은 집단과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공받은

두 집단이 각각 동질 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

받지 않은 집단(MA1=4.27)이 낮은 수치 조건(MA2=5.11)과 높은수치 조건

(MA3=5.37)에 할당된 응답자들에 비해 은퇴 비 결정 의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즉,메시지 내의 은퇴 비 수행자의 비 이 많고 음에

계없이 거집단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하는 것만으

로 재를 은퇴를 비하기에 한 시기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도 앞의 세 단계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우선 동조효과의 주효과가 유의하 으며

(F=27.16,p<.001),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MA1=4.65)보

다 낮은 수치(MA2=5.49) 높은 수치(MA3=5.63)의 자극물을 제시받은

집단의 경우에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동조효과를 자극할 경우 자극이 없

을 때에 비해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비의도가 유의하게 증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응답자들은 자신과 연령 소득이 비슷한 사

람들이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했을 경우에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받지 않았을 때보다 은퇴 비의 필

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았으며

은퇴 비를 결정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자극물에 제시된 수치가 높고 낮은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은퇴 비의도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높은 수치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

를 제시하지 않더라도,은퇴 비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달하

는 것만으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이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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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N

O

V

A

은퇴 비과정의

단계
분산원

Pillai’s

Trace
F

모든 단계 동조효과 .14 8.59***

A

N

O

V

A

은퇴 비과정의

단계
분산원 평균(S.D.) D F

은퇴 비

필요성 인식

동조

효과

없음 4.89(1.25) a

24.07***낮은 수치 5.68(0.83) b

높은 수치 5.69(1.01) b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

동조

효과

없음 4.65(1.29) a

21.58***낮은 수치 5.37(0.92) b

높은 수치 5.49(1.04) b

은퇴 비

결정 의도

동조

효과

없음 4.27(1.31) a

32.44***낮은 수치 5.11(0.89) b

높은 수치 5.37(1.17) b

은퇴 비

수행 의도

동조

효과

없음 4.65(1.37) a

27.16***낮은 수치 5.49(0.91) b

높은 수치 5.63(0.99) b

<표 4-10>동조효과에 따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차이 검증 결과

***p<.001

이상의 결과는 <그림 4-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네 가지 단계에서

모두 자극이 없는 경우와 자극물이 제시된 경우 간에 간격이 크게 벌어

져 동조효과 자극물이 제시될 경우 비의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다만,앞서 분석 결과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은퇴

비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낮은 수 (30%)과 높은 수 (70%)으로

제시하 을 때에는 은퇴 비 필요성 인식,목표설정 의도,결정 의도,수

행 의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그래 상에서도 두 집

단 간의 비의도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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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조효과에 따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114-

특성
통제착각 <N(%)/M(S.D.)>

χ2/t
낮음(N=143) 높음(N=145)

성별
남성 88(61.5) 86(59.3)

0.15
여성 55(38.5) 59(40.7)

연령

30 48(33.6) 56(38.6)

1.0540 52(36.4) 52(35.9)

50 43(30.1) 37(25.5)

주택보유

여부

보유 102(71.3) 98(67.6)
0.48

비보유 41(28.7) 47(32.4)

4.사회 오류-감정 편향 검증 결과:통제착각

사회 오류-감정 편향에 해당하는 통제착각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조사2에서 실험 자극이 제시되

지 않은 300명을 상으로 통제착각을 측정하고, 수 분류법을 이용

하여 통제착각의 정도에 따라 통제착각 성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

로 응답자를 분류하 다.즉,통제착각 수의 수인 4.30 을 기 으

로 하여 수에 해당하는 12명을 제외한 후,해당 수가 4.30 미만

인 143명을 통제착각이 낮은 집단으로,4.30 과인 145명을 통제착각

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 다.

1)사 동질성 검증 결과

통제착각에 따라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변

수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검증하

다.그 결과,<표 4-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제착각에 따라 건강

상태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3.80,p<.001).따라서 추후 분

석에서 두 집단 간의 사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변수의 향력을 통

제하기 해 해당 변수를 공분산으로 포함하여 다변량 공분산분석

(MANCOVA)을 실시하 다.

<표 4-11>통제착각 특성별 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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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소득

(단 :만원)
383.15(186.34) 359.21(202.28) 1.04

자산 (단 :만원) 32,168.60(33,918.82) 26,872.38(33,920.66) 1.33

부채 (단 :만원) 5,825.62(11,222.70) 4,550.40(8,874.65) 1.07

건강상태 (단 : ) 3.44(0.73) 3.14(0.62) 3.80***

***p<.001

2)분석 결과

통제착각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네 개의 종속변수가 한 련을 갖는 변수라는

과 통제착각 수 에 근거해 분류한 집단 간의 건강상태의 차이가 유의하

다는 을 고려하여 건강상태를 공분산으로 포함한 다변량 공분산분석

(MANCOVA)을 실시하 다.

우선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분석을 한 조건이 충족

되는지 알아보기 해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를 측정하기 한

네 개의 종속변수 간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모든 변수들의 상 이

p<.01에서 유의하 고,그 수 이 0.6을 넘지 않았다. 한 공분산 행렬

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Box’sM 검증을 실시한 결과,Box’sM값이

22.57로 p<.05에서 유의하여 통제착각에 따른 두 집단 간 공분산 행렬이

동질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illai’sTrace값을 토 로 F값 유의

도를 확인하 다.

통제착각에 따라 은퇴 비의도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해 다변량

공분산분석 단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분석 결과, 통제착각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illai’s

Trace=0.05,F=3.47,p<.01),공분산인 건강상태의 향력 한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Pillai’sTrace=0.04,F=3.19,p<.05).

단변량 공분산분석을 통해 이상의 결과가 어떠한 요인에서 기인했는

지를 살펴본 결과,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공분산인 건강상태의

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통제착각은 은

퇴 비 결정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 단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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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 졌다.

이들 세 단계에서 통제착각의 향력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착각이 낮은 집단에 비

해 높은 집단이 은퇴 비 필요성을 더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2=4.60<MA1=5.16,F=10.66,p<.01).즉,은퇴 비의 기 단계에서 통

제착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은퇴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고 은퇴 이후의 경제 상황을 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볼 의향

한 낮았다.이는 통제착각이 자신감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에는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래를 한 비의 시작에는 부정 인 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역시 통제착각이 낮은 사람 보다(MA1=4.94)높은

사람(MA2=4.34)이 은퇴자 마련 은퇴 후 희망하는 재무상태에 해

목표를 설정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타인에 비해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구체 인 목표

를 설정하지 않아도 은퇴 이후의 생활과 은퇴에 이르기까지의 비 한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수행 단계에서는 통제착각 성향이 낮은 사람

에 비해 높은 사람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A2=4.35<MA1=4.94,F=9.14,p<.01).이는 통제착각과 비슷한

맥락의 개념인 비 실 낙 주의가 은퇴 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 결과(임송하,2013)와 유사한 결과로 반 으로 특정한 근

거 없이 자신의 상황이나 통제력을 타인에 비해 정 으로 인식하는 성

향이 은퇴 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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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N

O

V

A

은퇴 비과정의

단계
분산원 Pillai’sTrace F

모든 단계

통제착각 0.05 3.47**

건강상태(공분산) 0.04 3.19*

A

N

O

V

A

은퇴 비과정의

단계
분산원

평균

(S.D.)
F

은퇴 비

필요성 인식

통제착각
낮음 5.16(1.19)

10.66**
높음 4.60(1.28)

건강상태(공분산) 7.12**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

통제착각
낮음 4.94(1.22)

10.09**
높음 4.34(1.32)

건강상태(공분산) 12.65***

은퇴 비

결정 의도

통제착각
낮음 4.38(1.33)

1.28
높음 4.13(1.32)

건강상태(공분산) 4.70*

은퇴 비

수행 의도

통제착각

낮음 4.94(1.35)

9.14**
높음 4.35(1.37)

건강상태(공분산) 9.20**

<표 4-12>통제착각에 따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차이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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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착각의 편향이 은퇴 비 필요성 인식과 은퇴 비 목표설정,은퇴

비 수행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4>와 같다.이를 통해 소비자의 은퇴 비를 증진시키기 해 통제착

각 성향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통

제착각 성향을 낮추기 해서는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통제감의 수 이

객 인 수 보다 높다는 것을 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특히 사건의

바람직성에 을 맞추는 숙고 인 사고방식(Deliberativemind-se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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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사람이 사건의 수행 방법에 을 맞추는 실행 사고방식

(Implementalmind-set)을 지닌 사람보다 통제착각 성향이 낮고 실을

보다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 졌기 때문에(Gollwitzer& Kinney,

1989),소비자들에게 구체 인 수행 방법을 고민하게 하기에 앞서 은퇴

비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그 요성에 해 충분히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4> 통제착각에 따른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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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은퇴 비과정 단계별 심리 편향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심리 편향 검증 결과를 정리하기에 앞서

각 단계에서의 은퇴 비의도를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먼 조사1

에서는 모든 단계에서의 비의도가 7 만 에 4.8 이상으로 보통 이

상의 높은 수 을 나타내었으며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5.26 으로 가장 높았고,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가 4.96 ,은퇴 비 수

행 의도가 4.91 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은퇴 비 결정 의도가 4.87 으

로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내었다.조사2에서도 역시 모든 단계에서의

비의도가 7 만 에 4.5 이상으로 응답자들의 반 인 은퇴 비의도

가 보통 이상이었으며 은퇴 비 필요성 인식 정도가 5.15 으로 가장 높

았고,은퇴 비 수행 의도와 목표설정 의도가 각 4.95 과 4.91 으로 비

슷한 수 으로 뒤를 이었으며,은퇴 비 결정 의도가 4.59 으로 가장 낮

았다.

즉,두 가지 경우 모두 은퇴 비 필요성 인식 정도는 외 으로 5

이상의 수를 나타내 상 으로 높은 편이었으나,세 번째 단계에서의

비의도인 재를 은퇴를 비하기에 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 은퇴 비의 결정을 해 마음을 먹는 정도가 상 으

로 부족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은퇴

비의 필요성을 상 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고,목표를 설정하고자 하

는 의도나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비교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은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실질 으로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도에 비해 은퇴 비를 바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는 정도는 비교

낮은 수 임을 의미한다.이는 소비자가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고,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지 당장 은퇴 비를 시작하기를 주

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세 번째 비 결정 단계에서는 기

와 효능감에 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계획의 과정이론(Friedman&

Scholnick,1997)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이와 같은 결과는 은퇴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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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동에 비해 낮은 우선순 를 갖거나 이에 한 소비자의 인지된

효능감이 낮아 유발될 수 있는 결과로,소비자의 실질 인 은퇴 비행동

을 유도하기 해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의 은퇴 비 결정 의도를 증진시

키기 한 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13>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 <M(S.D.)>

은퇴 비

필요성 인식

은퇴 비

목표설정

은퇴 비

결정

은퇴 비

수행

조사1(N=500) 5.26(1.39) 4.96(1.45) 4.87(1.47) 4.91(1.53)

조사2(N=450) 5.15(1.21) 4.91(1.25) 4.59(1.31) 4.95(1.31)

다음으로,앞서 은퇴 비과정에서 작용하는 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를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로 정리하면 <표 4-14>와 같다.개인 오류의 경우 인지 편향은

이 효과,감정 편향은 곡형 할인을 바탕으로 분석하 고,사회

오류에서는 인지 편향은 동조효과,감정 편향은 통제착각을 바탕으

로 검증하 으며 곡형 할인의 경우에만 조 효과를 분석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효과를 심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우선 개인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이 효과와 사회

오류-감정 편향에 해당하는 통제착각의 경우, 향력의 유의성이나 방

향이 각 단계 별로 상이하게 도출됨으로써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심

리 편향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개인 오류-감정 편향에 속하는 곡형 할인과 사회 오류

-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동조효과는 은퇴 비의 과정에 걸쳐서 일

된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는데,이를 통해 은퇴 비과

정의 모든 단계에서 비교 일 되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심리 편향이

무엇인지에 해 악할 수 있으며,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보다 보편

으로 용할 수 있는 은퇴 비 유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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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편향

은퇴 비과정의 단계

은퇴 비 필요성 인식 은퇴 비 목표설정 은퇴 비 결정 은퇴 비 수행

개

인

오

류

인지

편향

이

효과

정 이 보다

부정 이 조건에서

은퇴 비 필요성 인식

정도가 더 높음

없음

부정 이 보다

정 이 조건에서

은퇴 비 결정 수행 의도가 더 높음

감정

편향

곡

형

할

인

주

효과

곡형 할인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에 모든 단계에서의 비의도가 더 높음

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경우에 비해 가깝게 지각하는 경우에 모든 단계에서의 비의도가 더 높음

조

효과

·은퇴를 가깝게 지각하는 경우, 곡형 할인의 유무에 따라 모든 단계의 비의도에 차이가 없음

·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경우, 곡형 할인이 결합될 때 모든 단계의 비의도가 크게 하락함

사

회

오

류

인지

편향

동조

효과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제시할 경우에

모든 단계에서 비의도가 더 높지만,자극물의 수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감정

편향

통제

착각

통제착각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은퇴 비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가 더 높음

없음

통제착각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은퇴 비 수행의도가

더 높음

<표 4-14>은퇴 비과정 단계별 심리 편향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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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퇴 비 필요성 인식 단계에서의 심리 편향

은퇴 비의 첫 번째 단계인 필요성 인식 단계에는 네 가지 유형의 심

리 편향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이 효과에서는 은퇴

비 수행의 정 인 결과를 강조한 메시지를 제시하 을 때 보다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인 결과를 강조한 메

시지를 제시하 을 때 은퇴 비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

아졌다.이러한 결과는 은퇴 비의 기 단계에서는 부정 인 메시지가

지각된 험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더 효과 으로 각인되어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은퇴

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게는 은퇴 비 수행의 정 인 결

과를 토 로 희망을 심어주는 것보다 은퇴 비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마

주하게 될 부정 인 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성 인식 증진에

보다 효과 임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개인 오류-감정 편향에서는 곡형 할인을 보유하지 않

은 사람과 은퇴를 가깝게 지각하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은퇴

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은퇴를 가깝게 지각하

는 사람은 곡형 할인에 의해 향을 받지 않지만,멀게 지각하는 사람

의 경우 곡형 할인이 결합될 때 은퇴 비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곡형 할인을 보유한

소비자들 은퇴를 먼 사건으로 지각하는 집단을 상으로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특히 이들이 은퇴를 매우 먼 미래의 사건으로 인지하기 보다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 에 도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동조효과의 경우 연령 소득

이 비슷한 사람들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경

우가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보다 은퇴 비의 필요성 인식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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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밝 졌다.한편,묘사되는 은퇴 비 수행자의 비

율이 높고 낮음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 져,은퇴 비

의 필요성 인식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수치에 계없이 거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집단이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

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오류-감정 편향에서는 통제착각 수 이 낮은 집

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은퇴 비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기 때문에,통제착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려보거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아도 은퇴 이후의 생활을 잘

리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따라서 이들이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퇴 비의 요성을 강조하고,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은퇴 비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은퇴 이후의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인지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소비자가 은퇴 비과정의 시작 단계

에서 은퇴 비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도록 만들기 해서는 메시

지 구성의 측면에서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정 인 결과

를 강조하는 부정 목표 이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거집단이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동조효과 유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

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한 개인의 성향 개선의 측면에서 곡형 할

인 성향을 지니거나 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집단과 두 가지 성향을 함께

보유한 집단 통제착각 성향이 높은 집단에 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

여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은퇴 비 목표설정 단계에서의 심리 편향

은퇴 비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은퇴 비 목표설정 단계에서 작용하

는 심리 편향은 곡형 할인,동조효과,통제착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시지 이 의 유형에 따른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의 차이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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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즉,은퇴 비 결과의 정 인 측면을 강조하는지와 부정

인 측면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는 유의하게 달라

지지 않았다.

한편,개인 오류-감정 편향인 곡형 할인은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는데, 곡형 할인이 없을 경우와 은퇴를 가

깝게 지각하는 경우에 반 의 경우보다 은퇴 비와 련하여 목표를 설

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한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은퇴를 가깝게 지각하는 사람의 경우

곡형 할인에 따른 목표설정 의도에 차이가 없는 반면,은퇴를 멀게 지각

하는 경향과 곡형 할인이 결합될 경우에는 은퇴를 멀게 지각하면서

곡형 할인이 없는 경우보다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가 크게 낮아졌다.

사회 오류-인지 편향에서는 연령과 소득이 비슷한 집단이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로 동

조효과 자극물을 제시할 경우에,자극물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동조

효과를 바탕으로 은퇴 비 목표설정 의도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동조효

과 유발 메시지를 제공하는 략이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은퇴

비를 수행할 의도가 있는 사람의 비 을 낮게 제시하는 경우와 높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 수치의 수 과 계없이 거집단이 은

퇴 비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달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오류-감정 편향에 해당하는 통제착각의 향이

유의한 것으로 밝 졌는데,통제착각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은퇴 비와 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은퇴 비를 한 목표의 설정을 유도함에 있어서 통제착각

성향이 높은 집단에 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은퇴 비 목표설정 단계에서 은

퇴 이후의 삶의 수 에 한 목표와 은퇴 비 축과 련된 목표설정

의도를 유의하게 증진시키기 해서는 거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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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이 은퇴 비와 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제공하

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한 개인 인 성향에서 곡형 할인 성향이

있거나 통제착각이 높은 집단이 은퇴 비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

가 낮았기 때문에 이들이 은퇴 비와 련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해 곡형 할인 성향을 지닌 집단이 은퇴를

보다 가깝게 인지하도록 유도하고,통제착각을 지닌 집단이 은퇴 비 목

표설정의 필요성과 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굳이 은퇴

비와 련하여 목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은퇴 이후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은퇴목표

의 명확성이 증 될수록 은퇴 비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나혜림·최 자,2013)를 고려할 때,이와 같은 근을 통해 소비자가 은

퇴 비와 련하여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은퇴 비 증진을

한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3.은퇴 비 결정 단계에서의 심리 편향

은퇴 비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은퇴 비 결정 단계에서는 통제착각

을 제외한 세 가지 편향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단계는 다른 단계에 비해 반 으로 가장 낮은 비의도를 보인 단계

로,검증된 심리 편향을 토 로 은퇴 비 결정 의도를 증진시키기

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유용한 시사 을 가져다 수 있다.

먼 개인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이 효과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은퇴 비 필요성 인식 단계와는 달리 은퇴 비 결정 단계에

서는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정 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

보다 은퇴 비를 수행할 경우의 정 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은퇴

비 결정 의도 증진에 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은퇴

비의 기 단계에서는 부정 인 메시지가 보다 강하게 각인되어 필요성

인식 정도가 증진되지만,은퇴 비를 해 마음을 먹는 단계에서는 정

인 이 의 메시지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지각된 효과성이 높아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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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은퇴 비의도가 증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오류-감정 편향의 곡형 할인은 앞의 두 단계와 마찬가지

로 곡형 할인이 있는 경우와 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경우보다 곡형

할인이 없는 경우와 은퇴를 가깝게 지각하는 경우에 재를 은퇴를 비

하기에 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은퇴를 가까운 사건으로 지각하는 사

람의 경우에는 곡형 할인에 따라 은퇴 비 결정의도에 차이가 없는 반

면,은퇴를 먼 사건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곡형 할인 성향까지 가질 경

우에는 곡형 할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은퇴 비 결정 의도가 크게 하

락하여 이들에 한 주의와 근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

사회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동조효과에서는 앞의 두 단계와

마찬가지로 자극물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 비해 자극물의 제시를 통해 동

조효과를 유발할 경우에 은퇴 비 결정 의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한편,동조효과 자극물 내용의 수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아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집단이 은퇴 비를 수행하는

비 이 많고 음은 요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마지막으로 사회 오류-감정 편향의 통제착각은 은퇴 비 결정의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에 비해 여러

사건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은퇴 비결정 의도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 졌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당장 은퇴 비를 시작하고자 마

음을 먹도록 하기 해서는 은퇴 비를 수행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정 인 내용으로 구성된 메시지와 거집단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결

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이며, 곡형

할인 성향을 보유한 사람들을 상으로 이러한 의도를 증진시키기 한

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 은퇴를 먼 사건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경

우에는 은퇴를 보다 가깝게 지각할 수 있도록 은퇴 이후의 생활을 구체

으로 그려보도록 하고,은퇴가 자신과 계없는 멀리 떨어진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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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을 인식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의 심리 편향

은퇴 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는 네 가지 편

향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개인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이 효과에서는 은퇴

비 결정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정 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보다 은퇴 비를 수행했을 경우의 정 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은퇴 비 수행 의도 증진에 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은퇴 비 필요성 인식 단계에서는 부정 인 메시지를 제

시하 을 경우에 필요성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증진된 것과 반 로 은퇴

비 결정과 수행의 단계에서는 정 인 메시지가 제시될 경우에 그 의

도가 유의하게 증진된다는 것은,은퇴 비를 해 실질 으로 마음을 먹

고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후반의 단계에서는 은퇴 비의 결과를 정

으로 묘사하고 망할 경우에 지각된 효과성이 높아져 보다 희망을 갖고

은퇴 비에 임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오류-감정 편향의 곡형 할인은 앞의 세 단계에서와 마찬

가지로 곡형 할인이 있는 경우와 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경우보다 곡

형 할인이 없는 경우와 은퇴를 가깝게 지각하는 경우에 은퇴 비를 수행

하고자 하는 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앞의 단계들과 동일한 것으로 밝

졌는데,은퇴를 가까운 사건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곡형 할인에 따라

은퇴 비 수행 의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은퇴를 멀게 지

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특성이 곡형 할인과 결합될 경우,은퇴를 멀게

지각하면서 곡형 할인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은퇴 비 수행 의도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동조효과에서는 앞의 세 단계와

마찬가지로 동조효과 자극물을 제시할 경우에 자극물을 제시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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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비해 유의하게 은퇴 비 수행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극물의 수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 져 은퇴 비 수

행 의도를 증진시키기 해서 거집단의 은퇴 비 내용을 달하여 동

조효과를 유발하는 근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오류-감정 편향의 통제착각에서는 통제착각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정 사건에 해 향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은퇴 비 수행 의도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소비자들의 은퇴 비 수행 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은퇴 비를 수행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정 인 내용으로 구

성된 메시지와 거집단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동조효과를 유발

하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한 곡형 할인

을 보유한 사람이나 은퇴를 먼 사건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경우에 곡형

할인 성향을 개선하고 은퇴를 보다 가깝게 지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제착각이 높은 사람들은 한 은퇴 비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은퇴

이후의 삶을 의도한 로 통제할 수 없음을 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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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 인 은퇴 비 증진 방안을 마련

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이를 해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유형화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고,은퇴

비를 최종 인 행동 주로 분석해왔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를 과정

의 측면에서 악하여,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용할 수 있고 유

용한 함의를 가져다 것으로 상되는 심리 편향을 각 유형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 다.그 결과,개인 오류-인지 편향에서 이 효

과,개인 오류-감정 편향에서 곡형 할인,사회 오류-인지 편

향에서 동조효과,사회 오류-감정 편향에서 통제착각이 선택되었으

며,이러한 네 가지 심리 편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은

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정리하 다.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한다.

제 1 요약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를 토 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소비자의 은퇴 비를 과정 인 측면에서 악하기 해 본 연

구에서는 Noone등(2010)이 제시한 계획의 과정이론에 근거하여 은퇴

비과정을 각 단계별로 나 어 살펴보았다.먼 첫 번째 단계는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로,이 단계에서 소비자는 은퇴 이후의 삶

에 한 표상을 형성하고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두 번째

단계는 은퇴 비와 련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은퇴 이후의 삶의

수 에 한 목표를 설정하는 과업과 은퇴 비를 한 축 투자와

련된 목표를 설정하는 과업이 이 단계에 포함된다.세 번째 단계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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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비를 결정하는 단계로,은퇴 비를 나 에 해야 할 일로 미루지 않

고 지 당장 은퇴 비를 수행하기로 결심하는 단계에 해당한다.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은퇴 비를 수행하는 단계로 은퇴에 비하여 실질 으

로 축이나 투자를 수행하는 과업이 이 단계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되는 조건에 따른 응답 수 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모든 단계에서 각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측정하 다.

한 각 단계에서의 과업이 순차 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

라 한 개인이 동시에 각 단계에서의 과업에 한 의도를 지닐 수 있고,

단계 별로 그러한 의도의 수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로 하 다.

이 게 나 각 단계 별로 응답자의 은퇴 비의도를 측정한 결과,은퇴

비 결정 의도가 다른 역에서의 비의도에 비해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은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목

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정도 실질 으로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도보다 은퇴 비를 바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는 정도가 비교 낮은

수 임을 확인하 다.이는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

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실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지 바로 은

퇴 비를 수행하고자 마음을 먹는 정도가 상 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따라서 앞서 밝 진 은퇴 비과정 단계별 심리

편향 ,세 번째 단계인 은퇴 비 결정 단계에서의 비의도에 향을

미치는 심리 편향을 고려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한 방안을 마련한다

면,소비자들이 재를 은퇴 비를 시작하기에 한 시기로 인식하도

록 함으로써 은퇴 비를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분석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 을 편향의 내용 원천과 상황 맥락에

근거하여 인지 편향과 감정 편향,개인 오류와 사회 오류의 두

가지 축으로 설정하 다.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의 유형을 분류하기 한 작업이 수행되었고,본 연구는 이를 보완

하여 보다 종합 이고 체계 인 에서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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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자 하 다.

먼 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인지 요소와 감정 요소가 향을

미친다는 것(Shefrin,2000)을 고려하여 심리 편향 한 크게 인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과 감정에 의해 향을 받아 발생하

는 편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은 소비자 자신의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속해있는 사

회와 환경의 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을 고려할 때 개인 차

원과 사회 차원으로 심리 편향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하

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심리 편향의 분류 기 을 조합하

여 개인 오류-인지 편향,개인 오류-감정 편향,사회 오류-인

지 편향,사회 오류-감정 편향의 총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 으

며,각 유형 별로 이 효과, 곡형 할인,동조효과,통제착각을 선

택해 검증하 다.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연구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심리 편향의 유형 분류 기 을 제시한 것으로,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을 종합 으로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

으로 기 한다.

셋째,개인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이 효과를 검증한

결과,은퇴 비 목표설정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이 효과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 기 단계인 은퇴 비 필

요성 인식 단계와 후기 단계인 은퇴 비 결정 수행 단계에서 효과

인 이 의 유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별

로 설득 메시지를 다르게 고안해야 함을 시사하 다.먼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정

인 결과를 제시하 을 때가 은퇴 비를 수행할 경우의 정 인 결과

를 제시하 을 때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은퇴 비를 해

마음을 먹고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은퇴 비를 수행하 을

경우의 정 인 결과를 제시하 을 때가 반 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소비자들이 은퇴 비를 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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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부정 이 메시지가 지각된 험을 높임으로써 정서 인 반

응을 야기하고,그 결과 정 이 메시지보다 더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즉,일반 으로 사람들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Kahneman& Tversky,1979),은

퇴 비의 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작용하여 이익에 해당하는 은

퇴 비 수행의 정 결과 보다 손실에 해당하는 은퇴 비 부족의 부정

결과가 더 강하게 지각되어 은퇴 비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한편,은퇴 비의 후반 단계에서는 부정 이 메시지

보다는 정 이 메시지가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를

통해 은퇴 비를 해 실질 으로 마음을 먹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기

해서는 보다 희망 인 내용의 메시지를 제시하고,지각된 효과성을 높임

으로써 인지 지각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즉,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부정 인 메시지가 보

다 강하게 각인되지만,이를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는 이와 같은 부정 인 메시지가 망 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실천 의지

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부정 인 메시지보다는 은퇴

비를 잘 수행하 을 경우의 정 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인지 으로

은퇴 비의 요성을 지각하게 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따라

서 향후 은퇴 비 증진을 한 메시지 이 의 구성에 있어서 은퇴

비과정의 단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은퇴 비의

수행의 측면에만 을 맞추어왔던 그간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

서 확장 으로 용한 은퇴 비의 과정을 고려한 근 방식이 의미 있는

시도 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은퇴 비 결과에 한 메시지를 이

하는데 있어서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차별 인 략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두 번째 유형인 개인 오류-감정 편향의 유형에서는 곡형

할인의 주효과와 은퇴에 한 시간 거리 지각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검증 결과,두 변수는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일 된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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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곡형 할인을 하는 집단에 비해 그 지 않은

집단이,은퇴를 멀게 느끼는 집단에 비해 가깝게 느끼는 집단이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비의도가 보다 높았으며,이와 같은 곡형

할인 성향이 은퇴를 멀게 지각하는 특성과 결합될 경우,모든 단계에서

의 은퇴 비의도가 크게 하락하 다.이러한 결과는 곡형 할인 성향을

지닐 경우 먼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이득을 재의 이득에 비해 과소평

가하게 되는데,은퇴를 먼 사건으로 지각할 경우 은퇴 비의 정 인

결과를 더욱 더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

다.이는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의 은퇴 비의도를 증진

시키기 해서는 미래에 비해 재에 과도한 가 치를 부여하는 것과 은

퇴를 먼 사건으로 지각하는 성향을 개선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사회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동조효과의 향을 분

석한 결과,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동조효과에 따른 비의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즉,동조효과 자극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는 조건과 제시하는 조건,제시할 경우 내용의 수치를 달리하는 조건

에 응답자들을 할당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동조효과 자극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연령 소득이 비슷한 집단이 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제시하 을

경우에 모든 단계에서 은퇴 비의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소비자들은 은퇴 비와 련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은퇴 비 상황에 의해 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 때,은퇴 비를

수행하는 사람의 비 이 높거나 낮음에 의해서는 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정리해보면,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비 이 30%

의 낮은 수치로 제시될 경우에는 연령과 소득이 비슷한 체 집단 은

퇴 비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라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은퇴 비의도는 메시지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보다 유의하게 증

진되었고,이러한 의도는 다수의 거집단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

다는 내용의 높은 수치 자극물을 제시하 을 경우의 수와 유의하게 다

르지 않았다.즉,응답자들은 자신과 연령 소득이 비슷한 집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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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비를 수행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은지와 은지 여부 보다는 제시되

는 메시지가 어떠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더 큰 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다른 사람의 의견 행동에 동조하려는 경

향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은퇴 비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거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퇴 비를 수행할 의도가 있으며,실제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여섯째,심리 편향의 마지막 유형인 사회 오류-감정 편향에 속

하는 통제착각의 향을 분석한 결과,은퇴 비 결정 단계를 제외한 모

든 단계에서 통제착각에 따라 비의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통

제착각은 기존의 연구에서 은퇴 비행동과 연결지어 실증 으로 분석된

이 없는 심리 편향으로 본 연구에서 이들 간의 계를 새롭게 검증

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분석 결과,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발생할

사건들에 더 큰 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은퇴 비

의 필요성을 게 인식하고,은퇴 비와 련해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

는 의도가 낮았으며,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한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제착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은

퇴 비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은퇴라는 사건 은퇴와 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향후

소비자의 은퇴 비 증진을 해서 이러한 성향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

다.

일곱째,네 가지 유형의 심리 편향의 검증 결과를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로 정리해 본 결과,첫 번째 단계인 은퇴 비 필요성 인식 단계와

마지막 단계인 은퇴 비 수행 단계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편향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한편,은퇴 비 목표설정 단계에서

는 이 효과를 제외한 세 가지 편향이,은퇴 비 결정 단계에서는

통제착각을 제외한 세 가지 편향이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개인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이 효과와 사회 오

류-감정 편향에 해당하는 통제착각은 각 단계에 따라서 향력의 방

향이나 유의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비를 단일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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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기 보다는 일련의 과정 인 측면에서 악하는 것이 유용한

근임을 실증하 으며,개별 소비자의 상황 필요에 맞게 각 단계에서

의 은퇴 비를 유도하는 근을 취해야 함을 시사하 다.즉, 이

효과의 경우 은퇴 비 필요성 인식 단계에서는 부정 이 이 정

이 보다 효과 인 반면,은퇴 비 결정 수행 단계에서는 반 의

결과가 도출되었고,은퇴 비 목표설정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 져 각 단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통제착

각의 경우에는 은퇴 비 필요성 인식,목표 설정,수행 단계에서는 통제

착각이 높은 사람에 비해 낮은 사람의 은퇴 비의도가 보다 높았지만 은

퇴 비 결정 단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기

존의 근과 같이 은퇴 비를 마지막 단계인 수행의 측면에서만 살펴보

았을 경우에는 도출하기 어려운 결과로,은퇴 비를 과정 인 측면에서

악한 본 연구를 통해 은퇴 비에 한 이해를 보다 심화할 수 있었고,

은퇴 비과정의 단계에 따라 차별 인 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확

인되었다.한편,개인 오류-감정 편향에 속하는 곡형 할인과 사회

오류-인지 편향에 해당하는 동조효과는 모든 단계에서 일 되고

유의한 향을 미치는 심리 편향으로 밝 져,이러한 편향이 보편 으

로 작용하는 강력한 편향임을 확인하 다.따라서 이러한 심리 편향을

다루는 것을 통해 보다 일반화된 은퇴 비 유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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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언

본 에서는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융소비자의 은퇴 비를

효과 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해 융 교육과 정책

측면,재무 설계 상담 실무 측면,후속 연구의 측면에서 제언을

도출하 다.

은퇴 비와 련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기 한 근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첫 번째 방식은 은퇴

비를 방해하는 요인을 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두 번째 방식은 은퇴 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도

록 선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이러한 근 방식을 융소비자의 심

리 편향과 연결지어보면,개인의 성향으로써의 심리 편향은 이를 개

선하기 한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한편,선택안의 제시

형태에 따라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는 심리 편향은 보다 효과 인 선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루어질 수 있다.본 연구에서 검증된 감정 측

면의 심리 편향인 곡형 할인 통제착각은 자의 근을 바탕으

로,인지 편향인 이 효과 동조효과는 후자의 근을 바탕으

로 은퇴 비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1. 융 교육 정책에 한 제언

첫째,소비자의 은퇴 비를 효과 으로 증진시키기 해서는 융 교

육을 실시하기 에 개인의 곡형 할인 성향 보유 여부 자기통제 성

향을 측정하고, 곡형 할인 성향을 보유하거나 자기통제 성향이 낮은

집단에 주목하여 이러한 성향을 개선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성향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이를 완

하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일정한 규칙이나 제약의 부여를

통해 이러한 성향으로 인한 부정 인 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특히 은

퇴 비와 련하여서는 은퇴 비 축 계좌 납입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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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것이 효과 이며(Madrian& Shea,2000),연 이나 생명보험과 같

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모든 재산을 즉시 소비해 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Laibson,1997).실제로 Angeletos등(2001)의 연

구에 의하면 개인은 유동성 자산보다 비유동성 자산을 더욱 오래 보유하

는 것으로 밝 졌다.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소비자가 유동성 자

산에 한 자기통제 문제를 비유동성 자산을 장기 으로 보유함으로써

해결하고,비유동성 자산을 노년기에 화하여 노후자 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 다.따라서 융 교육의 과정에서 곡형 할인

성향을 보유한 소비자를 상으로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

며,유동성이 낮은 상품에 가입하여 은퇴 비를 수행하는 것이 은퇴 비

에 있어서 왜 이득이 되는지와 자동이체가 가지는 이 을 분명하게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융 교육 로그램 설계시 개인이 은퇴를 보다 가까운 사건으

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분석 결

과,은퇴 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은퇴를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

하는 경우에 먼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하는 경우 보다 은퇴 비의도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 졌으며, 곡형 할인 성향과 은퇴를 멀게 지각

하는 성향이 결합될 경우 은퇴 비의도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각각의 소비자에게 객 으로 은퇴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남

아 있는지 와는 별개로 주 으로 은퇴를 보다 가까운 사건으로 인식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해서는 은퇴 후의 생활을 구체

으로 그려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와 은퇴 사이의 기간에 해서도

분명한 표상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재와 미래의 은퇴 사이의 기간에 해 표상을 형성하는 방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와 가까운 시 에서 시작하여 먼 미

래의 은퇴 시 까지 시간의 흐름 순으로 측하는 순향 측 방식과 미

래의 은퇴시 에서 시작하여 재와 가까운 시 까지 역순으로 측하는

역향 측 방식이 있다(Dortmans,2005;Ebertetal.,2009).선행연구

결과,순향 측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해 낙 주의 편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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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기 쉽고(Wilsonetal.,2000), 재 시 으로부터 시간 거리가 멀

어질수록 수행이 요구되는 세부 인 과업은 간과되고 결과 인 사건만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rope& Liberman,2010).한편,역향 측

시에는 먼 미래의 사건의 결과로부터 측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

하는데 필요한 세부 인 략을 보다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순향 측 시

발생할 수 있는 낙 주의 편향을 일 수 있다.실제로 김희연과 김재휘

(2013)의 연구에서는 역향 측을 처치하 을 경우에 순향 측을 처치

하 을 때 보다 연 보험 가입 의도가 유의하게 증진된다는 것이 밝

졌다.따라서 소비자가 은퇴를 보다 가까운 사건으로 인지하도록 하기

해서 은퇴 시 부터 시작하여 재에 이르기까지 10년 내지는 5년 단

로 자신의 모습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에 해 상상하고 직 표

하도록 하는 역향 측의 과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융 교육 과정에서 소비자가 통제착각의 존재를 지각하고,사

건에 한 통제가능성을 객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

다.기존의 연구를 통해 통제착각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 밝 지기도 했으나,이와 같은 통제감은 비 실 인 평가

에 근거한 심리 편향으로 은퇴 비과정의 단계별 비의도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즉,일상생활 은퇴 후 생활과

련된 사건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제착각

수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은퇴 비의 필요성을 덜 인식하고 은

퇴 비와 련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융 교육 과정에서 개개인의

통제착각 수 을 측정하고,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통제감이 객 인 확

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실 인 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통제착각 성향을 낮추는 방법 하나로 소비자가 숙고

사고방식(Deliberativemind-set)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숙고

사고방식이란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얻는 결과에 을 두고 목표의

바람직성을 요하게 고려하는 사고방식으로,이와 반 되는 개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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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실행에 을 두고 실행가능성을 요하게 고려하는 실행 사

고방식(Implementalmind-set)이 있으며,이러한 사고방식은 개인이 지

니는 성향이기도 하지만 일정 과업을 통해서 특정 사고방식을 활성화시

키는 것 한 가능하다고 한다(Gollwitzer& Kinney,1989;Gollwitzer

& Bayer,1999). 한 Gollwitzer와 Kinney(1989)의 실험에서는 숙고

인 사고방식을 유도한 경우에는 실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반면,실행

인 사고방식을 유도한 경우에는 통제착각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 졌기

때문에 통제착각 성향의 개선을 통해서 은퇴 비행동을 증진시키기 해

서는 소비자가 숙고 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

러한 제언은 앞서 은퇴에 한 시간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도록 유도하

는 근과는 일부 상충되는 것으로,은퇴에 한 시간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도록 하기 해서는 세부 인 략과 실행가능성에 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 졌기 때문이다.한편,은퇴를 가깝게 지각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성향은 통제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나 결과의 바람직성에 을 맞추는 것과 실행가능성에 을

맞추는 두 가지 근 모두가 정 인 측면과 제한 인 측면을 함께 보

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개별 소비자가 보유

한 심리 편향에 근거하여 다른 근을 취해야 한다.은퇴에 한 시간

거리를 멀게 지각하는 정도보다 통제착각 성향이 보다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에 집 하여 구체 인 은퇴 비의 실행방식을 고민하도

록 하기에 앞서서 ‘왜’에 집 하여 은퇴 비가 요하고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은퇴 비와 련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기본

으로 숙고 인 사고방식을 취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성향을 낮춤으로써

궁극 으로 은퇴 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소비자의 은퇴 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메시지를 구성하

여 이를 공익 고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러한 방안은

선택 환경의 조성에 해당하는 근법으로,메시지를 고안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본 연구를 통해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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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은퇴 비 미수행의 부정 인 결과

를 강조한 메시지가 보다 효과 이고,은퇴 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

계에서는 은퇴 비를 수행할 경우 상되는 정 인 결과를 강조한 메

시지가 보다 효과 이라는 것이 밝 졌으며,연령과 소득이 비슷한 집단

이 은퇴 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할 경우에 은퇴 비의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 졌다.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활용하여

은퇴 비를 권장하는 메시지를 구성한다면 설득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연령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고안하여 제시할 수

도 있는데,은퇴 비의 경우 일 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은퇴

비의 여력이 없거나 아직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20

30 반을 상으로는 은퇴 비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래할 수 있는

부정 인 결과를 담은 메시지를 구성하여 달하는 것이 은퇴 비 필요

성 인식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이를 해 은퇴 비의 부족이 노후

의 삶의 질을 크게 하시킬 수 있음을 이미지, 심 문구,설명 문구 등

을 통해 일 되게 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본 연구를 통해 거집

단의 은퇴 비 수행에 한 언 과 은퇴에 한 시간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는 것이 비의도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 졌기 때문에 이

러한 부정 목표 이 메시지와 더불어 해당 연령 의 사람 은

퇴 비를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은퇴가 다

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며 생각보다 방 도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제시한다면 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은퇴까지의 객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은퇴 비를 해 결

정을 내리고 수행하는 것이 보다 요한 장년층을 상으로 해서는 은

퇴 비를 수행하 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정 인 결과를 강조한 메시

지를 구성하여 달하는 것이 필요하다.연구 결과,은퇴 비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은퇴 비 부족의 결과를 표 한 부정 이 의

메시지가 은퇴 비 부족과 련하여 좌 감을 증 시켜 비의도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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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반 로 은퇴 비를 수행할 경우 행복한 노

후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정 인 메시지를 토 로 희망을 심어주는 것

이 실질 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 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은퇴 비

의 수행이 보다 시 한 장년층을 상으로는 은퇴 비가 가져올 수 있

는 정 인 결과들을 담은 이미지, 심 문구,설명 문구가 포함된 메시

지를 구성하여 제시하고,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은퇴 비

를 제 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은퇴가 그리 멀지 않은 사

건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추가한다면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재무 설계 상담 실무에 한 제언

첫째,재무 설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퇴 비 자산의 비유

동성이 지니는 장 과 이를 장기 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소비자가 이러한 손해를 분명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연 련 상품과 같은 은퇴 비 자산

의 가장 기본 인 특징은 비유동성으로,이러한 상품에 가입하여 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그러나 재의 소비를 더

시하거나 긴 한 자 이 필요하여 이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은퇴자산

을 화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 않다.은퇴자산이 지니는 비유동

성은 곡형 할인 성향에 반 되어 있는 자기통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러한 이 을 분명하게 설명하

는 것이 필요하다.이외에도 은퇴 비를 해 활용할 수 있는 융상품

은 소득공제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이 을 지니고 있는데,이를 약정된

기간 동안 유지하지 않고 도에 해지할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

음은 물론 더 큰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

게 인지시키고, 도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 으로 감당할 수 있

는 범 내에서 가능한 많은 자원을 은퇴 비를 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상품의 선택 가입에 한 설계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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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납입액의 자동이체 설정을 유도하는 것을 통해 지속 인 은퇴 비 수

행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즉,은퇴 비 상품의 구조나 특징을 소

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본

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 인 편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인지시킴으로써 은

퇴 비 자산에 꾸 히 불입하고 이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하

다는 것을 소비자 스스로가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재무 설계 상담을 통해 은퇴 비가 잘 되어 있는 다른 고객

의 포트폴리오를 시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은퇴 비 증진에 도움을

수 있다.연구결과,자신과 연령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이 은퇴 비

를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은퇴 비의도가

유의하게 증진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따라서 은퇴 비 자산을 포함하

여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특정 소비자와 객 인 상황은 비슷하지만,은퇴 비를 잘 수행해 나가

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여 은퇴 비를 보다 바람직한 수 으로

유도할 수 있다.이 때 객 인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

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

는 것은 비 실 이라고 단하거나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집단이나 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심리 으로 가까운 사람

들의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재무설

계 상담의 시작 단계에서나 주기 인 경과를 보고하는 단계에서 은퇴

비를 잘 수행하고 있는 거집단의 사례나 이와 련된 통계자료 등을

보고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가 은퇴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목표를 설

정하며,이를 결정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셋째,넛지의 기능을 포함한 은퇴 비 융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소

비자에게 극 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넛지란, 사람의 팔을

잡아 끌어서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팔꿈치로

툭 치면서 지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Thaler

& Sunstein,2009).이러한 넛지의 기능을 포함할 경우 소비자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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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은퇴 비행동을 지속 으로 정 인 방향으

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이와 같은 상품의 표 인 사례 하나가

진 축 증 로그램이다.이 로그램은 개인이 일단 연 에 가입

하고 나면 기에 설정된 낮은 기여율을 변경 없이 그 로 유지하는 경

향이 있다는 에 착안하여 여가 인상될 때마다 기여율이 자동으로 증

가되도록 설정한 로그램이다.이와 같은 로그램은 곡형 할인이나

자기통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 졌는

데, 재의 소비에 과도한 가 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지 당장 기여율

을 높이기는 어렵지만 미래 특정 시 으로 기여율 인상이 유 될 경우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자동 이고 강제 인 수단으로 여의 증

가분이 기여율의 인상으로 반 됨으로써 은퇴 비라는 장기 인 목표를

보다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Thaler& Benartzi,

2004).따라서 국내에서도 진 축 로그램의 수를 늘리고,재무 설

계 상담을 통해 이러한 로그램이 지니는 이 을 소비자에게 분명하

게 설명하고 극 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은퇴 비 상품에 가입

하는 시 에서 사 에 합의한 수 으로 상되는 여 인상분의 일부가

자동 으로 은퇴 비 자산에 납입되도록 설정한다면,소비자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동 으로 은퇴 비 자산의 증 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재의 소비에 우선순 가 려 은퇴 비의 부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후속 연구에 한 제언

첫째,본 연구는 은퇴 비에 한 실 인 고려가 가능하고,은퇴

비의 여건이 비교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기 해 30-50 의 상용직 임 근로자를 연구 상으로 설정하 으며 이

를 바탕으로 은퇴 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심리 편향의

향을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 상에는 자 업

자 고용의 지 가 불안정한 임시직 임 근로자 등이 제외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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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추후 이들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상을 확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특히 자 업자 임시직 임 근로자 등은 규칙 인 은퇴 비

를 한 여건이 상용직 임 근로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상으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에게 특화된

은퇴 비 증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각각의 심리 편향이 발생하는 조건에 한 심층 인 탐구가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 편향을 종합 으로 검증하는 과

정에서 곡형 할인을 제외한 심리 편향은 주로 주효과 주로 검증을

진행하 으나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심리 편향이 작용하는 조건

이 응답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를 들

면, 이 효과는 개인이 지니는 조 이나(나 희·최지호,2005;

박희원,2012;조형오,2000;Cesario,etal.,2004),의사결정 상에 한

여도(Meyerowitz& Chaiken,1987)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밝 졌

고, 동조효과의 경우 자기해석 성향(Markus & Kitayama, 1991;

Singelis,1994) 개인이 지각하는 집단의 요도 신뢰도(주소 ·윤

민재,2014)에 따라 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상황을 고려하여 심리 편향의

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 으로써 은퇴 비과정의 단계에서 작용하는

융소비자의 심리 편향에 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종단 연구를 통해 심리 편향에 크게 향을 받는 소비자의

특성을 밝 내는 작업 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본 연구는 횡단 연

구를 실시하여 각 조건에 다른 사람들을 할당하 으며,소비자의 개별

인 특성이 연구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작 할당을 통해 집단의

구성을 비슷하게 유지하여 사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한편,종단

연구를 통한 추 조사를 실시할 경우 동일한 소비자를 상으로 시간차

를 두고 각기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선택이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고,어

떠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에게서 이러한 선택의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

는 지를 악한다면,심리 편향의 향에 보다 취약한 소비자를 가려

낼 수 있고 이들에 한 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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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 별로 비의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다

양화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은퇴 비과정 단계별 비의도를 측

정함에 있어서 각 단계에서 필요한 과업을 나타내는 문장을 바탕으로 의

도를 측정하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 다.이러한 작업은 은퇴 비를 과

정이나 단계로 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를 각 단계

로 세분화하여 악했다는 의의가 있으나,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별 성

격에 따라 측정 방식을 달리하는 것 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은퇴 비와 련된 목표를 설정하거나 수행하는 단계의 경우 가상

의 과업을 주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측정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이처럼 단계 별로 측정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은퇴 비과정의

각 단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논의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실증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던 은퇴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심리 편향을 실증 으로 검증했다

는 에서 문헌의 확장에 기여하 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 주로 은퇴

비를 단일 행동으로 악해왔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를 과정 인

측면에서 악하여 각 단계에서 작용하는 심리 편향을 나 어 살펴

으로써 보다 구체 이고 실효성있는 은퇴 비 증진 방안을 제시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다양한 사회·경제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은퇴 비의

요성이 증 되고 있고,개인에게 부여되는 은퇴 비에 한 책임이 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소비자의 삶

의 질 향상을 해 필수 이다.따라서 이와 련된 연구의 수행 확

장이 지속 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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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은퇴준비과정별 은퇴준비의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자료는 향후 효과적인 은퇴준비 증진 방안 마련에 있어   

귀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정성 어린 답변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 분석 및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 문항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니, 문항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

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응답하시는 내용에 따라 귀하께 

어떠한 손해나 위험도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해 수행되며, 귀하께서는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고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일 설문 도중 응답을 중단하고 참여의 취소를 희망하실 경우 우측 하단의 ‘응답 중

단’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나혜

림입니다. 연구자 본인은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점검 요원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록1>조사1설문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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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상  명  충분히 읽고 이해하 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해 자발 로 동의합니다. 본인  참여 도중 언 든지 그만

둘 수 있고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  이해합니다. 한 이 연

구를 통해 공  본인에 한 보를 행 법률과 생명 리심의

원회의 규 이 허용하는 범  내에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  □

 귀하께서 하단의 동의서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

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됩니다.

 만약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 도중 문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나혜림, 02-880-5702)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02-880-5153)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나혜림(nhr110@naver.com)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 No. E1507/002-006,  승인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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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적 은퇴 비의도에 대한 문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후에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이 이어 니 주의 

 게 읽어주시  바랍니다. (이미  20초 노출)

[조건1]- 정적 프레이밍 자 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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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1.경제 은퇴 비를 하지
않으면 래될 수 있는
부정 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은퇴 비를 하면

기 할 수 있는 정 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2.경제 은퇴 비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은퇴 비를 할
경우 얻게 될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조건2] - 부정적 프레이밍 자 물 제시

Q1. 앞서 보신 이미 는 경제적 은퇴 비의 어떠한 측면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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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나는 은퇴자 으로 얼마나 축할지에 해

목표를 설정할 의향이 있다.

3.나는 지 경제 은퇴 비를 시작하기
보다는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4.나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해 축이나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5.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꾸 히 실천할 계획이다.

6.나는 재 나의 경제 상황을 은퇴 이후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볼 의향이 있다.

7.나는 은퇴 후 희망하는 경제 생활수

(재무 상태)에 해 목표를 세울 의향이

있다.

8.나는 지 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기에 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9.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Q2.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      

에 체크하여 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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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입니다.

매우 좋  않다. 좋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공통]

SQ1. 하 서는 현재 어떤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고 계십니 ?

① 상용  임 근로자     ② 임시 , 일용  임  근로자 

③ 자영업자              ④ 무 가족 종사자                 ⑤ 타

SQ2. 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 ? 

 만 (            ) 세

SQ3. 하의 성별은 무엇입니 ?

 ① 남성           ② 여성           

SQ4. 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주거 형태는 다음  무엇입니 ?

① 자가(본인 혹은 가족 소유)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임대  ⑤ 타
                      

SQ5. 하의 월 평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 ?        

(※ 근로소득, 예 이자, 임대료 등의 재산 소득, 부모나 친 , 정부로부터 받

는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 을 포함한 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월 평 　　　　　　만원

 

SQ6. 하의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 ? 현재 가치로 적어 주십시오. 

(※ 주택 시가, 전·월세 보 , 상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과 예·적 ,   

주식, 채 , 펀드, 저축성 보험, 연 보험, 연  저축 등을 포함한 융자

산,  외 자산을 포함한 액을 적어주십시오.)

총 자산 　　 억 　　　　　　만원

SQ7. 하의 현재 빚은 어느 정도입니 ? 앞으로 갚아야 할 액을 적어     

   주십시오. 

(※ 융  및 장에서 받은 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약 대출, 신용카드 

대 , 할부 , 외상 등을 포함한 액을 적어주십시오.)

 총 부채(빚) 　　 억 　　　　　　만원

SQ8. 하의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 ?

- 끝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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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은퇴준비과정별 은퇴준비의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자료는 향후 효과적인 은퇴준비 증진 방안 마련에 있어   

귀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정성 어린 답변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 분석 및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 문항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니, 문항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

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응답하시는 내용에 따라 귀하께 

어떠한 손해나 위험도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해 수행되며, 귀하께서는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고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일 설문 도중 응답을 중단하고 참여의 취소를 희망하실 경우 우측 하단의 ‘응답 중

단’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나혜

림입니다. 연구자 본인은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점검 요원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록2>조사2설문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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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상  명  충분히 읽고 이해하 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해 자발 로 동의합니다. 본인  참여 도중 언 든지 그만

둘 수 있고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  이해합니다. 한 이 연

구를 통해 공  본인에 한 보를 행 법률과 생명 리심의

원회의 규 이 허용하는 범  내에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  □

 귀하께서 하단의 동의서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

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됩니다.

 만약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 도중 문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나혜림, 02-880-5702)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02-880-5153)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나혜림(nhr110@naver.com)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 No. E1507/002-006,  승인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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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하의 성향에 대한 문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매우

가 운 

일이다.

매우

먼 미래의 

일이다.

[조건1]- 동조효과 자 물 미제시

Q1-1. 다음의 2개의 보  에서 더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A. 오늘 10만원을 받는 것

B. 내일 11만원을 받는 것

(화면 분리)

Q1-2. 다음의 2개의 보  에서 더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A. 1년(365일) 후 10만원을 받는 것

B. 1년 1일(366일) 후 11만원을 받는 것

Q2. 하는 은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 ?  

    * 나에게 은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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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다른 래들과 비교해 볼 때,나에게 _____A _____가
일어날 확률을 ______B______다.

A

B

전
혀

통
제
하
지

못
한
다.

통
제
하
지

못
한
다.

별
로

통
제
하
지

못
한
다.

비
슷
한 

수
준
으
로 

통
제
한
다.

약
간

잘

통
제
한
다.

잘

통
제
한
다.

매
우 
잘 
통
제
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좋은 친구를 얻는다.

2.술이나 마약에 독된다.

3.소 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4.최고 크루즈 여행을 한다.

5.로 나 복권에 당첨된다.

6.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한다.

7.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8.5년 내에 본인의 자산가치가 2배가 된다

9.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

10.자살을 시도한다.

11.내가 한 일이 신문이나 방송에 소개된다.

12..보이스피싱 같은 융사기를 당한다.

13.하는 일에 좋은 성과를 올려 큰 보 스를

받는다.

14.훗날 자녀에게 큰돈을 상속한다.

15.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

16.100살 넘도록 장수한다.

17.교통사고를 당한다

18.암이나 불치병에 걸린다

19.평생 꿈꿔왔던 일을 이룬다

20.노후 비 부족으로 기 생활 수 자가 된다.

Q3. 아래 문항들은 당신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

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다른 또래들과 비 했을 때, 아래의 사건

들이 발생되거나 발생되  않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더 영향력(통제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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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적 은퇴 비의도에 대한 문입니다.

.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나는 은퇴자 으로 얼마나 축할지에 해

목표를 설정할 의향이 있다.

3.나는 지 경제 은퇴 비를 시작하기
보다는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4.나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해 축이나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5.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꾸 히 실천할 계획이다.

6.나는 재 나의 경제 상황을 은퇴 이후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볼 의향이 있다.

7.나는 은퇴 후 희망하는 경제 생활수

(재무 상태)에 해 목표를 세울 의향이

있다.

8.나는 지 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기에 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9.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Q4.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      

에 체크하여 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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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적 은퇴 비의도에 대한 문입니다.

[조건2·3] 동조효과 자 물 제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후에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이 이어 니 주의 

 게 읽어주시  바랍니다. (이미  20초 노출)

[조건2]- 낮은 수치 자 물 제시

[조건3]- 높은 수치 자 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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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1.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
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
는 사람들이 더 많다.

.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나는 은퇴자 으로 얼마나 축할지에 해

목표를 설정할 의향이 있다.

3.나는 지 경제 은퇴 비를 시작하기
보다는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4.나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해 축이나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5.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꾸 히 실천할 계획이다.

6.나는 재 나의 경제 상황을 은퇴 이후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볼 의향이 있다.

7.나는 은퇴 후 희망하는 경제 생활수

(재무 상태)에 해 목표를 세울 의향이

있다.

8.나는 지 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기에 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9.나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한 경제

은퇴 비를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Q1. 앞서 보신 이미 에 제시된 내용은 어떠합니 ?

Q2.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      

에 체크하여 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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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  않다. 좋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다음은 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입니다.

[공통]

SQ1. 하 서는 현재 어떤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고 계십니 ?

① 상용  임 근로자     ② 임시 , 일용  임  근로자 

③ 자영업자              ④ 무 가족 종사자                 ⑤ 타

SQ2. 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 ? 

 만 (            ) 세

SQ3. 하의 성별은 무엇입니 ?

 ① 남성           ② 여성           

SQ4. 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주거 형태는 다음  무엇입니 ?

① 자가(본인 혹은 가족 소유)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임대  ⑤ 타
                      

SQ5. 하의 월 평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 ?        

(※ 근로소득, 예 이자, 임대료 등의 재산 소득, 부모나 친 , 정부로부터 받

는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 을 포함한 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월 평 　　　　　　만원

 

SQ6. 하의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 ? 현재 가치로 적어 주십시오. 

(※ 주택 시가, 전·월세 보 , 상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과 예·적 ,   

주식, 채 , 펀드, 저축성 보험, 연 보험, 연  저축 등을 포함한 융자

산,  외 자산을 포함한 액을 적어주십시오.)

총 자산 　　 억 　　　　　　만원

SQ7. 하의 현재 빚은 어느 정도입니 ? 앞으로 갚아야 할 액을 적어     

   주십시오. 

(※ 융  및 장에서 받은 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약 대출, 신용카드 

대 , 할부 , 외상 등을 포함한 액을 적어주십시오.)

 총 부채(빚) 　　 억 　　　　　　만원

SQ8. 하의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 ?

- 끝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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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decisionmakingbyconsumersisabasicpreconditionof

improvingthequalityofconsumers’lifeandpromotingtheirwelfare.

Whilethismightbeanidealtheoreticalassumption,infactinreality,

consumersmakedecisionsinwaysthatareirrational,andforthis

reason,itisnecessary totakean approach toexplain theactual

decision-making processes of consumers by considering the

descriptive,ratherthannormative,aspects.

Financialdecision-making,in particular,is more likely to be

affectedbypsychologicalbiasesthanothertypesofdecision-making,

andthisduetoitsdistinctivecharacteristicssuchasdiversityand

complexityoffinancialproducts,non-repeatabilityofdecision-making,

theneedforevaluationofrisksanduncertaintyandconsiderationof



-179-

exchangesbetweenthepresentandthefuture.Inparticular,decision-

makingrelatedtoretirementpreparationasksconsumerstofaceall

kindsof uncertaintyregardingtheirfuture,untilthepointthatthey

retire, and requires long-term planning and effor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is reason, this type of

decision-makingismorelikelytoinducepsychologicalbiases.

Behavioral finance has been a leading discipline within the

discussionsoftheeffectsofpsychologicalbiasesondecision-making

offinancialconsumers,andduetotheemergenceofthisdiscourse,

peoplearenow affordedabetterunderstandingofdecision-makingof

financialconsumersthatgoes beyond theexplanationsoffered by

existingtheories.Topersuadeconsumerstomakedesirabledecisions

aboutretirementpreparationinthiscontext,itisnecessarytouse

behavioralfinancetoanalyzethepsychologicalbiasestheyactually

holdintheretirementpreparationdecision-makingprocess.Moreover,

thisanalysismayproducesignificantresultsinthecontextofthe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at have increased the

responsibility ofindividualconsumers to manage theirretirement

prepar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at in analyzing

psychologicalbiasesin retirementpreparation decision-making,the

taskofretirementpreparationconsistsofaseriesofprocesses,rather

than those processes being fragmented(Noone et al.,2010).In

addition,whenapplyinginsightgainedfrom analysisaboutfinancial

consumers’psychologicalbiasestothereality,itishelpfultoclassify

psychologicalbiasesbased on appropriatecriteria,asthesebiases

couldexistinmultipleaspects(FCA,2013).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ed the process of retirement

preparation,andinemployingadequatecategorizationof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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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es offinancialconsumers,the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at

psychologicalbiasesoccurredineachstageofretirementpreparation

process.By doing so,thisstudy aimed to providebasicdatato

establish guidance to promote retirementpreparation in terms of

policy,education,and practice.Studies examining the effects of

psychologicalbiasesonthedecision-making offinancialconsumers

have mostly been conducted abroad.This study is distinctfrom

previous studies,as ithas considered the process ofretirement

preparationintermsofanovelapplicationofanalyzingthebehaviors

ofpreparing forretirementaswellasin exploring thetypesof

psychologicalbiasesoffinancialconsumers.

Firstofall,thisstudy examinedretirementpreparation within a

seriesofprocesses,andclassifiedthem intoperceivingtheneedfor

retirement preparation, setting goals for retirement preparation,

deciding on retirement preparation, and executing retirement

preparation.Thisstudyfocusedonfinancialplanningforretirement,

whichcanbeafoundationforvariousaspectsofretirementplanning.

Italsoassumedthatconsumersdonotundergoeachstageofthe

retirementpreparationprocessinasetorder;rather,theirperceptions

andbehaviorscouldoccurinallstagesoftheprocesssimultaneously.

This study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a survey thatincluded

manipulationoftheexperiment.Inordertosetthevariablethatmay

vary according to stimulus as the dependentvariable,this study

analyzedintentionsforretirementpreparationratherthanbehaviors.

Thisstudyestablisheditscategorizationcriteriaaccording tothe

contentsourceandsituationalcontextbasedonpreviousstudiesthat

hadcategorizedtypesofpsychologicalbiasesoffinancialconsumers.

Psychologicalbiasesoffinancialconsumerscanbemorethoroughly

understoodthroughcategorizationlinkedtothesourceofbias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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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adopted the “content source,” divided into

cognitiveandemotionalbiases(Ricciardi,2006;Shefrin,2000),asone

ofthecategorizationcriteriaforbiases.Decision-makingoffinancial

consumerscannotbedivorcedfrom thecontextinwhichtheprocess

occurs, and therefore, this study further categorized these

psychologicalbiases into individualerrors and socialerrors,in

additiontotheothercriteriamentionedabovetocreatefourtypesof

psychologicalbiase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athad analyzed psychological

biasesinassociationwithretirementpreparation,itwasfoundthat

moststudiesfocusedonpsychologicalbiasesinthelaststageofthe

process,namelyinexecutingretirementpreparation.Toextendthis,

thisstudyselectedonetypeofthepsychologicalbiasesfrom eachof

thefourcategoriesabove,andthenanalyzedeachtypeintermsof

allstages of the retirementpreparation process,which in turn

providedusefulimplicationsforfuturework.Thisstudyselectedthe

framing effect in individual error-cognitive bias, hyperbolic

discounting in individualerror-emotionalbias,conformity effectin

social error-cognitive bias, and illusion of control in social

error-emotionalbias,in establishing an analyticalframework that

accountedfortheprocessofretirementpreparationandthetypesof

psychologicalbiases.

Thekeyfindingsandconclusion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by measuring intentions in each stage ofthe retirement

preparationprocess,itwasfoundthatintentionisrelativelylowerin

thethird stage,deciding on retirementpreparation,compared with

otherstages.Thisconfirmsthattherearerelativelyfewerconsumers

deciding to immediately begin retirementpreparation,compared to

thoseinthestageofthinkingthatretirementisnecessary,and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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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lyexecutingretirementpreparation.Thissuggeststhatevenif

consumershavetheintentiontoexecutetheirretirementpreparation,

they struggle to actually do it because they lack the relative

willingnessneededtoexecuteretirementpreparationimmediately.

Second,byverifyingtheframingeffectinindividualerror-cognitive

bias,itwasfoundthattheframingeffecthadasignificantimpactin

allstagesoftheprocess,exceptinthestageofsettingthegoalsfor

retirementpreparation.Here,the types ofeffective framing were

differentbetween thestageofperceiving theneed forretirement

preparation(earlierstage),andthestagesofdecidingandexecuting

retirementpreparation (laterstages),which implies thattypes of

persuasivemessagesshouldvaryacrosseachstageoftheretirement

preparationprocess.Toexplain,inthestageofperceivingtheneed

forretirementpreparation,itwasmoreeffectivetoprovidenegative

(ratherthanpositive)resultsofnotexecutingretirementpreparation

tothedecision-maker.Havingsaidthis,theintentiontodecideand

executeretirementpreparationwashigherwhenpositiveresultsof

executing retirement preparation were provided.Therefore,it is

necessarytoconsiderthestagesoftheretirementpreparationprocess

in devising different messages for the promo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Third, individual error-emotional bias was confirmed through

examining the main effect of hyperbolic discounting and the

moderating effectofperceiving temporaldistanceaboutretirement.

Thisresultshowedthatthetwovariableshadconsistenteffectson

allstagesoftheretirementpreparation process.Theintention for

preparation washigherin allstagesin thegroup thatdoesnot

engagein hyperbolicdiscounting,aswellasthegroup thatfeels

retirementisclose,comparedtogroupsthatdonotengagenor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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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isimminent.Theintentiontoprepareremarkablydecreases

inallstageswhenthetendencyofhyperbolicdiscountingiscombined

withthecharacteristicoffeelingthatretirementisadistantevent.

Thisresultindicatesthatinordertopromoteconsumerintentionfor

retirementpreparationinallstagesoftheprocess,itisnecessaryto

increasethetendencyofplacingexcessiveimportanceonthepresent

ratherthan thefuture,aswellasthecharacteristicofperceiving

retirementasafar-offevent.

Fourth,byanalyzingtheconformityeffectinsocialerror-cognitive

bias itwasfoundthattherewasasignificantdifferenceinintention

related to the conformity effectin allstages ofthe retirement

preparationprocess.Specifically,whenconsumerswereprovidedwith

themessagethatretirementpreparationisexecutedinallstagesof

the process by others people ofsimilar income and age,then

consumersshowedincreasedintentionforretirementpreparationinall

stagescomparedtowhentheimagestimulatingconformityeffectwas

not provided. Consumers making decisions regarding retirement

preparation are affected by the perceived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byotherpeople,ratherthanby thepercentage(highor

low)orquantityofpeoplewhoareexecutingretirementpreparation

presently.

Fifth,by analyzing the effectofillusion ofcontrolin social

error-emotionalbias(thelasttypeofpsychologicalbiases),itwas

foundthattheintentionforretirementpreparationvariedaccordingto

illusion ofcontrolin allstages,exceptfordeciding on retirement

preparation.Theanalysisresultshowedthatpeoplewhothinkthey

canexertagreaterinfluenceonpotentialeventsthanotherstendto

thinklessoftheneedforretirementpreparation,havelittleintention

for setting the goals of retirement preparation,and hav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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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forexecutingretirementpreparation.Thismaybedueto

thefactthepeoplewith illusion ofcontrolbelievethatthey can

controltheeventofretirement,aswellasvariousproblemsrelatedto

retirementeveniftheydonotplantheirretirement.Thisimpliesthat

such a tendency mustbe handled with caution when promoting

retirementpreparationofconsumersinthefuture.

Finally,bysummarizingtheverificationresultsoftheanalysisof

thefourtypesofpsychologicalbiases,itwasfound thatframing

effectandillusionofcontroldisplayeddifferencesinthedirectionor

significanceofinfluence,depending on each stageexamined.This

resultdoesnotreadily appearin thosepreviousstudiesthathad

solely focused on the aspectofexecuting retirementpreparation,

which indicates that the approach taken in this study—which

considerstheprocessofretirementpreparation—madeasignificant

impacttothediscoveryofnew findings.Hyperbolicdiscountingand

conformity effectwerefoundtobepsychologicalbiasesthathave

consistentand significanteffectsin allstages,proving thatsuch

biasesarestronganduniversalacrosstheprocess.Therefore,itmay

be possible to establish more comprehensive plans to induce

retirementpreparationbyaddressingsuchpsychologicalbiases.

Basedontheconclusionsabove,thisstudyprovidessuggestionsfor

routestoeffectivelypromoteretirementpreparation.Therearetwo

approaches to persuade consumer behavior regarding retirement

preparation in a moredesirabledirection.Thefirstmethod isto

determinethefactorsthathinderretirementpreparation,andestablish

waystoimprovethem.Thesecondmethodistocreateaselective

environmentthatmay promote retirementpreparation.Hyperbolic

discountingandillusionofcontrol,whichwereanalyzedasemotional

biasesamongthepsychologicalbiasesverifiedinthisstudy,can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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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in establishing methods forpromoting retirementpreparation

basedontheformerapproach,whileframingeffectandconformity

effect,whichwereanalyzedascognitivebiases,canbeusedbased

onthelatterapproach.

Suggestionsforfinancialeducationandpoliciesareasfollows:

First,inordertoeffectivelypromoteretirementpreparation,itis

necessary to measure whether individuals have the tendency of

hyperbolic discounting and self-controlprior to offering financial

education,andmakeeffortstoimprovesuchtendenciesbyfocusing

onthegroupwithhyperbolicdiscountingtendency,orthegroupwith

low self-control.Tothisend,consumersmaybeencouragedtoset

upautomatictransfers,andowntheirretirementassetsintheform

ofilliquidassets.Second,indesigningafinancialeducationprogram,

itisdesirabletoincludetasksthatpersuadeindividualstoperceive

retirementasanimminentevent.Thus,itisnecessarytoleadeach

consumer to subjectively perceive retirement as a closer event,

separatefrom how muchtimethereisobjectivelybetweennow and

retirement.Third,itisnecessarytoassistconsumersinperceiving

the existence ofillusion ofcontrolin the process of financial

education,andhelpthem objectivelyrecognizecontrollabilityoverthe

event.Fourth,policy messagesthatmay encourageconsumers to

makeretirementpreparationcanbecreatedandusedinpublicservice

advertising.Thisstudyprovedthatnegativeframingofmessagesare

moreeffectivein thestageofperceiving theneed forretirement

preparation,whilepositiveframingofmessagesaremoreeffectivein

thestageofdeciding andexecuting retirementpreparation.Itwas

alsofoundthatitishelpfultopromotetheirintentionforretirement

preparationiftheyaresimultaneouslyprovidedwiththemessagethat

otherswithsimilarincomeandageexecuteretirement.Therefor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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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ofpersuasionmayincreaseifmessagesencouragingretirement

preparation are created by using these features.In this process,

differentmessagescan bedevised and provided fordifferentage

groups.

Suggestionsforfinancialplanningandconsultationareasfollows:

First,in theprocess offinancialplanning and consulting,itis

necessary to clearly explain the benefits of illiquid assets for

retirement,and the damages thatmay incur when this is not

maintainedinthelongterm,aswellasallow consumerstoclearly

perceive such damages.Second,showing the portfolio ofanother

clientwhoiswellprepared forretirement,asan examplein the

process offinancialplanning and consultation,may help promote

retirementpreparation for consumers.Finally,itis necessary to

develop financialproductsto prepareforretirement,including the

nudgefunctions,and enthusiastically publicizethem to consumers.

Basedonsuchproducts,consumerscanautomaticallyincreasetheir

assetsforretirementwithoutmakingothereffortsandpreventalack

ofassetsbeingavailableforpost-retirement becauseofpushing.

Suggestionsforfollow-upresearchareasfollows:

First,thesubjectsofthisstudywerefulltime-workersintheir30s

to50s,whocould realistically considerretirementpreparation,and

satisfiedtheconditionsforretirementpreparation.Despitethis,future

research must expand the scope of subjects by including

self-employed or temporary workers in the study.Second,an

in-depthexplorationisneededoftheconditionsinwhicheachofthe

psychologicalbiasesoccurs.Thisstudywasabletomostlyverifythe

main effectofpsychologicalbiases in retirementdecision-making

processes,with the exception of hyperbolic discounting.Future

researchshouldsubdivideandexaminetheeffectsof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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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es with consideration given to individual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Third,itmaybeusefultoconductalongitudinalstudyto

clarifythecharacteristicsofconsumersthataresignificantlyaffected

bypsychologicalbiases.Indoingso,itcouldbepossibletoidentify

consumersthataremorevulnerabletotheeffectsofpsychological

biases, and establish specific approaches to addressing such

consumers.Finally,itisnecessarytoexpandthescopeofdiscussions

onthefactorsaffectingeachstagebydiversifyingthemeasurement

methodsforeachstage.

Byempiricallyverifyingpsychologicalbiasesthataffectretirement

preparation behavior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it has

contributed totheexpansion ofliteraturein thisfield which had

lackedempiricalverification in Koreathusfar.Theimportanceof

retirementpreparationisincreasingwithvarioussocialandeconomic

changes, and the responsibility for retirement preparation of

individuals is growing.In this context,the attemptto promote

retirementpreparation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onsumers’life.Therefore,researchinthisfieldmustbeconducted

andexpandedcontinuously.

keywords:behavioralfinance,retirementpreparationprocess,

psychologicalbiases,framingeffect,

hyperbolicdiscounting,perceivingtemporaldistanceabout

retirement,conformityeffect,illusiono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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