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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민들이 매월 받는 근로소득 명세서를 보면 이미 많은 세

금 및 보험료가 빠져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공

무원연금 등의 연금납부액도 여기에 포함된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은 세금이 아닌 연금 보험료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처럼 인식하고 달갑지 않아 한다. 우리가 매월

국민연금을 냄으로써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액을 받으면 큰 불만이 없

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논란이 심각하고, 현

재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필요소득액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은 수차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도 진

행 중에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단행되었던 2007년 국민

연금법 개정은 일반국민들에게 관심이 뜨거웠으며, 대폭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개혁이었다.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

문에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불

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준비

를 위한 다른 저축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특히 매월 일정금액

으로 지속적으로 수령받는 개인연금에 대한 납입을 늘려 국민

연금만으로 불충분한 노후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

동경제학에 근거하여 생각해볼 때, 인간의 근시안적 행태, 동

태적 비일관성, 자기통제의 오류(계획자와 실행자 간 갈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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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자가 이기는 심리적 기제), 손실회피 성향에 의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로 인해 개인연금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

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저축을 늘리지 않는 비합

리적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가설

의 자산대체효과 보다는 행동경제학이 한국 현실에 더 적합하

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행동경제학이다. 인간의 저축관련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생애주기가설과 행동경

제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Friedman (1957)의 항상소득

가설에서 출발한 생애주기가설은 합리적이며 완전한 정보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 및 소비를 계

획하며, 저축을 하는 것의 목적은 은퇴 후 지속적인 소비를 위

한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 이론은 개인이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소비를 평탄하게 한다고 예측하며, 인간의 저축관

련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연금

혹은 저축관련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행동경

제학이 있다.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인간은 전통경제학이 주장

하는 것과 같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근시

안적 행동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기 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당면하지 않은 미래보다는 현

재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태적 비일관성 행태를 보

이기도 한다. 또한, 인간은 자기통제 오류를 보이는데, 계획자

와 실행자 간 갈등에서 대부분 실행자가 이기는 심리적 기제

에 의해 은퇴를 위한 저축에 실패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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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회피 성향에 따라 인간은 손실을 미래의 이득보다 더 크게

느끼는 편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상반되는 두 이론 중

에서 행동경제학이 인간의 저축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높으며,

생애주기가설에서 논의하는 합리적인 행태보다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3개로 설정하였다. 첫 번

째 연구가설은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연금 가입자들은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개인연금 저

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정했고, 두

번째 연구가설은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

에 미치는 효과는 교육수준별로 상이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

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개인연금 저축을 늘릴 것이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별로 상이할 것이다’라

고 설정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가설은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연구가설이며, 세 번째 연구가설은 개인연금 가입자들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4~20차 노동패널조사자료이며, 실

증분석 방법은 패널분석(패널토빗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

과모형)이다. 노동패널조사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원)을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추적조사하며, 조사내용은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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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이다. 노동패널은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로서 본 연

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종속변수는 개인연금 적립액(연금저축)이며, 독립변수는 모

형에 따라 상이하다.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

변수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를 사용했고,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 ‘교육연수’, ‘두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구

성하였다. 세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3-1 연구가설

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 3-2 연구가설

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 ‘40~50대 연령

더미변수’, ‘두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연수,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비, 총

자산, 시간추세를 선정했으며, 모형별로 통제변수는 하나씩 제

외된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1의 경우,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2007년 국민연

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평균

효과의 측면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

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2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연

수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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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교육연수와의 상호작용

항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도출

되었다. 따라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저축

이 감소하는데,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제도변화 이후의 개인

연금 저축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모형3-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OLS, 고정

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등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연구모형3-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

화와 40~50대 연령 간 상호작용항 변수는 고정효과모형을 제

외한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40~50대 연령일수록 개인연금 적립액

을 더 증가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혜택이 감소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

라 국민연금가입자들은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대표적인

사적연금 중 하나인 개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

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근시안적

행동, 동태적 비일관성, 손실회피 성향, 자기통제의 오류 등으

로 인해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패널자료를 활용하

여 입증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보력이 증가하

기 때문에 저축 관련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을 합리

적인 방향으로 교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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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분석

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되었다. 즉,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라 개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가

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0대 연령일수록

10~30대 연령에 비해 개인연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강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에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 가입자

들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라 더 민감하게 대응하며,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저축관련 의사결정에 관해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생애주기가설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검증하였고, 행

동경제학 이론을 검증한 실증연구들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행

동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활용해 실증분

석함으로써 이론을 입증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개인연금, 행동경제

학, 생애주기가설, 자연실험, 패널분석

학번 : 2014-3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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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18년에 전체 인구의 14.76%가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고1), 2026년에는 고령화율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6). 이와 같은 고령

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다2). 최근에는 가족

내 돌봄기능도 약화되어 노인에 대한 부양문화 역시 예전과 같지

않은 실정이다3). 이에 따라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들은 은퇴 후 생활

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었고, 은퇴 후 삶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은퇴를 앞둔 4-50대 중장년층들 뿐

아니라 2-30대 청년층들에게도 적절한 노후준비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강

구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은퇴 후 노년기의 빈곤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서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연금

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연금개혁 중에

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에 대한 합의안 도출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9년 기준)

2)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7년 82.7세로 크게 증가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0년 1.48명으로, 2017년 1.052명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e-

나라지표, 2019).

3) 핵가족의 비중은 1970년 72%에서 2015년 82%로 증가한 반면, 양친을 모시고

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직계가족의 비중은 1970년 19%에서 2015년 5%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16). 특히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27.2%를 차지하였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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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9년 2월 8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계의 입장을 수렴한 후 단일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노동계·경영계·청년 등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청년은 국민연금이 ‘용돈연금4)’으로

전락했으며,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데 한 목

소리를 내고 있으며, 경영계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2019년 1월 말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여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1안, 1안

에 더해서 기초연금을 15만원 인상하자는 2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

율을 각각 12%, 45%로 올리자는 3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

각 13%, 50%로 올리자는 4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연금

특위는 단일의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진행 상황이

다.

국민연금 개혁은 최근에만 이슈가 된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하여 2007년에 완성된 개편안을 발

표하였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

추는 것이었다. 즉, 200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2028년

에는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다5). 당시 국민연금 개편의 책임자였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찍히기도

했고, 국민들의 불만은 엄청났다.

왜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4) 일반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로 필요한 노후생활비가 107만원으로 분석되

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39만원인 현실을 지적하며, ‘용돈

연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5) 유시민 장관은 개편 초기에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장관직까지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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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일까? 이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에 재정계산을 한 결과, 그때 당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7년 고갈될 것으로 예

상하였다. 즉, 노무현 정부 때의 개편이 없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를 꾸준히 냈던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족한 국민연금

재정을 메꾸기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의 근본 원인은 199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제도설계에

기인한다.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연금제도를 만들 때 큰 고민 없

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은 많은 우여곡

절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시기를

늦추는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재정 고

갈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8년 10월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청년

세대들은 향후 자신이 낸 만큼 합당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

로 보아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간 대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국민연금의 정

책변화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2007년 노무

현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민연금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소득대

체율이 감소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에 국민연금가입자

들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노후대비가 어려울 것으로 위기감을

느껴 다른 저축수단을 강구했을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다. 본 연

구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국민연금가입자들의 노후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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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늘리는 행동 변화를 야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국민연금만으로 불완전한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합리적 반응보다는 당장 나타나지 않은 미래보다 현재에 집

중하는 근시안적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의 이론적 배경은 행동경제학

이다.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에서는 인간은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합리적인 인간이기보다는 비합리적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당장의 현재 소비를 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저축관련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

론으로는 생애주기모형(life cycle model)이 있다. 생애주기모형에 따

르면, 합리적이며 완전한 정보를 가진 개인은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

하여 소득과 소비를 계획하며, 은퇴 후 지속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

저축을 한다고 주장한다. Blinder (1982)는 개인이 은퇴만을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의 연금 관련 의사결

정을 분석하였다. 은퇴를 고려하여 연금제도를 선택할 때 의무 연금

제도를 통한 저축과 자체적인 저축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하며,

두 가지 옵션 사항에 따라 총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

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Blinder (1982)의 이론에 따르면, 부

과방식의 공적연금의 존재는 민간저축을 구축시키며, 자산대체효과

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한국 국민연금가입자들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는

제도변화에 따라 Blinder가 주장한 자산대체효과보다는 행동경제학

에서 주장하는 비합리적 행태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한국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

고, 향후 연금수급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대비를 위

해 매월 안정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을 늘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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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보다는 현

재에 집중하는 근시안적 행태 및 동태적 비일관성 행태를 보일 뿐

아니라 계획자와 실행자 간 갈등에서 실행자가 이기는 심리적 기제

를 따르며, 미래의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손실회피 성향

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저축

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두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

한 결과, 생애주기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간 관

계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일부 있었지만, 2007년 국민연금 정

책변화라는 자연실험적 상황과 개인연금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행

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또한,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개인연금 적립액 간 관계를 살

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포함

시켜 교육수준이 조절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잡한 연금상품을 이해할 수 있

는 정보력도 그에 맞게 커지기 때문에 저축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행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응하

여 개인연금 저축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비합리적인 행태를 교정하지 않을까?이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이 주장하는 자산대체효과보다는 행동경제학

이론이 성립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개인연금

저축액 증가여부를 17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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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 이후의 개인연금 변화를 살펴보는 한

편, 제도변화가 개인의 연금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은퇴대비를

위한 저축행위를 합리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

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생애주

기가설이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이 아닌 비합리적 인간의 저축 관련

의사결정을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1~2017년이다. 한국노동패널자료

4~20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동일한 개인6)에 대해 17년간의 시

계열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전과 이

후를 포괄하는 최대의 시간적 범위이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가구주

이다.

이와 같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연금 적립액의 증

가여부를 실증분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항

을 통해 그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패널토빗모형

이며,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tata 14를 사용한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이론

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현행 연금구조 및 현황을 살펴본

6) 엄밀히 말하면, 분석단위가 가구주이므로,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가

구주가 사망할 경우 다른 가구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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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인 행동경제학과 이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연금관련 의사결정 이론인 생애주기모형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행동경제학을 재정현상에 적용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며, 생

애주기모형을 검증하려는 다양한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들을 검토한다. 연금개혁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들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정립한다.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변수의 측정 및 자료출

처, 분석방법 등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제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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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연금제도의 구조 및 현황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은 크게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

한 체계 하에 연금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0층은 사회기초안전망으로

서의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층은 1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국가가 보장), 2층은 퇴직연금(기업이 보

장), 3층은 개인연금(개인이 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나라

의 연금제도는 국가, 기업, 개인으로 역할의 분담이 나누어져 있다

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사학, 군인
자영자 피용자

개인자산, 

사적근로, 

사적이전 등

4층 예·적금, 주식 및 채권, 부동산 운용 등

추가보장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수당 퇴직(연)금

1차안전망

(공적연금)
1층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

학연금, 군인연

금)

국민연금

사회기초안전

망(공공부조)

0층 기초연금

0층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표 1] 노후소득보장의 다층구조 

자료: 이윤경(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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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금의 구조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이상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방안들 중에서 1차 안전망인 공적연금,

추가보장인 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적연금은 가입이 강제적인 반면, 사적연금은 가입이 자발적

인 것이 차이점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

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국가가 세제

혜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

도록 장려함에 더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부조의 대상자를 줄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1. 국민연금 현황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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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업에만 적용되는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규모가 큰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성된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

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

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대표적으로 주부,

학생)가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말

하며,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자로서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신청하여 가입한 자들을 말한다.

2019년 7월말 기준 사업장가입자가 63.42%, 지역가입자는

32.90%, 임의가입자는 1.48%, 임의계속가입자는 2.20%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으로 구성

된다(국민연금통계, 2019년 7월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의 연도별 추

이를 살펴볼 때, 2006년 이후로는 사입장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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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민연금 가입자 수(종류별)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2019.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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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

입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가입되어있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림 3] 국민연금 가입자 수(성별, 종류별)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2019.7월말)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

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이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

담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은 40%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대비 국

민연금 수급자 수 비율인 국민연금제도의 수급률은 아래와 같이 매

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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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11 ‘12 ‘13 ‘14 ‘15 ‘16 ‘17

국민연

금 

수급률

15
15.

6
16

17.

3

17.

6

17.

8

18.

8

20.

1
21.6

[표 2]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률 추이

(단위: %)

자료: 국가지표체계.

[그림 4]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률 추이

(단위: %)

자료: 국가지표체계.

국민연금기금은 2009~2018년 10년 동안 채권 자산의 비중을 줄여

왔으나, 여전히 채권 자산이 절반 이상으로(52.9%) 높은 편이다. 보



- 14 -

건복지부는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발표하여 해외투자자산과 주식, 대체투자를 포함한 위험자산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의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

라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으로는 채권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대체

투자7)와 해외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운용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하

고 있다.

특히,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전망에

대응함으로써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장기 재정전망과 현행의 보험료율을 고려하여 자산배분전략

을 수립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목

표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8), 대체투자와 해외자산의 비중

을 확대할 때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운용의 전문성을 제

고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7)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에는 주식과 채권 외 부동산, 벤처기업, 인프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이 포함된다.

8)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 기금의 소진시기를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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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산규모 및 비중

전체 6,382,168

-주식
2,218,442

(34.8)

-채권
3,375,529

(52.9)

-대체투자
766,498

(12.0)

-해외투자
1,919,391

(30.1)

[표 3] 2018년 국민연금의 자산규모 및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2. 퇴직연금 현황

사적연금은 크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본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과 DC형(확정기여

형, Defined Contribution) 중에서 선택가능하다. DB형은 퇴직 후 받

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르

지 않으며, DC형은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운용의 책임이 있

다. 최근에는 IRP형(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등장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IRP형은 근로자가 중도

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연

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제도의 영향과 노후 준비에 대

한 경각심으로 인해 IRP형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9)(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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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5년에는 IRP형에 대해 세액 공제 한도 확대 정책을 시행

하였고, 2017년에는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림 5] DB형 구조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9) IRP형의 비중은 2013년에는 2.4%였고, 2017년에는 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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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C형 구조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그림 7] IRP형 구조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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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

문에 제도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10) 현재로써

는 퇴직연금의 도입률 자체도 높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보다는 일시금의 형

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11)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2017년 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도

많아 은퇴 후의 노후자금의 목적보다는 은퇴 전에 목돈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12)

3. 개인연금 현황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노후 대비

저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연금자산(국민연

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합계) 중에서 3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정승희, 2018)13). 개

인연금은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 사실상 위험이 더 큰 반면,

가입기간, 수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율

성이 더 부여되는 장점을 지닌다.

10) 정부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

입함으로써 2022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

년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이다.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3.)

12) 통계청 보도자료(2018.4.)

13) 개인연금에 개인형 IRP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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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체 연금자산의 규모 추이 

자료: 정승희(2018).

2018년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

한 「개인연금 가입자 특성과 자산관리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연

령별 전체 개인연금 가입률이 66.7%로 나타났다14). 그 중에서도 40

대가 6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54세가 67.8%로

나타나 2위를 차지하였다. 개인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72.2%는 국민

연금, 특수직역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상품을 중복 보유하여 1인당 평

균 보유상품 수는 1.8개로 나타났으며, 2개 이상 상품을 보유한 가

14) 동 보고서는 만 18~54세 개인연금 가입자 1000명과 미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1일 ~ 17일 동안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한 결과이다. 동 보고서에서의 개인연금은 신탁·보험·펀드 등 연금저축과 개인

형 IRP, 연금보험, 변액연금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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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51.1%). 절반이 넘는 개인연금 가

입자들(60.5%)은 연금저축(세제적격) 가입동기에 대해 ‘노후자금 마

련’으로 꼽아 노후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형 IRP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대체로 ‘세제 혜택(40.7%)’을 가입동기로 꼽고 있다.

개인연금은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세제적

격형 연금)15)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형 연금)16)으로 나뉜다. 연금저

축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

는 대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17).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세제혜

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18). 연금저축은 운용주체에 따라서 연금저

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개인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세제비적격 연금

보험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형 IRP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

다.

15) 연금저축은 1994년 도입당시에는 ‘개인연금저축’으로 도입되었다가, 2001년에

‘연금저축’으로 변경된다.

16) 세제비적격형 연금보험이 개인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7)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연간 72만원

한도)하고 연금수령시 비과세하였다. 이후 2001년 연금저축이 도입됨으로써 연

금소득세가 신설되어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주는 대신 연금소득세를 납

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3년 연금계좌가 도입되어 납입액의 100%

를 소득(세액)공제해주며(2014년 이후부터는 세액공제), 개인연금 수령액을 별

도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8)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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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개인연금 유형별 자산 규모 추이  

자료: 정승희(2018).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금저축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연금저축 적립금의

현황을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5년 말 ~ 2018년 말

기준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금저축신탁, 연금

저축펀드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저축 적립

액 총액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말에는 135.2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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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연금

저축

보험

81.1 88.2 94.9 100.5

연금

저축

신탁

15.3 16.1 16.8 17.2

연금

저축

펀드

8.8 9.7 12.2 12.1

기타 3.5 4.5 4.9 5.4

합계 109.7 118.5 128.8 135.2

[표 5]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

(단위: 조원) 

주: 기타는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공제보험임.

자료: 1) 금융감독원,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2) 금융감독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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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 

(단위: 조원) 

주: 기타는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공제보험임.

자료: 1) 금융감독원,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2) 금융감독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연금저축 가입자는 2018년말 기준 562.8만명으로 2017년 560.3만명

대비 0.4%(2.5만명) 증가하였다.

연금저축의 납입액 현황(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

급하는 공제보험은 제외)을 살펴보면, 2018년 연금저축 납입액은 10

조 803억원으로 2017년 대비하여 1.3% 감소하였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의 납입계약이 90%의 비중을 차지하

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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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원

0~1

백만

원

1~2

백만

원

2~3

백만

원

3~4

백만

원

4백

만원 

초과

합계

‘18

년

건

수

2,42

4

(36.

1)

784

(11.7

)

1,443

(21.5

)

937

(14.0

)

450

(6.7)

674

(10.

0)

6,71

2

(100

)

‘17

년

건

수

2,18

9

(32.

5)

864

(12.8

)

1,541

(22.9

)

1,016

(15.1

)

461

(6.9)

657

(9.8)

6,72

9

(100

)

‘16

년

건

수

1,90

9

(28.

5)

988

(14.7

)

1,599

(23.8

)

1,114

(16.6

)

463

(6.9)

635

(9.5)

6,70

7

(100

)

[표 6] 연금저축 납입액별 현황

(단위: 천건, %) 

자료: 1) 금융감독원,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2) 금융감독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연금저축 수령액 현황(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

하는 공제보험은 제외)을 살펴보면, 2018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연금수령액은 2.6조원으로 2017년 대비 23.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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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연금저

축보험
10,887 14,635 18,689

연금저

축신탁
4,400 4,740 5,022

연금저

축펀드
1,114 1,918 2,673

합계 16,401 21,293 26,384

[표 7]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

(단위: 억원) 

자료: 1) 금융감독원,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2) 금융감독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염금 수령 형태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

기간형이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19). 확정기간형 중 연금개시

계약의 90.2%가 10년 이하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연금수령 최소기간

인 5년을 선택한 계약은 59.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19) 연금저축은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 종신형, 기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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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년
5~10

년

10~15

년

15~20

년

20년

초과
합계

‘18

년

비

중
59.2 31.0 3.5 4.5 1.7 100.0

‘17

년

비

중
60.8 30.0 3.4 4.2 1.6 100.0

‘16

년

비

중
63.1 29.2 3.0 3.6 1.2 100.0

[표 8] 연금저축 확정기간형의 연금수령기간 현황

(단위: %) 

자료: 1) 금융감독원,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2) 금융감독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2018년 기준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8년으로

나타났으며, 수령기간 10년이 넘는 계약의 비중은 2015년부터 살펴

볼 때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

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분할적으로 수령받음

으로써 노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금

저축

보험

6.6 7.8 9.1 9.8

[표 9] 연금저축 확정기간형의 수령기간 10년이 넘는 계약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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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10>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변화 연혁을 보여준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켰고,

2014년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2015년부터는 세

액공제율을 15%로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연금저축에 대한 가입 및 납입액을 증가시키

는 정책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2002 2006 2011 2014 2015

연금저축

에 대한 

세제변화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소득공제 

한 도 

300만원

소득공제 

한 도 

400만원

소득제에

서 세액

공 제 로 

전환

세액공제

율 15% 

신설

[표 10]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변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 2 절 국민연금 제도변화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동

안의 국민연금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제정

이 언제인지 거슬러 올라가면 1974년이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

국민연금법⌟을 제정을 통해 보험료율 5~7%, 소득대체율은 40년 가

입 기준 70%(상한)로 국민연금제도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의

극심한 반대와 1995년 오일쇼크가 발생하여 국민연금법 시행이 10

년 넘게 지연되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6년에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연금

을 실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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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1980년대부터 결혼하면서 주택난이 심화되었는데, 주택건설자

금에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본질적

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목적

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띄게 되었

다.

기존의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

기 위한 보완작업을 수행하였고, 1987년 9월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출범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1988년 7월 1일 국민연금제도가 실

시되었다. 이때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은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18세~60세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보험료율은 3%

이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이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

연금의 특징은 첫째, 부분적립방식의 채택, 둘째, 가입자의 가입기간

에 비례하는 소득비례연금, 셋째, 세대간 및 세대내 소득재분배기능,

넷째, 보험률과 급여율 간 불균형구조가 있다(김재호, 2006). 이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 제도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1997년에는 신경

제 5개년 계획 및 농어촌 발전대책의 정책기조 하에서 농어촌지역

자영자로 확대하였으며,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거주자로 확대하

여 비로소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되었다. 즉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

만에 전체 국민을 포괄하게 된 것이다. 1993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

험료율이 6%로, 1995년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6%로 조정되

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제도개혁에 대한 필요

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1997

년에 출범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기존의 체계로는 2031년에

기금고갈이 전망된다고 발표하였고, 1998년 12월에는 1차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60%로 하향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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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6%에서 9%로 상향되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0세에

서 65세로 상향되었다. 이와 같은 1차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따라 재

정상태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기금소진의 시기를 2031년에서 2047

년으로 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었다. 즉, 근본적인 문제였던

장기재정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었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 2차 국민연금 개편에 착수했다. 2003년에 재정계산을 하여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결과를 내놓았고, 2007년에 완성된 개편안을 발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었고, 소득대체율은 60%에

서 40%로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감에 따라 2028년에

는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년도가 기존의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유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인

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

정하는 제도인 ‘국민연금 크레딧’을 도입하였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자녀 가정

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자 가

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이 신설되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진행 중에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논

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즉 ‘보험료율’과 ‘소

득대체율’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말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

하여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1안, 1안에 더해 기초연금을 15만원 인상하는 2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12%와 45%로 올리는 3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

와 50%로 올리는 4안을 제시했다. 연금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

안을 참고로 해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난



- 30 -

항이 예상되고 있다.

구분
1988~1998

년

1999~2007

년

2008~2027

년

2028년 

이후

소득대

체율
70% 60% 50% 40%

구분
1988~1993

년

1994~1998

년

1999~2007

년

2008~현

재

보험료

율
3% 6% 9% 9%

[표 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변화 

[그림 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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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그림 13] 국민연금 개편안(2018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8).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

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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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연금운영방식은 독일, 스웨덴 등

국가와 달리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부분적

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이루어졌고, 공식적으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

회는 국민연금 재정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2개의 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적립배율 2배’의 재정목표를 위해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는 방안, 2안은 재정목표를 '부과방식으로의 연착륙'

을 제시하였다.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부

과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아 한다. 그러한 조

건은 ‘부과방식 전환 전후로의 재정부담의 형평성’이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2057년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

할 때,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26.5%

로 도출되었다. 이 때의 가입자들은 이전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동

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도 3배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

서 부과방식 전환 전후로 재정부담의 불형평성이 제기되며, 이를 최

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제 3 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연금제도의 원리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운영방식 등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에 대해 부과형

(pay-as-you-go) 연금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다20). 부과형 연금운영

20) 한국의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립해 기금을 마련하는 적립형 방식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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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현 세대에서 기여금을 받아 현 퇴직세대에게 연금으로 지급

하는 방식이다. 기여금 적립주체와 기여금 수급주체가 다른 것이 특

징이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전 국민

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정안정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부과형 연금운영방식은

기여와 혜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

들이 정치적 인기영합에 취해 ‘세대간 도덕질(The Big

Intergenerational Ripoff)’21)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

막으로,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장점이 있지

만, 고령화 및 저출산과 같은 환경 변화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

반면, 적립형(funded) 연금운영방식은 사적연금에서 활용하는 방

식으로서 기여금을 적립하여 퇴직 후에 적립액에 기초한 연금을 지

급받는 방식으로 안정적이다. 사적연금은 강제 가입이 아니며, 개인

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는 세금감면과 같은 정책적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한, 사적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

으로 지급하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통상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았을 때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있으나, 적립된 기금이 미래의 지출액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

적립방식(혹은 수정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부분적립방식은 완전적립방식

은 아니고 후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하여 지급할 연금액의 일부만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적립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보험료율과 급여율이 충

분치 않을 경우 기금고갈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급여율은 40년 가입 기준 40%로 관대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연

금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적

립형의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OECD 국가들처럼 부과형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21)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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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

운영방

식
부과형 적립형

특징

·현 세대의 

기여금으로 현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액 

지급

·강제 가입

·적립과 운용 주체의 

이원화

·본인이 기여금을 적립한 

후 퇴직 시 연금 지급

·개인의 선택적 가입

·적립과 운용 주체의 

일원화

장점 ·물가상승률 반영 ·재정규율이 강함

단점 ·고령화, 저출산 취약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못함

·세금감면 정책 시행할 

경우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부담

[표 12]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자료: 정희수(2017).

제 4 절 개인의 연금 의사결정 관련 이론적 배경

1. 생애주기가설

개인의 연금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데는 Ando & Modigliani가 개

발하였고, Merton (1971)이 확장한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이 주로 활용된다. 생애주기가설은 Friedman (1957)의

항상소득가설에서 출발하였다. 생애주기가설은 합리적이며 완전한

정보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 및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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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며, 저축22)을 하는 것의 목적은 은퇴 후 지속적인 소비를 위

한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 이론은 개인이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를 평탄하게 한다고

예측한다. 가장 단순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예컨대, 개인의 일생이

청년기와 노년기로 나뉘어져 있고, 청년기에는 근로를, 노년기에는

은퇴생활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노

년기를 대비해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이 처참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청년기에는 소득보다 적게 소

비하고, 소득이 거의 없는 노년기에는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할 것

으로 예측한다. 이로써 소득보다 소비가 평탄해지는 것이다.

Lammam et al. (2013)은 생애기간의 소득은 역U자형 패턴을 보

이고, 소비는 소득 패턴보다 완만한 패턴을 보여 소득보다 소비가

평탄해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중년

기에 비해 청년기와 노년기의 소득수준은 낮으며, 중년기에는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저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로 본다. 청년기

에는 차입을 통해 소비를 하고, 중년기에는 저축을, 노년기에는 그

동안의 저축을 토대로 소비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비는

소득보다 평탄해지며, 연금의 주요 목적은 소비의 평활화를 유도하

는 것으로 보았다.

22) 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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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생애주기가설의 모형

자료: Lammam, Palacios and Clemens (2013).

Blinder (1982)는 개인이 은퇴만을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23). 은퇴를 고려하여

연금제도를 선택할 때 의무 연금제도를 통한 저축과 자체적인 저축

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부과방식 공적연금

(unfunded state pension scheme)과 적립방식 사적연금(funded

private pension scheme)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적립이 되지 않는 부과방식에 의해 운영되어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공적연금 수익자에게 지급되어 연금수

익자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개인은 공적연금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은퇴에 대비하여 별도로 사적으로 저축할 유인이 줄어 근로자의 재

량적인 저축을 감소시킨다. 즉, 부과방식 공적연금과 민간저축 간에

23) 추가적인 가정은 무위험이자율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한 완벽한 자본시장을 갖

추고 있고,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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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대체효과(wealth replacement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

으로 재량적인 저축 감소 크기만큼의 국가의 저축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적립방식 사적연금은 사적연금에 적립한 금액이 민간 저축을 같은

금액으로 정확하게 대체한다고 보기 때문에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제

도가 개인의 연금 관련 저축과 연금과 관련되지 않는 재량적 저축

을 합한 총저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즉, 총저축액

이 적립방식 사적연금제도 도입 전과 같으며(소비도 동일), 유일하

게 다른 점은 적립방식 사적연금이 재량적인 저축을 대체한다는 점

일 뿐이다.

생애주기가설을 확장한 모형도 존재한다. Bailliu & Reisen (1997)

은 2기간 생애주기모형을 통해 연금을 고려한 총저축의 변화를 예

측한다. Bailliu & Reisen (1997)이 제시한 2기간 생애주기모형에서

가로축은 경제활동기간 동안의 소비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은퇴 이

후의 소비를 의미한다. B와 C를 잇는 예산제약선은 생애 예산제약

선(life-time budget constraint)이며, D는 1기(경제활동 기간)에

만큼 연금을 납부하고, 2기(은퇴 이후)에 만큼의 연금을 받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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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기간 생애주기모형 

자료: Bailliu & Reisen (1997).

한편, Bailliu & Reisen (1997)은 현실에서는 차입 비용이 큰 유동

성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제약을 고려한 2기간 생애주기모형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유동성

제약을 고려한 2기간 생애주기모형에 따르면, 유동성 제약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생애 예산제약식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된다. 유

동성 제약이 클수록 예산제약식이 가파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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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유동성 제약을 고려한 2기간 생애주기모형 

자료: Bailliu & Reisen (1997).

유동성 제약은 차입 비용이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저축을

더 하도록 유도한다. 즉 유동성 제약이 클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불

확실성도 커져 예비적 동기 측면에서 저축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유

동성 제약이 완화될 경우 차입을 통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저축은

낮아진다. 이에 대해 Gustman & Steinmeier (1998)는 유동성 제약

이 존재할 때 저축보다는 연금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Feldstein (1974)은 은퇴시기에 따라 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짐

을 보여주었다. 그는 Ando-Modigliani (1963)의 생애주기모형을 토

대로 하여 퇴직시점을 모형에 내생화한 확장된 생애주기모형을 활

용하여 분석한 결과, 퇴직유인효과(induced retirement effect)가 발

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할 경우 가입자는 조기

은퇴를 할 유인이 생기고 조기은퇴를 하게 되면 노후가 길어지며



- 40 -

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생애주기모형에 의한 자산대체효과(wealth replacement effect)와는

반대의 결과로서 결국 퇴직유인효과와 자산대체효과 중에서 상대적

으로 어떤 효과가 더 큰지에 따라 저축에 미치는 효과가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Feldstein (1974)는 자산대체효과와 퇴직유인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산대체효과가 나

타나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Leimer & Lesnoy (1982)는

사회보장자산을 측정하는 것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Feldstein

(1982)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대체효과가 조금은 감소하지만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재입증했다.

2. 행동경제학

기존의 주류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이라는 가정을 근간으로

하며,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가정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최근

에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론으로 발달해 왔다.

행동경제학은 전통적인 경제학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신고전주의의의 아버지 격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전에 이미 ‘도덕감성론’에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원

리(psychological principle)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이러한 논의들

이 최근의 행동경제학에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에서

논의하는 통찰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수리

적인 모델로 정형화하는 데 있어 심리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요소들을 배제하였다. 행동경제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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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심리적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함

에 따라 발전되어 왔고, 심리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

다.

행동경제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주류경제학에서는 “인

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주체이다”라는 가정을 전제한다. 즉,

주류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주체는 주어진 정보 하에서 최선의 판

단을 하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한다.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주류경

제학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간은 제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

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전통적 경제학

에서는 합리적 인간관을 가정하고 있는데, 규범적(normative) 모형

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증적(descriptive)모형으로서는 일정한 한

계가 있다(Simon, 1955).

행동경제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주류경제학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1970년대 경제학을 지배했던 일반균형이론

은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더라도, ① 경제주체들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고, ② 생산기술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고, ③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외부성을 낳지 않는다는 것

이라는 가정이 충족될 때’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시장을 통해서 완벽

하게 조정된다는 이론이다. 1980년대에 정보경제학, 진화경제학, 신

제도경제학이 등장함에 따라 일반균형이론의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

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경제주체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서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전의 정보경제

학, 진화경제학, 제도경제학은 모두 완전한 경제주체를 가정한 상태

에서 이들이 불완전한 시장에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이 때

어떤 제도가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면,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경제주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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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행동경제학의 시초는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이라고 할

수 있다. 허버트 사이먼은 제한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모델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공로로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심리

학자이자 경제학자다. Simon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을 주장하며, 주류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에 대해 최초로 비

판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Simon의 논점이 아직 개념적 단계에

그쳤고, 수리적인 모델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Simon (1947)은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Administrative Behavior 1판에서 ‘합리성의 한계(limits of

rationalit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임의영, 2014). 합리성의 한계들은

지식의 불완전성, 예측의 곤란성, 가능한 대안의 고려 범위의 제한

성을 포함한다.

이후 1950년대 중반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제한적 합

리성 개념을 등장시키게 된다.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논문을 통해 Simon (1955)은 인간의 정보접근능력 및 계산

능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고,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당시 주류경제학에서

관심이 있었던 실체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보다는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ational

Choice and the Structure of Environment 논문에서 Simon (1956)

은 합리성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만족

화(satisficing) 및 다원주의적 합리성을 제시한다. Simon은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을 만족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만

족모형은 이후 Kahneman과 Tversky가 발표한 전망이론의 이론적

뿌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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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심리학자로써 본격적으로 행

동경제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1977 ~ 1978

년 Kahneman과 Tversky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는데, 두 사람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려는

시도 측면에 있어 뜻을 같이 하여 좋은 학문적 동료가 되었다. 또

한, 이 시기에 두 사람은 프린스턴대학교로 온 경제학자인 리처드

테일러(Richard Thaler)와 친해졌는데, Thaler 역시 인간의 비합리

적인 행동에 관심이 많아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의 학문적 교류는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Kahneman과 Tversky가 발표한 전망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정정길, 2017).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당시의 지배적인 이론은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이었다. 그런데 Kahneman과 Tversky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선택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기대효용이론에서 주장한 행

태와 일관되지 않는 행위를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발견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발전시켰다. 전망이론에

서는 확실성 효과(certainty effect), 반사효과(reflection effect), 분리

효과(isolation effect) 등의 개념을 제시한다. 확실성 효과(certainty

effect)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전망들에 비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전망들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

사효과(reflection effect)란 보수가 양인 대안들 간의 선호체계와 보

수가 음인 대안들 간의 선호체계가 0을 중심으로 대칭을 보이는 것

을 말한다. 다시 말해, 확실성을 과대평가하는 확실성 효과에 의해

이득이 발생할 때에는 위험기피적으로 만들고, 손실이 발생할 때에

는 위험선호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손실이 발생할 때 위험선호적

인 것은 기대손실이 확실한 전망보다는 불확실한 전망을 더 선호함

을 나타낸다. 분리효과(isolation effect)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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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안의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분리하여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주관적으로 설정한

준거점(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이득과 손실을 평가하는 것을

시사한다24).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선택행위 과정을 편집

(editing) 단계와 평가(evaluation) 단계로 구분한다. 편집 단계에서

사람들은 평가할 전망들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이득과 손실,

확률을 단순화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각각의 전망들을 평가하여 가

장 높은 가치를 갖는 전망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대효용이론의 효용

함수, 확률함수 대신에 가치함수(value function)와 결정가중치함수

(weighting function)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즉, 전망들을 평가하여

선택할 때, 전망의 가치에 전망이 실현될 확률을 곱해서 구해지는

데, 주어진 전망들의 총가치는   가 된

다. 가치함수는 S형의 형태를 가지고 준거점을 통과하는 비대칭적

그래프를 보인다. 결정가중치함수는 전망이 실현될 객관적인 확률이

아닌 주관적으로 인식한 결정가중치를 이용한다. 이러한 결정가중치

는 통상 객관적인 확률인 보다 작은 특성을 지니며, 작은 확률

값은 과대평가되고 높은 확률값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전망이론을 토대로 하여 Kahneman (2011)은 행동경제학

의 이론을 더욱 심화시켰다. Kahneman (2011)에 따르면, 인간의 의

사결정은 시스템Ⅰ과 시스템Ⅱ와 같이 두 개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

된다(Thaler and Sunstein, 2008; Kahneman, 2011). 시스템Ⅰ은 무

24) 예컨대, 시골에 살 때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브랜드 있는 옷을 입기 보다는 대충 입기 때문에 편하게 살았는데, 대도시로

이사하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브랜드 있는 옷만 입고 다

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때 본인도 거기에 편승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는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준거집단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대도

시로 이동한 후의 새로운 준거집단은 대도시 집단의 소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승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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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직관에 따른 의사결정 시스템이며, 시스템Ⅱ는 의식적, 이성적

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기존의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시스템Ⅱ만을 고려하여 인간은 언제

나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행동경제학에서는 시스템

Ⅰ과 시스템Ⅱ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간의 비합리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시스템Ⅰ은 무의식, 직관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본능적

이거나 숙달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속도가 빠르고 인지적 부담이

적으나 오류 가능성은 커진다. 반면, 시스템Ⅱ는 의식, 이성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한 중요한 일을 처리함으로써 오

류 가능성은 낮으나 속도가 매우 느리고 비용이 커진다.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Ⅰ과 시스템

Ⅱ가 협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일상의 사건 처리를 잘하

고 단기적인 예측에 정확한 시스템Ⅰ은 시스템Ⅱ의 사고자원을 활

용하여 처리할 일을 최소화하도록 처리능력을 배분하기 때문에 전

체적인 인지기제의 수고를 줄여주며 성과는 높여주는 것이다

(Kahneman, 2011). 그러나 시스템Ⅰ이 사용하는 사고의 어림셈 법

칙인 휴리스틱(Heuristics)은 종종 부정확한 판단 및 예측의 실수라

는 ‘편의(bias)’를 발생시킨다.

이후 리처드 테일러(Richard Thaler)는 심리학을 경제학에 접목하

여 체계적인 행동경제학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2017년에 노벨경

제학상을 받았다. Thaler는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나갈

때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획자와 실행자 간 갈등에서 실행자가

이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합리적 계

획자처럼 행동한다. 예컨대, 8일째 되는 날 담배를 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보자. 8일째 되는 날 담배를 끊을 생각을 하면 괴

로울 것이지만 그 괴로움은 9일째 되는 날 얻게 될 건강에 비교하

면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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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8일이 지나 담배를 끊어야 하는 그날이

되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자 입장에 서게 된다. 실행자가 비

교해야 하는 것은 8일째와 9일째가 아니라 당장 오늘과 내일이 된

다. 실행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담배를 끊음으로써 얻게 될 괴

로움은 내일 얻게 될 건강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8

일째와 9일째를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행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실천을 앞두고는 눈앞의 이득과 손실이 훨씬 크

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Thaler에 따르면, 새해 계획이 대체로 실패

하고, 시험 준비나 보고서 작성은 계획과 달리 항상 벼락치기를 면

치 못하며, 금연, 다이어트, 노년을 대비한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

는 현상을 계획자와 실행자 간 갈등에서 실행자가 이기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자기통제의 오류로도 통칭된다.

이와 같이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에서 출발하여 대니

얼 카너먼(Daniel Kahneman)과 에이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

의 전망이론은 행동경제학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리처드 테일러

(Richard Thaler)가 본격적으로 행동경제학(행태경제학)이라는 분야

를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다25).

행동경제학은 1990년대 이후 주류경제학의 일부로 편입되어 경제

학의 세부 분야로 자리잡았다. 행동경제학은 경제학을 좀 더 현실적

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연구

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행동경제학은 행동재

무학(behavioral finance),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 진화경제학

(evolutionary economics)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행동경제학은 연금 분야를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서도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스템Ⅰ과 시스템Ⅱ가 병행적으로 작동하는 의사결

25) 이러한 공로로 대니얼 카너먼 교수와 리처드 테일러 교수는 각각 2002년과

201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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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여러 가지 편향이 발생하기 쉽다. 연금관련 의사결정과 관

련된 편향으로는 현상유지, 선택/정보의 과부하, 근시안적 행동, 손

실회피성향 등이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 첫째, 현상유

지란 상품가입 절차가 귀찮다는 핑계로 금융행동을 회피하고, 금융

지식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을 이유로 금융

지식 습득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선택/정보의 과부하는 선

택 가능한 수가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금융상품의 선택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근시안적 행동이란 장기 투

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손실회피 성향이란 인

간은 이득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게 느껴서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3. 교육과 건강/소득/합리성 간 관계에 관한 이론

적 논의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교육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대표

적으로 인적자본의 측면이다(김진영 외, 2013). 인적자본의 측면은

인지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교육은 인지적 능

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에서 더 성공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며, 원만

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교육은 자신감, 동기부여, 삶에 대한 통제감 등과 같은 심리적 자원

들을 강화시키며, 이러한 심리적 자원들은 다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수준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소득 혹은

건강과 관련된 다른 자원들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

적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연구들은 대체로 교육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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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of schooling)를 교육의 인적자본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활용하고 있었다. Lynch (2006)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최근에 올수

록 교육과 건강 간 관계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이 교육

과 건강 간 관계에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을 보여준다. 김진영(2007)

은 한국의 고령집단에서 최근에 올수록 교육수준에 따라 건강 불평

등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을 밝혔다. Park (2005) 역시 노년기로 근

접할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확대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김진영 외(2013)는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대학학위의 질적인 차

이를 고려하여 건강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노동시장 요인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

과에 따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수준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

다. 중졸 이하와 고졸 간 차이는 큰 반면, 고졸과 대졸 간 차이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에 있는 학력집단으로 갈수록 노

동시장 지위와 경제적 지위 역시 상위에 위치해 있는 추세를 발견

하였다. 김진영 외(2013)의 연구와 유사하게 교육의 질적 차이를 고

려한 연구는 Ross and Mirowsky (1999)의 연구이다. 이들에 의하

면, 교육수준을 교육연수, 학력, 학교선별성 세 가지로 측정하여 주

관적 건강 및 육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육연

수는 공식교육을 몇 년 받았는지를 의미하며, 학력은 대학학위가 있

는지 여부를 말한다. 학교선별성은 대학입학점수(SAT/ACT scores)

에 따라 대학의 수준을 8개로 분류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

과에 따르면, 세 가지 척도 중에서 교육연수가 건강에 가장 큰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교육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학력주의가 아닌 인적자본 축적에 기인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 소득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

로 고려되고 있다. Herd (2007)는 교육과 소득이 건강의 다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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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교육은 질병의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은 질병 발생 후 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밝혔다.

최근에는 교육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Kim et al. (2018)은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해

교육이 사람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점을 발견했다. 한

국국제협력단(KOICA)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협력해 아프리카 밀라

위중등학교 9, 10학년 여학생 2,812명을 대상으로 2012~2013년 동안

의 학비 전액을 지원한 여아교육(Girl’s Education) 원조사업을 실험

을 통해 수행했으며, 사업 종료 직후 및 4년 뒤 학생들의 교육성과

와 경제적 합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

르면,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향상되었으며, 경제적 합리성 역시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합리성 점수는 통제집단에 비해 1.3%p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를

대상으로 교육이 교육의 성과 및 경제적 합리성을 향상시킨 점은

이후 건강, 취업,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제 5 절 선행연구 검토

연금과 저축 간 관계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생애주기

가설에 기반한 연구들과 행동경제학 관련 연구들로 구성된다. 생애

주기가설에 기반한 연구들은 생애주기모형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 공적연금 혹은 사적연금 제도의 효과를 추정한 연구들 등이

있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초기에는 횡단면 자료 혹은 시계열 자료로 분석을

하였다면, 최근에는 미시적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많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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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개인연금의 보유 혹은 적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행동경제학 관련 연구들은 주로 실

험적 방법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실증분석을 활용한 연구들

은 최근에 소수 등장하였다.

1. 생애주기가설 관련 선행연구

생애주기모형이 성립하는지 검증한 실증연구들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혼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생애주기

모형 이론을 지지하지 않은 초기의 선행연구들은 저축을 ‘가처분소

득과 소비의 차이’라고 보았다. Kotlikoff & Summers (1981),

Laitner & Juster (1996), Bernheim (1991)의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

로 생애주기모형을 검증한 연구이다. Kotlikoff & Summers (1981)

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저축을 통해 축적된 생애자산은 미국 총

자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Laitner & Juster (1996)는 1988년의 미국 TIAA-CREF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연금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고 있거나 저축액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했

다. 그리고 자산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동기가 은퇴

이후에도 저축을 지속하게 한 원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Bernheim (1991)은 총저축의 상당부분이 유산상속 동기에

의한 것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Threadgold (1978)와 Green (1981), Pitelis (1985)는 영국을 대상

으로 생애주기모형이 영국의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Threadgold (1978)는 사적연금에 대한 저축이 오히려 총저축을 늘

리는 것을 발견했으며, Green (1981)은 2개의 횡단면 자료(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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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Savings Survey와 1969년 Family Expenditure Survey)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저축이 재량적 저축에 양(+)의 방

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관계보다는 보

완관계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Pitelis (1985)는 영국의 전후(postwar)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Life

Assurance and Pension Funds (LAPF)와 개인 및 기업 저축을 대

상으로 이들의 대체성을 검증한 결과, 사적연금 저축금액이 증가할

때 사적연금 저축액과 재량적 저축액 간에 대체관계가 성립한다면

재량적 저축의 변화는 –1로 나타나야 하는데, 양(+)의 방향으로 나

타났고, 회귀계수는 0.8 ~ 1.25로 나타났다.

일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Horioka et al. (2007)는 부과형 방식의

공적연금 도입으로 196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의 저축률을 증가시킨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부과형 방식의 공적연금 도입의 저축 감소효

과를 예측한 생애주기가설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생애주기모형이 현실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원인으로 불

완전한 금융시장, 유동성 제약, 근시안적 행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

Hall & Mishkin (1982)은 가구는 미래소득보다는 현재소득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실증분석하였으며, Zeldes (1989)는 가계의 소

비가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유동성 제약 때문이라고 분

석하였다. 차은영(1997)은 불완전한 금융시장이 소비의 최적화에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생애주기모형을 지지하지 않는 분석결과들에 의구심을 품으며,

Jappelli & Modigliani (1998)는 기존연구들에서 저축을 정의하는 것

이 잘못된 탓이라고 보았다. 즉 기존연구들에서는 저축을 가처분소

득과 소비 간 차이라고 보았는데, Jappelli & Modigliani (1998)는

‘노동과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26)과 소비 간 차이’를 저축으로

26) 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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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의 저축금액을 정확하

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적·사적, 의무적·재량적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금을 가처분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연금수령액은 은

퇴기 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양한 국가에서 생애주기모형이 성립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

도 존재한다. Leimer & Richardson (1992)은 미국 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의 1982~198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제도가 민간저축을 3/5 대체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

하였다. 일본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축 동기를 분석한 Horioka

& Watanabe (1997)는 은퇴와 예비적 동기를 위한 저축 동기를 발

견하여 생애주기이론이 일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Banerjee et al. (2010)은 중국에서 생애주기이론이 성립하는 것을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2SLS) 실증분석을 통해 밝

혀냈다. 1972년에 이루어진 중국의 한자녀정책을 외생적 도구변수로

활용하였고, 실증분석에는 2008년 서베이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분

석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적을 때 부모는 저축을 증가시키며, 딸을

가진 부모의 경우에는 저출산이 저축을 더 증가시키는 것을 밝혀냈

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김상호(2003), 전승훈·임병인(2008), 유

진아(2010), 김홍대(2013)와 유경원·유승동(2017) 등이 있으며, 생애

주기가설이 성립하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는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김상호(2003)는 독일의 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가 가계저축

을 감소시켰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생애주기모형이 성

립함을 밝혀냈다. 전승훈·임병인(2008)은 국민연금자산이 개인연금

자산 보유여부, 규모 및 월 불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모형과 토

빗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 1차(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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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자료이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자산이 개인연금 자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즉, 공적연금 자산의 증가

가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을 위축시키거나 공적연금 자산의 감소가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유진아(2010)는 기존의 생애주기가설 검증에 관한 연구가 미국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온 한계를 극복하고, 이론의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

해 1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가설의 타당성을 비모수적 접근

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36개 국가들 중에서 1/3에 해

당하는 44개 국가에서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생애주기가설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저축행위를 이해

하는 데 있어 생애주기가설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대륙별로 살펴보

면, 유럽을 제외하고는 각 대륙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한다27). 김홍대(2013)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비연금금

융자산(사적저축) 간 상호관계를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 자료를 활

용하여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연금자

산을 각각 추정한 후 합동 OLS, 고정효과모형, 토빗모형을 통해 실

증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비연금금융자산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했으나, 개인연금과 비연금금융자산 간에는

27) 전체표본과 대륙별 표본에 대해서 생애주기가설이 성립하는 국가의 개수는 다

음과 같이 도출되었다(유진아, 2010).

전체표

본

대륙

아시아 중동 유럽
아메리

카

아프리

카
대양주

해당국

가
136 13 16 24 28 45 10

생애주

기가설

성립하

는 국가

44 5 8 2 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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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회귀계수로 나타나 보완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연금개혁 이후 2009년에 개인연금과 비연금금융자산 간 보

완관계가 2003년보다 큰 것을 발견했다. 유경원·유승동(2017)은 국민

연금의 저축률에 대한 구축효과(대체효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률과 연금보험료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하

였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국민연금기대자산 추정 혹은 국민연

금의 수혜액과 차별되는 변수를 통해 국민연금의 저축률 대체효과

를 확인한 것이 특징적이다.

구분 저자
연구

대상
주요 연구결과

생애

주기

가설 

지지

하지 

않는 

연구

Threadgo

ld

(1978)

영국
- 사적연금에 대한 저축이 오히려 

총저축을 늘리는 것을 발견함

Kotlikoff 

& 

Summers

(1981)

미국
- 저축을 통해 축적된 생애자산은 

미국 총자산의 일부분에 불과함

Green

(1981)
영국

- 퇴직연금 저축이 재량적 저축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침

- 대체관계보다는 보완관계를 보임

Pitelis

(1985)
영국

- 영국의 postwar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적연금 저축금액이 증가

할 때 재량적 저축에 양(+)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

- 대체관계보다는 보완관계를 보임

Bernheim 미국 - 총저축의 상당부분이 유산상속 동

[표 14] 생애주기가설 관련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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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기에 의한 것임

Laitner 

& 

Juster 

(1996)

미국

- 연금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고 있거나 저축액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남

-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동기가 은퇴 이후에도 저축을 지

속하게 한 원동력임

Horioka 

et al. 

(2007)

일본

- 부과형 방식의 공적연금 도입 이

후 196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의 

저축률을 증가시킴

전승훈·

임병인

(2008)

한국

- 국민연금 자산이 개인연금 자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생애

주기

가설 

지지

하는 

연구

Leimer 

&

Richards

on

(1992)

미국
- 사회보장제도가 민간저축을 3/5 

대체하는 것을 발견함

Horika

&

Watanab

e

(1997)

일본
-은퇴와 예비적 동기를 위한 저축 

동기를 발견함

Banerjee 

et al.

(2010)

중국

-1972년에 이루어진 중국의 한자

녀정책을 외생적 도구변수로 활용

하여 2SLS 실증분석 수행

-자녀가 적을 때 부모는 저축을 증

가시키며, 딸을 가진 부모의 경우

에는 저출산이 저축을 더 증가시

키는 것을 밝혀냄

김상호 독일 -독일의 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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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개혁 관련 선행연구

최근에는 생애주기모형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금개혁의 효

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과형 방식

과 적립형 방식의 효과 차이, 세제혜택 변경에 따른 효과, 미국의

IRAs 도입 효과 등 제도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Venti & Wise (1990)와 Gale & Scholz (1994)는 미국에서 도입된

IRA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이다. Venti & Wise (1990)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s (CES)를 활용하여 IRA 제도 도입의 다른 자

산 저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CES 데이터에 따르면, IRA는

다른 일반저축에 대한 대체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e &

Scholz (1994)는 미국에서 도입된 IRA 제도가 민간저축 및 총저축

에 미치는 영향을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를 사용하여

OLS 실증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IRA

한도 증액으로의 변화는 저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59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IRA가 저축에 대해 큰 대체효과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감세혜택이 유지된다고 가

정할 때 59세 이하에서 IRA 적립액 증가분의 35%가 신규인 것으로

(2003) 가계저축을 감소시킴

유진아

(2010)

136개 

국가

-136개 국가들 중에서 1/3에 해당

하는 44개 국가에서 생애주기가설

을 지지함

유경원·

유승동

(2017)

한국

-국민연금 가입률을 독립변수, 연

금보험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함

-국민연금의 저축률에 대한 대체효

과를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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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결국 세제혜택은 IRA 적립규모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총저축을 늘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Attanasio & Rohwedder (2003)는 영국

Family Expenditure Survey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1974~1987년 동

안 수행된 3번의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Basic State Pension (BSP)

제도28)와 State Earnings-Related Pension Scheme (SERPS) 제

도29)의 효과를 OLS 및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IV) 기법으

로 실증분석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은 보통 연금개혁의 효과를 추정

함에 있어 DID 분석을 이용한 것과 차별화를 두었다. 분석결과, 공

적연금이 저축률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별로 효과가 달라

짐을 발견했다. 특히, SERPS 제도의 경우 43~53세 그룹에서는 –

0.65를, 54세~64세 그룹에서는 –0.75의 대체효과를 보이고 있어 공

적연금의 저축률에 대한 구축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반면, BSP 제

도의 경우에는 SERPS 제도에 비해 대체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연구한 Aguila (2011)는 부과형에서 Personal

Retirement Accounts (PRA) 체제로 전환한 멕시코 연금개혁의 효

과를 DID 기법과 비모수적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해 실증분석했다.

소득계층별 및 연령별로 DID 분석한 결과, 저소득 계층과 젊은 연

령층에서 소비지출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나, 저축률에 대해서는

미미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비모수적 성

향점수매칭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에서 저축률은 하락한 반

면, 소비지출은 증가했다. 고령층의 경우 저축률이 더 큰 폭으로 감

소했다.

폴란드를 대상으로 분석한 Lachowska & Myck (2015)는 1999년

이루어진 연금개혁을 준실험적 데이터로 활용하여 DID와 2SLS 기

28) BSP 제도는 1975년과 1981년 2번에 걸쳐 개혁이 이루어졌다.

29) SERPS 제도는 1978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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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생애주기모형 이론을 검증했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1997~2003년의 Polish Household Budget Surveys (PHBS) 자료이

다. 이들은 공적연금이 1 PNL30) 증가할 때 일반저축이 0.24 PLN의

대체효과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연령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젊은 연령층에서는 대체효과가 적었고(0.30 PNL), 젊

은 연령층과 고령 연령층 사이인 중년 연령층에서 일반저축이 0.54

PNL 정도의 대체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고학력 및 고령층에서 거의 완전한 대체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설계할 때 제한

된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

사점으로 제시한다.

대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Yang (2018)은 2005년에 이루어진 기업

연금 개혁의 저축률에 대한 영향을 DID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Taiwanese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TSFIE)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2~2008년이다.

2005년에 이루어진 기업연금 개혁은 임금근로자 임금의 6%를 강제

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20-50세의 민간부문과 공공부

문의 임금근로자이며, DID 분석을 위해 2005년을 기점으로

2002-2004년과 2006-2008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연금 개

혁 이후 2.06-2.45%p 만큼의 저축률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10$의 연금자산 증가가 5-6$의 저축액을 상쇄하는 수치에 해당

된다.

홍민기(2009)는 한국노동패널 1차, 3-6차 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

변경된 국민연금제도가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1999년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으로 자영업자 일부가 연금에 가입

하고, 일부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

30) PLN은 폴란드의 화폐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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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CIC (Changes-in-Changes)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이 저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률이 50분위-75분위인 가구들의 저축률은

5~6% 감소하여 약 25%의 대체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재호(2011)와 문하은(2015)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효과를 DID

와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살펴본 연구로서, 김재호(2011)는 개인연금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문하은(2015)은 민간 저축률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호(2011)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개인연금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DID 분석과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통해 분석하였

고, 특히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자료는 국민연금연구

원이 조사하는 한국노후보장패널의 1차~3차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감소에 따라 개인연금보험료가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3분위에서는 개인연금보험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4분위에서는 개인연금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 2분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에 따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문하은(2015)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DID 분석과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통해 분석하였

다. 자료는 한국노후보장패널의 1차(2005년)와 3차(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 개정 이후 국민연

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저축률을 2-4% 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고령일수록,

중위소득(3분위)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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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구

대상
주요 연구결과

생애

주기

가설 

지지

하지 

않는 

연구

Venti 

&

Wise

(1990)

미국

-IRA 제도 도입으로 인해 다른 일

반저축에 대한 대체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Gale

&

Scholz

(1994)

미국

-IRA 제도 도입은 저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

-그러나 59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서는 IRA 제도 도입이 저축에 큰 

대체효과를 보임

홍민기

(2009)
한국

-1999년 국민연금 제도변화는 저

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문하은

(2015)
한국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는 저

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방향은 양(+)의 방향임

생애

주기

가설 

지지

하는 

연구

Attanasio

&

Rohwedde

r

(2003)

영국

-3번의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효

과를 OLS, IV기법으로 분석함

-공적연금은 저축률에 대체효과를 

가짐

Aguila

(2011)

멕시

코

-비모수적 성향점수매칭 분석결

과, 저소득층의 경우 PRA 제도

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하여 대체

효과를 가짐

Lachowska

&

Myck

(2015)

폴란

드

-1999년 이루어진 연금개혁의 효

과를 DID와 2SLS 기법을 통해 

분석함

-공적연금이 1 PNL 증가할 때 일

[표 15] 연금개혁 관련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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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연금 보유/가입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개인연금 보유나 가입과 관련된 연구들은 어떤 데이터와 분석방법

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연구결과가 혼합된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

는지에 따라 연구대상이 달라진다. 데이터는 재정패널, 국민노후보

장패널,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등으로 다양했고, 분석방법은

종속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패널로짓모형, 서열형 로짓모

형, 프로빗모형 등을 활용했다.

전승훈 외(2006)는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2003년 자료) 및 가입

상태 변화요인(2001-2003년 자료)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

사 4~7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이항로짓모형이다. 분석결

반저축이 0.24 PNL의 대체효과

를 가짐

Yang

(2018)
대만

-2005년의 기업연금 개혁 효과를 

DID를 통해 분석함

-기업연금 개혁은 저축률에 대해 

대체효과를 가짐

김재호

(2011)
한국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

인연금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DID분석을 통해 분

석함

-전소득계층의 경우 2007년 국민

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보

험료가 증가하는 대체효과 발견

함

-1,2분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발

견하지 못했으며, 4분위에서는 

대체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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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저축성보험 납입액이

많을수록, 취업인 상태로 지속될수록,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일수록

개인연금의 신규가입과 유지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반

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하지 않거나 중도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

는 결과를 도출했다.

문용필(2012)은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 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

상의 중고령자의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했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배

우자가 없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 노후필요최소생활비 및 근로소득

이 많은 경우 개인연금 가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김재호(2013)는 기업의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지원이 개인연금 가

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

사 4~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연금가입의 전기상태를 포함하지

않는 정태적 분석 및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했다. 분석결과, 정태적 분석(통합 프로빗,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에

서는 기업의 개인연금보험 지원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 가입 및 유

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정태적 분석과는 달리 동

태적 분석에서는 기업의 개인연금보험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으나, 회귀계수의 부호는 양(+)으로 나타났다.

오창수·박영준(2017)은 재정패널 2~9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금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모형, 고정효

과 패널로지스틱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고정효과 패널로지

스틱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중간 정도의 연령일

수록, 교육기간이 증가할수록, 가구원이 적을수록, 임금근로자가 아

닐수록, 소득 및 부동산자산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퇴직급여 대상일

수록, 보장성보험에 가입할수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수록

연금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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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실(2018)은 개인연금 보유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

구·사회적 요인, 건강상태, 만족도, 근로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

하여 한국복지패널의 7~12차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가 ‘개인연금 보유 여부’인 것을 감안하여 고정효과

패널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보유 형

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를 포함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연령이 커

질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경상소득과 주관적 적정생활비가 많을수록, 건강하

지 않을수록, 가정식비가 적을수록 개인연금 보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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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데이터 주요 연구결과

전승훈 

외

(2006)

한국노

동패널

조사

4-7차 

자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저축성

보험 납입액이 많을수록, 취업인 상태로 

지속되수록,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일수록 

개인연금의 신규가입과 유지가능성이 증

가함

문용필

(2012)

국민노

후패장

패널 

1-3차 

자료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취업자인 경

우, 노후필요최소생활비 및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개인연금 가입이 증가함

김재호

(2013)

한국노

동패널

조사

4-11

차 

자료

-정태적 분석 결과, 기업의 개인연금보험 

지원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 가입 및 유

지가능성이 커짐

-반면, 동태적 분서 결과, 기업의 개인연

금보험 지원이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가

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

과 도출

오창수·

박영준

(2017)

재정패

널

2-9차 

자료

-연령이 높을수록, 중간 정도의 연령일수

록, 교육기간이 증가할수록, 가구원이 

적을수록, 임금근로자가 아닐수록, 소득 

및 부동자산자산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퇴직급여 대상일수록, 보장성 보험에 가

입할수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록 연금보험 가입이 증가함 

강정실

(2018)

한국복

지패널 

7-12

차 

자료

-연령이 커질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경상소득과 주관적 적정

생활비가 많을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가정식비가 적을수록 개인연금 보유 가

능성이 커짐

[표 16] 개인연금 보유/가입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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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경제학 관련 선행연구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재정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실험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Madrian and Shea (2001)는 미국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401(k) 가입을 기존의 옵트 인 방식에서 옵트 아웃 방식으로 디폴

트 옵션을 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의 가입률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31). Liebman and Zeckhauser (2004)는 납세자는 복잡

한 세율이나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비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anerjee and Duflo

(2012)는 인간은 아직 당면하지 않은 미래보다 현재의 상황과 감성

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헌태 외(2018)와 장윤정(2018)은 행동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 국내연구이다. 신헌태 외(2018)는 2000

년~2013년 동안의 국민연금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 교류 및

준거가 국민연금 임의가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민연

금 임의가입이라는 의사결정에 행동경제학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가입을 하는 것이

분명히 금전적으로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결정은 사람에 따

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다고 가정하고 정보 교류와 준거의 관점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보 교류의 활성화 정

도와 준거의 작동 정도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을 상승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31) 기존 옵트 인 방식 하에서는 근로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동의해야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변경된 옵트 아웃 방식 하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

동적으로 가입되고(=디폴트 옵션) 원하면 탈퇴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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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2018)은 조세정책 변화에 대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반응이

조세부담에 대한 인지의 정확성과 상관관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해

로짓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조세정책 변화는 2012년과 2013년에

있었던 세제변동을 활용하였다. 즉, 2012년에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

서 15%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예상해볼 수 있는 납세자의 합리

적 반응은 체크카드 소비를 증가시키고 신용카드 소비는 줄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반응여부를 종속여부로 설정하

고, 독립변수는 연구자가 상대적인 조세부담 인식에 대한 조세재정

패널 설문 응답과 데이터 내의 실제 조세부담 액수 조사 자료를 비

교하여 조세부담 인지편의 변수를 구성해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

책변화에 대한 합리적 반응은 조세부담에 대한 인지의 정확성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결과가 일부 세제변동에서 나타났다.

제 6 절 본 연구의 방향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으며,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즉, 생애주기모형을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

고 있다.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을 구축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독립변수인 공적연금을 대부분 ‘공적연금 자산’ 혹은 ‘공적연금 가입

률’로 측정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개혁 변화가 저

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국외연구들이 많이 존재했

다. 이러한 국외연구들은 미국, 영국, 멕시코, 폴란드를 대상으로 하

였고, 분석방법은 DID나 OLS, 2SLS를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홍민기(2009),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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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와 문하은(2015)은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저축 혹은 개인연금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생애주기모형을 이

론적 기반으로 하여 CIC 분석 혹은 DID 분석과 성향점수매칭을 통

해 분석하였다.

CIC 분석, DID 분석, 성향점수매칭 분석은 모두 준실험적 접근법

을 통해 선택편의를 통제하려는 비실험적 분석방법이다. CIC 분석,

DID 분석은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짓는 내생적 요인들이 시간에 따

라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다른 시점에 측정된 데이터의 차분을 통해

관찰할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을 제거하는 반면, 성향점수매칭법은

선택편의가 관찰할 수 있는 특성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하

고, 특성변수의 범위와 분포의 차이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DID 분석은 제

도 도입 혹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의 데이

터를 사용한다. 따라서 2개년도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7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패널토빗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기

존의 분석방법과는 차별화를 두며, 관찰할 수 있는 특성 뿐 아니라

관찰할 수 없는 특성까지 모형에 통제하여 선택편의를 최대한 줄이

고자 한다.

셋째, 홍민기(2009)와 문하은(2015)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저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김재호(2011)는 개인연금을 종속변수

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민간저축이 아닌 개인연금 적

립액이다. 김재호(2011)와 비슷하지만, 김재호(2011)는 국민노후보장

패널의 개인연금 보험료로 측정했다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연금 적립액(저축)으로 측정한 것이 상이하다.

넷째, 김재호(2011)와 문하은(2015)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가 국

민노후보장패널 1~3차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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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패널자료와 상이하며, 홍민기(2009)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

했지만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가 1998년, 2000-2003년(5년)으로 제도

의 효과를 적절하게 분석하기에는 매우 짧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

동패널자료의 4~20차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시간적 범위가

2001~2017년으로 17년 동안의 긴 시계열이다. 따라서 긴 시계열을

가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적립액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변화의 장기적 효과를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60대 미만의 국민연금가입자를 표본으로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항을 모

형에 추가하여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교육수

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금 혹은 저축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라

는 영역에서 생애주기모형과 행동경제학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경제학이 성립하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생애주

기가설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생애주기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고 있으며, 행동경제학을 적용

한 실증분석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행동경제학을 재정에 적용

한 연구들은 주로 실험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

다. 본 연구는 연금관련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생애주기모형과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행동경제학

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된다면, 저축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행동

경제학에 의한 설명력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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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둠으로써 기존연구의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

고자 하며, 연구의 내적타당성과 외적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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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1.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개인연금 적립액 간 연구

가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우려로 인해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

과, 200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

이 40%가 되도록 개편되었고,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만약 생애주기가설을 따른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노후생활을 충분히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저축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부양문화가 변화하여 과거와 같이 사적이전을

통한 노후준비는 어려워지고 있고, 연금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은

위험률이 높고 유동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통

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진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 퇴직

금, 적금과 같은 일시금 형태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형태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적으

로 평균기대수명만큼 모두 생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수

명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시금 형태보다는 연금형태의

수령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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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linder가 주장하는 자산대체효과보다는 행동경제

학에서 주장하는 비합리적 행태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다.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에 국민

연금가입자들로 하여금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증가시키

는 행동 변화를 야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즉, 국민연금만

으로 불완전한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당장 나

타나지 않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근시안적 행태를 보일 것

으로 예상한다.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한국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고, 향후 연금수급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대비를 위해 매월 안정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을

늘리는 자산대체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보다

는 현재에 집중하는 근시안적 행태를 보일 뿐 아니라 자기통제의

오류(계획자와 실행자 간 갈등에서 실행자가 이기는 심리적 기제)를

보이며, 손실회피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저축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행태

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계획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저축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행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실천을 앞두고는 눈앞의 이득과 손실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즉, 계

획한 대로 실행하고자 하지만 자기통제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새해

에 세웠던 계획이 대체로 실패하고, 시험 준비나 보고서 작성을 위

해 세웠던 계획과 달리 항상 벼락치기를 면치 못하며, 금연, 다이어

트, 노년을 대비한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은 자기통제 오

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에 따른다면, 인간은 자신

의 한계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므로, 건강할 때가지 금연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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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할 때까지 식단조절과 운동을 하는 것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Banerjee and Duflo (2012)에 따르면, 인간은 동태적 비일관

성(time inconsistency)의 행태를 보이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당면

하지 않은 미래보다 현재의 상황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시안적 행태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서 이와 같이 동태적

비일관성이 존재할 경우 개인연금 가입이 낮아지며 개인연금 저축

을 늘리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손실회피성향(loss

aversion)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개인연금을 꾸준히 납입했을

때 얻게 되는 ‘여유있는 노후’라는 잠재적 혜택보다 일찍 연금을 타

지 못했을 때의 ‘그동안 납부해온 연금 납입료’라는 잠재적 손실을

비교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후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손실

을 미래의 이득보다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개인연금 납입액을 늘

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

다.

연구가설 1: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개인

연금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 교육수준별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낮아짐으로써 국민

연금 가입자들은 은퇴를 대비하여 개인연금 저축을 늘리기 힘들 것

으로 예상하나, 그 효과는 교육수준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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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인지도 및

정보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

상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회피

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정보력 측면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상품은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수백가지의 금융상

품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바, 교육수준에

따라서 다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인간은 당면하지 않은 미래보다 현재의 상황에 민감한 경향이 있

는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의 행태와 근시안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통제의 오류에 빠지기도

하며, 손실회피 성향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에 실패할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된다. 개인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금에

대한 정보는 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력이 커지기 때문에 비합리적 행태를 합리

적 행태로 교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

다.

연구가설 2: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미

치는 효과는 교육수준별로 상이할 것이다.

3. 개인연금 가입자들 대상으로 할 때의 연구가설

1)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개인연금 적립액 간 연구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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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이미 가입한 국민연금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

우,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하여 2007년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저축

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이미 개인연금

에 가입한 이후이기 때문에 개인연금 미가입자와는 상이한 행태 변

화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은 개인연금 미가입자에 비해서 노

후대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며, 노후대비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

금 가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연금 저축을 늘릴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부양문화가 변화하여 과거와 같이 사적이전을 통한 노후준비는

어려워지고 있고, 연금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은 위험률이 높고

유동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진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 퇴직금, 적금과 같은

일시금 형태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형태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적으로 평균기대수명

만큼 모두 생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수명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시금 형태보다는 연금형태의 수령을 선호할 것

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다. 이 중에서

도 사적연금을 대표하는 개인연금이라는 저축수단에 눈을 돌려 적

립액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적연금이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둘 다 고려할 수 있겠

지만,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은 도입률 자체도 높지 않으며 연금의 형

태보다는 퇴직금이라는 일시금의 형태로 중도인출하여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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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고, 노후자금의 목적보다는 은퇴 전에 목돈으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

다.

연구가설 3-1: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에 이

미 가입했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개인연금 저

축을 늘릴 것이다.

2) 연령대별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설

Lammam et al. (2013)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중년기

에 비해 청년기와 노년기의 소득수준은 낮으며, 중년기에는 높은 소

득을 바탕으로 저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로 본다. 청년기에

는 차입을 통해 소비를 하고, 중년기에는 저축을, 노년기에는 그동

안의 저축을 토대로 소비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뉴스와 언론에서도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 및 한계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10~30대 젊은 연령층들

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향후 국

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

부 10~30대의 경우 은퇴를 위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30대의 경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도

많기 때문에32) 소득수준이 낮아 개인연금 저축을 확대할 수 있는

32)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취업경쟁이 심해지고 취업을

늦게 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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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0~50대의 경우 은퇴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은퇴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Lammam et al. (2013)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40~50

대 중년층의 경우, 10~30대에 비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축을 할

여력이 생긴다. 이뿐만 아니라, 은퇴를 목전에 앞두고 노후대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0~50대의 경우 2007

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 개인연금 저축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가설 3-2: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별로 상이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4개로 구성된다.

 
 



    ⋯

여기서 은 종속변수로서 개인연금 적립액이고, 는

독립변수로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이다. 
 



는 통

제변수로서 연령, 성별, 교육연수,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

비, 총자산, 시간추세를 포함하며, 는 개체고유효과

(individual-specific effects), 는 무작위오차(random error)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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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
 





    ⋯

여기서 은 종속변수로서 개인연금 적립액이고,  ,

 , ×는 독립변수로서 각각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

화 더미변수, 교육연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와 교육

연수와의 상호작용항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변수는

×의 유의미성과 부호이다. 
 



는 통제변수로서 연

령, 성별,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비, 총소득, 총자산, 시간추세를

포함하며, 는 개체고유효과(individual-specific effects), 는 무작

위오차(random error)를 각각 나타낸다.

아래의 모형은 개인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형이다.

 
 



    ⋯

여기서 은 종속변수로서 개인연금 적립액이고, 는

독립변수로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이다. 
 



는 통

제변수로서 연령, 성별, 교육연수,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

비, 총자산, 시간추세를 포함하며, 는 개체고유효과

(individual-specific effects), 는 무작위오차(random error)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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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


 



    ⋯

여기서 은 종속변수로서 개인연금 적립액이고,  ,

 , ×은 독립변수로서 각각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 40~50대 연령 더미변수, 2007년 국민연금 제도

변화 더미변수와 40~50대 연령 더미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이다. 본 연

구에서 관심 있는 변수는 ×의 유의미성과 부호이

다. 
 



는 통제변수로서 성별, 교육연수,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

활비, 총소득, 총자산, 시간추세를 포함하며, 는 개체고유효과

(individual-specific effects), 는 무작위오차(random error)를 각각

나타낸다.

제 3 절 자료 및 변수의 측정

1. 노동패널조사자료

본 연구는 4~20차 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60대 미만의 국민

연금 가입자로 표본을 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007년 국민연금

정책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그리고 교

육수준별로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패널토빗모형을 활용하

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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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패널조사는 복지패널, 재정패널, 노동

패널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는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노동패널조사이다. 한국노동패널조

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

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추적조사하며, 조사내용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다. 노동패널은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

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노동시장과 관련된 전국단위 조사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와 ⌜고용 구조 특별조사⌟, 노동부의 ⌜노동력유동 실태조사

⌟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가 있다. 하지만, 이들 데이터는 횡

단면적(cross-sectional) 조사로서 동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데 한계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패널조사는 패널조사로서 가구와 개인

의 미시적·동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어 횡단면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노동패널은 동일한 개인 혹은 가구를 매 시점

반복 조사한 자료이므로 합동횡단면 자료(pooled cross-section

data)33)와는 구분된다.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할 경우 관측할 수 없는

개체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관한 동태적 양상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노동시

장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패널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노동패널조사는 1998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20차

조사(2017년)가 완료되었다. 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 및 가구

33) 서로 다른 개체를 매 시점 조사한 자료가 합동횡단면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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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해 동일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중요하다. 노동패널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2차년도

(1999년) 87.6%, 3차년도(2000년) 80.9%, 4차년도(2001년) 77.3%였

고, 이후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18차년도(2015년) 68.4%, 19차년도

(2016년) 67.9%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
조사성공

가구수

원표본가

구수

원가구성

공률

분가가구

수
가구원수 실사기간

20차

(2017)
5,761 3,355 67.1 2,406 11,880 3~11월

19차

(2016)
5,714 3,393 67.9 2,321 11,652 4~11월

18차

(2015)
5,632 3,421 68.4 2,211 11,445 4~11월

17차

(2014)
5,552 3,451 69.0 2,101 10,756 3~10월

16차

(2013)
5,501 3,472 69.4 2,029 11,330 6~12월

15차

(2012)
5,469 3,517 70.3 1,952 11,442 6~12월

14차

(2011)
5,404 3,528 70.6 1,876 11,376

7~익년 

2월

13차

(2010)
5,379 3,607 72.1 1,772 11,582 7~12월

12차

(2009)
5,306 3,658 73.2 1,648 11,739 3~10월

11차

(2008)
5,116 3,710 74.2 1,406 11,734 4~10월

10차

(2007)
5,069 3,775 75.5 1,294 11,855 4~9월

9차

(2006)
5,001 3,820 76.4 1,181 11,756 4~10월

[표 17] 1~20차 노동패널조사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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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20차 원표본가구수 및 원가구성공률 추이 

8차

(2005)
4,849 3,822 76.4 1,027 11,580 4~10월

7차

(2004)
4,761 3,862 77.2 899 11,660 5~9월

6차

(2003)
4,592 3,862 77.2 730 11,541 5~9월

5차

(2002)
4,298 3,798 76.0 500 10,966 4~10월

4차

(2001)
4,248 3,866 77.3 382 11,051 4~10월

3차

(2000)
4,266 4,044 80.9 222 11,205 4~10월

2차

(1999)
4,507 4,378 87.6 129 12,037 7~12월

1차

(1998)
5,000 5,000 100.0 0 13,321 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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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이며,

2001~2017년 동안의 17년간 패널자료이다34). 최종적인 표본은 60대

미만의 국민연금가입자 가구주35)이며, 18,211명이다. 이들을 대상으

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설문 항목들을 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한다.

노동패널조사자료는 가구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 데이터 중에서 가구주로 한정하여 가구 데이터와

병합(merge)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에

서 성별, 연령, 교육연수, 국민연금가입자 여부의 경우 개인 데이터

에서 추출하였으며, 소득, 자산, 월평균생활비, 주택자가여부 변수들

의 경우 가구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노동패널조사의 소득과 자산, 월평균 생활비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

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며,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

성된다. 월평균 생활비는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

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34) 처음에는 1998~2017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60대 미만의 국민연금가입자

로 표본을 한정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2001~2017년 자료만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35) 본 연구의 표본은 60대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가구주이다. 가구주란 ‘가

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

한 것이며 가구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다른 가구원이 가구주로 대체된다(한국노

동패널 1~20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구분 세부항목

소

득
금융소득

은행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 사채이자수입, 주

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표 18] 소득, 자산, 월평균 생활비 변수의 세부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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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노동패널 1~20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부동산

소득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 

준 것,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 1회 수급액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타정부보조금, 사회단

체 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증여 및 상속, 축의금/조의금, 

당첨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재해보상금, 기타

자

산

부동산

자산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전세/임대보증금 총액, 

보증금 총액

금융자산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및 

보장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기타

월평균 생활비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

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

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시청료, 취미·여

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

구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

료 등), 용돈,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용

돈, 그 외 가구원 용돈,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현금 및 각종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

료보험료),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대중교통

비, 생필품 구입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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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개인연금 적립액과 설명변수들 중에서 총소득과 월평

균생활비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므로, 이를 보정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36).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총 3개로 구성되며, 종속변수는 동일하나

가설에 따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조금씩 달라진다. 종속변수는

모든 가설에서 월평균 개인연금 적립액(만원)이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IRP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의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해당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선정한 이유는 노동패널에서는 저축 항목 중에서 개인

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축수단의 하나로써 선정하였다. 개인연금

은 다른 저축수단들과 달리 연금형태를 띄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보

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저축수단으로 판단했다.

먼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개인연

금 적립액이 증가하는지에 관한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

변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로서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1~2007년은 0으로, 2008~2017년은 1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2007년은 제도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

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2008년부터 2017년까지를 1로 측정하였

다.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연수,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

활비, 총자산, 시간추세로 구성된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며, 노동패널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36) 개인연금 적립액과 총소득, 월평균생활비 변수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측정되었

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들도 연도를 맞추는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실질적으로

2001~2017년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2000~2016년에 대한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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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만 취합하였다. 다른 제3의 요인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다

른 통제변수도 모형에 넣으면 좋겠지만, 노동패널데이터에서 취할

수 있는 변수 종류가 많지 않아 최종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연수,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비, 총자산, 시간추세로 구성하였

다.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연금 저축액을 늘리기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 성별은 남

성일수록 가구주일 확률이 크므로 남성일 때 개인연금 적립액에 양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별 변수는 여성일 경

우 1인 더미변수이므로 회귀계수 방향은 음(-)으로 예측한다. 교육

연수가 높아질수록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력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개인연금 저축액을 증가시

킬 것으로 예상한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축 여력이 증가하여 개

인연금을 늘리기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

일수록 월세와 같은 주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개인연금 저축을 늘

릴 것으로 예상하며, 월평균생활비가 클수록 개인연금 적립액에는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총자산의 경우, 자산이 증가

할수록 개인연금 적립액을 늘리기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개인연금 적립액을 증가시킬 유인

이 약할 수 있다. 개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고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자산 투자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총자산의 부호는 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음(-)으로 나타날 수

도 있겠다. 시간추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연금 적립액의 자연

적인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하였다.

교육수준별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

화’, ‘교육연수’, 이 두 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였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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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변화×교육연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양(+)의

방향으로 나오는지가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비, 총소득, 총

자산, 시간추세를 선정하였다. 연구가설 2의 통제변수도 기본적으로

연구가설 1과 동일하나 교육연수가 독립변수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

연수 변수는 통제변수에서 제외되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설3-1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로서 2007년을 기점으

로 하여 2001~2007년은 0으로, 2008~2017년은 1인 더미변수로 측정

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2007년은 제도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2008년부터 2017년까지를 1로 측

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연수,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

활비, 총자산, 시간추세로 구성된다.

연령대별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

구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

화’, ‘40~50대 연령’, 이 두 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였다. ‘2007

년 국민연금 제도변화×40~50대 연령’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양

(+)의 방향으로 나오는지가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교육연수,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비, 총소

득, 총자산, 시간추세를 선정하였다. 연구가설 3-2의 통제변수도 기

본적으로 연구가설 1과 동일하나 40~50대 연령이 독립변수로 선정

됨에 따라 연령 변수는 통제변수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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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분류명 변수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단위

모형

1

종속

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개인연금 저축, 

월평균 만원

독립

변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2001~2007년 0, 2008~2017년 1

더미변수 

통제

변수

연령 만나이

성별
남성 0, 여성 1

더미변수

교육연수

·미취학/무학은 0,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학 졸업은 14년, 

4년제 대학 졸업은 16년, 석사 졸업은 

18년, 박사 졸업은 22년으로 측정함

·비졸업(재학, 휴학, 중퇴, 수료)은 

교육과정의 1/2을 이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변수를 구성함 

총소득
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

보험+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

주택자가여부
자가 1, 전세/월세/기타 0

더미변수

월평균생활비 월평균 생활비(만원)

총자산 총부동산자산+총금융자산(만원)

시간추세 2001~2017년 각각 1~17 값 부여

[표 19]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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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

종속

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개인연금 저축, 

월평균 만원

독립

변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2001~2007년 0, 2008~2017년 1

더미변수

교육연수

· 미취학/무학은 0,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학 졸업은 14년, 

4년제 대학 졸업은 16년, 석사 졸업은 

18년, 박사 졸업은 22년으로 측정함

·비졸업(재학, 휴학, 중퇴, 수료)은 

교육과정의 1/2을 이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변수를 구성함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교

육수준

상호작용항 

통제

변수

연령 만나이

성별
남성 0, 여성 1

더미변수

주택자가여부
자가 1, 전세/월세/기타 0

더미변수

월평균생활비 월평균 생활비(만원)

총소득 
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

보험+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

총자산 총부동산자산+총금융자산(만원)

시간추세 2001~2017년 각각 1~17 값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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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분류명 변수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단위

모형

3-1

종속

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개인연금 저축, 

월평균 만원

독립

변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2001~2007년 0, 2008~2017년 1

더미변수 

통제

변수

연령 만나이

성별
남성 0, 여성 1

더미변수

교육연수

· 미취학/무학은 0,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학 졸업은 14년, 

4년제 대학 졸업은 16년, 석사 

졸업은 18년, 박사 졸업은 22년으로 

측정함

·비졸업(재학, 휴학, 중퇴, 수료)은 

교육과정의 1/2을 이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변수를 구성함

총소득
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

보험+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

주택자가여부
자가 1, 전세/월세/기타 0

더미변수

월평균생활비 월평균 생활비(만원)

총자산 총부동산자산+총금융자산(만원)

시간추세 2001~2017년 각각 1~17 값 부여

[표 20] 변수의 조작적 정의(개인연금 가입자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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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2

종속

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개인연금 저축, 

월평균 만원

독립

변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2001~2007년 0, 2008~2017년 1

더미변수

40~50대 

연령 

10~30대 연령은 0, 

40~50대 연령은 1

더미변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40~50대 

연령 

상호작용항

통제

변수

성별
남성 0, 여성 1

더미변수

교육연수

· 미취학/무학은 0,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학 졸업은 14년, 

4년제 대학 졸업은 16년, 석사 

졸업은 18년, 박사 졸업은 22년으로 

측정함

·비졸업(재학, 휴학, 중퇴, 수료)은 

교육과정의 1/2을 이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변수를 구성함

주택자가여부
자가 1, 전세/월세/기타 0

더미변수

월평균생활비 월평균 생활비(만원)

총소득 
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

보험+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

총자산 총부동산자산+총금융자산(만원)

시간추세 2001~2017년 각각 1~17 값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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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1. 자연실험

무작위 실험(random experiment)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

한 세 가지 조건37)을 모두 만족하는 실험설계이다. 무작위 실험은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정책개입

(treatment)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동일하도록 만든다. 사회과학에서

는 인위적인 무작위 실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과 같은 준실험(quasi-experiment) 혹

은 비실험(non-experiment) 분석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자연실험을 활용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Snow는 1854년에 런던

시내에서 발생한 콜레라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콜레라와 수

질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자연실험적 상황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콜레라가 발병한 것에 착안하여, 1948년 1차

유행기와 1954년 2차 유행기에 사망한 환자들을 지도에 표시한 결

과, 사망자의 대부분이 Broad Street 근처의 Southwark &

Vauxhall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였

다. 이에 근거하여 Snow는 “Southwark & Vauxhall 회사에서 공급

한 물을 마실 경우 Lambeth 회사에서 공급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콜레라에 감염될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Grand Experiment38)를 수행한 결과, 연구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밝

혀낸 바 있다.

37) ① X와 Y는 공동변화하고, ② X는 Y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며, ③ X와 Y 사이

에 허위적 관계의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남궁 근, 1994).

38) Grand Experimet를 수행하기 위해 Snow는 환자의 빈도와 분포를 도표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두 회사의 파이프라인, 공급가구의 규모, 점유형태 등에서 유

사하나 회사의 선택은 집주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분석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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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연실험은 사회과학에서 무작위 실험을 할 수 없는 상

황 하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자연스럽게 실험설계와 유사한 상

황이 발생한 경우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방

법이다. 무작위 실험에 비해 혼란변수들을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렵

지만, 어느 정도 배제가능하며, 준실험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독립변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이

다. 즉,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급격히 이루어진 국민연금 정책의 변

화에 의해 자연실험의 여건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자연실험을 독립

변수로 활용한다. Campbell (1969)은 행정개혁이 사회과학 연구자들

에게 일종의 준실험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연금 정

책은 1998년에도 제도변화가 있었지만, 2007년에 이루어진 제도변화

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제도변화로

보았다39). 2007년의 국민연금 제도변화는 연구자의 개입 없이 자연

적으로 실험설계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으로 볼 수 있으며,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책충격

(exogenous policy shock)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실험적 상황을 활용하지만, 패널분석을 통한 계량

경제학적 방법을 결합하여 자연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endogeneity)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2. 패널분석

1) 패널토빗모형

39) 또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가 2001~2017년이므로, 1998년의 국민연금 제도변화

효과는 살펴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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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개인연금은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개인연금

적립액에 대한 두 가지의 정보로 구성된다. 만약 종속변수의 관측치

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그룹을 0으로 놓고 추정하거나 이를 무시하

고 관측치가 이용 가능한 그룹에 대해서만 OLS를 통해 추정할 경

우 편의가 발생하며 일치추정량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종속변수

의 관측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그룹을 무시하고 관측치가 이용가

능한 그룹에 대해서만 OLS 분석할 경우 표본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개인연금은 0으로 좌측중도전달

(left-censoring)인 데이터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OLS나 일반적

인 패널분석을 수행할 경우 편향된 추정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패널토빗모형 추정을 실시하고자 하며, 패널토빗모형은 확

률효과모형에만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효과모형 추정을 실시

하고자 한다.

토빗모형은 직접적으로 관찰된 종속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정의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이용하여 회귀계수

를 추정한다.


 

′   ∼
   

토빗모형은 최우추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 식의 오차항인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종속변수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if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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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패널토빗모형을 활용한다.

   ∼
     

여기서 는 미관측된 패널개체의 이질성이다. 고정효과모형은

를 패널개체별로 달라지면서 고정되어(fixed) 있다고 가정하

며, 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반면, 확률효과모

형에서는 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는 것이 차이점

이다. 패널토빗모형은 확률효과모형에만 추정이 가능하며,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편의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확률효과모형

을 통한 추정을 활용한다.

2) 패널분석

연구가설3을 검증하기 위해 OLS와 패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패널분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

사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며, 크게 보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두 가지를 사용한다.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

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은 미관측된 이질성(heterogeneity)

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와 추정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에 있어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40)

OLS 회귀분석이든 패널분석이든 실증분석의 목적은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명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40) 패널데이터 분석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민인식·최필선(2012)을 참고

하기 바란다.



- 95 -

수 있는 다른 제3의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립변수이외의

다른 조건이 모든 표본에 걸쳐 동일해야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관계가 선형(linear)임을 가정할 때, 추정식은 아래와 같이 설정

된다.

 , 단, ……

가 와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를 잔차에 포함시키는 것은 

추정치에 편의(bias)를 발생하게 한다. 즉 를 모형에서 통제해야 하

는데 누락시킬 경우,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 문제가

나타난다. 이 때 고정효과모형 혹은 확률효과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래의 식은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고려한 패널분석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선형회귀모형이다.

     ⋯

여기서 는 미관측된 패널개체의 이질성이다. 고정효과모형은

를 패널개체별로 달라지면서 고정되어(fixed) 있다고 가정하

며, 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반면, 확률효과모

형에서는 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는 것이 차이점

이다.

고정효과모형은 패널개체의 이질성 가 독립변수와 상관되어 있

다고 가정하고 이를 상수항에 포함시켜 분석하며,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s)으로 추정하면 효율적이면서 일치추정량을

도출한다. 이 때, 추정방법은 within 추정, LSDV(최소자승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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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1차 차분(first difference) 추정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고정효

과모형은 패널개체의 이질성 가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에 대한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가진다.

반면 확률효과모형은 패널개체의 이질성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를 잔차항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OLS로 추정하면 오차항의 1차 자기상관(first-order

autocorrela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방법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패널분석을 통해 분석을 수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

을 지닌다. 첫째, 동적인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개체들의 관

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고, 모형설정오류를 줄일 수 있다.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 요인

이 모형에서 제외된다면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 문제

가 발생한다. 셋째, 패널데이터는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

다. 이뿐만 아니라, 다중공선성(multi-collenearity)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닌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분석은 몇 가지 단점도 가진다. 첫째, 특

정 개인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결측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

다. 결측치가 많이 발생할 경우 추정량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

다. 둘째, 개인이 패널 그룹인 경우 시간변수의 길이가 짧아지는 문

제가 발생한다41). 셋째, 국가나 지역을 패널 그룹으로 조사한 경우

패널 그룹 간에 상관관계(group-wise correlation)가 존재할 수 있

41) 추정량에 대한 점근적 추론(asymptotic interference)은 패널의 크기가 커지는

가정에 기초한다. 제한된 종속변수 모형(limited dependent model)을 추정할 때

패널 그룹이 가진 시간길이가 짧고 패널의 숫자가 커질 경우에는 계산비용

(computational cost)이 발생하기도 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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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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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개인연금 적

립액의 경우 평균은 6만원으로 나타났고,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

원과 360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령의 평균은 41세로 나

타났고,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19세와 59세로 나타났다. 교육연수

의 경우, 평균은 14년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은 0년과 22

년이다. 총소득의 경우 평균은 5,06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소값

과 최대값이 0원과 104,410만원으로 나타나 소득의 격차가 상당하

다. 월평균생활비의 경우 평균은 254만원으로 나타나고,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10만원과 1,350만원을 보임으로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총자산의 경우 평균은 7,503만원으로 나타나며, 최소값과

최대값은 0만원과 1,105,000만원으로 나타나 총자산의 격차가 상당

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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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연금 

적립액

(만원)

18,211 5.72 17.58 0 360

연령 18,211 41.14 8.48 19 59

성별 18,211 0.09 0.29 0 1

교육연수 18,211 13.631 2.77 0 22

총소득

(만원)
18,211 5065.70 3504.72 0 104410

주택자가

여부
18,211 0.56 0.50 0 1

월평균

생활비

(만원)

18,211 254.19 127.00 10 1350

총자산

(만원)
18,211 7503.30

21185.4

9
0

110500

0

시간추세 18,211 10.62 4.64 1 17

[표 21] 기술통계 분석결과 

제 2 절 기초 그래프 분석결과

1. 개인연금 산포도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연도별 개인연금 적립액의 분포를 산

포도로 나타낸 <그림 18>을 보면, 개인연금 적립액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개인연금 적립액이 대부분 0~100만원 사이에 몰려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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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8] 개인연금 적립액의 산포도 

2. 개인연금의 적립액 및 가입자 수 추이

연도별 평균 개인연금 적립액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 19>를 살펴

보면, 개인연금 적립액은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

다가 2013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이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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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개인연금 적립액 추이(연도별 평균) 

연도별 개인연금 적립액 총액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 20>을 살펴

보면, 개인연금 적립액 총액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2016년의 경우 개인연금 적

립액 총액이 1억 332만원에 근접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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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개인연금 적립액 총액 추이 

국가전체 통계인 개인연금(연금저축) 적립액 규모의 추이를 나타

낸 <그림 21>을 살펴보면, 자료의 수집이 2015년부터 가능하여 이

전의 추이를 알 수는 없지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선 노동패널의 개인연금 적립액 총액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17

년에 개인연금 적립액 총액이 감소한 반면, 국가전체 통계에서는

2017년에도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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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개인연금 적립액 규모 추이(국가전체 통계) 

(단위: 조원)

연도별 개인연금 가입자 수 추이를 나타낸 <그림 22>를 살펴보

면, 개인연금 가입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9년을 기점

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에 감소하는 추이로 전환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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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개인연금 가입자 수 추이

3. 개인연금 가입자의 특성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연금 적립액에 관한 box plot을

나타낸 <그림 23>을 보면, 개인연금 가입자 dataset의 분포를 알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제도

변화 이후 3사분위수와 1사분위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 네모박스 부

분이 더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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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개인연금 적립액에 관한 box plot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개인연금 적립액에 관한

box plot을 나타낸 <그림 24>를 보면, 40-50대 연령의 경우 10-30

대 연령에 비해 3사분위수와 1사분위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 네모박

스 부분이 소폭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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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령대별 개인연금 적립액 box plot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별 개인연금 적립액에 관한

box plot을 나타낸 <그림 25>를 보면,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3사

분위수와 1사분위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 네모박스 부분이 소폭 증

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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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교육연수별 개인연금 적립액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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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제 3 절 패널토빗모형 실증분석 결과

1.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에 미

친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인 연구모형1의 패널토빗모형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이 도출되었다. 모형2와 모형3

은 민감도(robustness)를 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하나씩 빼서 분석

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

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평균효과의 측면에서는, 2007년 국

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은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교육연수,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

생활비, 시간추세 변수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교육연수,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비는 양(+)의 방향으

로, 시간추세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연수

가 높아질수록,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이 자가일수록, 월평균

생활비가 상승할수록 개인연금 저축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며,

시간추세 변수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연금 저축이 감소하

는 것을 나타낸다.

[표 22] 분석결과: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적립액에 미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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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에 미친

교육수준별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2.552

(2.104)

2.564

(2.104)

1.999

(2.120)

연령
-0.082

(0.119)

-0.001

(0.120)

성별
-1.404

(3.020)

-1.177

(3.004)

-1.803

(3.074)

교육연수
3.324***

(0.376)

3.429***

(0.345)

3.707***

(0.383)

총소득
0.002***

(0.0002)

0.002***

(0.0002)

주택자가여부
5.708***

(1.417)

5.500***

(1.384)

6.230***

(1.433)

월평균생활비
0.064***

(0.006)

0.062***

(0.006)

0.085***

(0.006)

총자산
0.00004

(0.00003)

0.00004

(0.00003)

0.0001***

(0.00003)

시간추세
-1.990***

(0.240)

-2.023***

(0.235)

-1.813***

(0.242)

상수
-107.792***

(7.770)

-111.794***

(5.180)

-115.256***

(7.912)

N 18,211 18,211 18,211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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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2의 패널토빗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이 도출되었다. 모형2와 모형3은 민

감도(robustness)를 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하나씩 빼서 분석한 결과

이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음(-)의 방향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연수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

연금 제도변화와 교육연수와의 상호작용항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저축이 감소하는

데,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저축의 감소 경

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

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비, 시간추

세 변수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총소득, 주택자가

여부, 월평균생활비는 양(+)의 방향으로, 시간추세는 음(-)의 방향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이 자가일수록,

월평균생활비가 상승할수록 개인연금 저축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

며, 시간추세 변수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연금 저축이 감소

하는 것을 나타낸다.

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표 23] 분석결과: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적립액에 미친 교육수준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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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13.309**

(6.711)

-13.403**

(6.706)

-14.189**

(6.786)

교육연수
2.707***

(0.448)

2.796***

(0.424)

3.075***

(0.455)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교

육연수

1.125**

(0.452)

1.133**

(0.452)

1.148**

(0.457)

연령
-0.073

(0.119)

0.008

(0.120)

성별
-1.290

(3.019)

-1.085

(3.002)

-1.683

(3.073)

총소득
0.002***

(0.0002)

0.002***

(0.0002)

주택자가여부
5.615***

(1.416)

5.428***

(1.384)

6.133***

(1.432)

월평균생활비
0.062***

(0.006)

0.061***

(0.006)

0.084***

(0.006)

총자산
0.00004

(0.00003)

0.00004

(0.00003)

0.0001***

(0.00003)

시간추세
-1.962***

(0.240)

-1.991***

(0.235)

-1.784***

(0.242)

상수
-99.480***

(8.415)

-103.003***

(6.187)

-106.738***

(8.564)

N 18,211 18,211 18,211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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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개인연금 가입자들 대상으로 한 분석결

과

이 절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OLS와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생애주기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연금 미가입자들을 제외한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실

증분석했을 경우에는 생애주기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연금 가입자들의 행태변화는 합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에 미친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

연구모형3-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이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하우스만 검정 결과에 따르면, 개별

효과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0(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b>chi2=0.0580). 표에는 OLS 모형 뿐 아니라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포함한 모든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OLS,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등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각각의 모형에서 회귀계수 값은 5.828, 4.444, 5.765로 나타난다. 즉,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이루어진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각

각 약 6만원, 4만원, 6만원 증가하여 4~6만원의 증가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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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총소득 변수가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

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 적립액

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모델 OLS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5.828***

(1.936)

4.444**

(2.099)

5.765***

(1.898)

연령
0.217***

(0.074)

0.947

(0.821)

0.227***

(0.075)

성별
0.692

(1.883)

-6.697

(8.696)

0.772

(1.900)

교육연수
0.510**

(0.206)

-0.325

(1.310)

0.546***

(0.209)

총소득
0.002***

(0.0001)

0.001***

(0.0002)

0.002***

(0.0001)

주택자가여부
1.434

(1.019)

0.539

(1.634)

1.237

(1.019)

월평균생활비
0.017***

(0.005)

0.003

(0.007)

0.016***

(0.005)

총자산
0.0001**

(0.00002)

0.00004

(0.00003)

0.00005**

(0.00002)

시간추세
0.327

(0.204)

0.069

(0.867)

0.342*

(0.200)

[표 24] 분석결과: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적립액에 미친 효과(개인연금 가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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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에 미친

연령대별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

연구모형3-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25>와 같이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하우스만 검정 결과에 따르면, 개별

효과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0(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b>chi2=0.0837). 표에는 OLS 모형 뿐 아니라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포함한 모든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40~50대 연령 간 상호작용항 변수는

고정효과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

립액을 더 증가시키는데, 40~50대 연령일수록 2007년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 증가시키는 관계를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총소득과 시간추세 두 변수가 모든 모형에

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연금 적립액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수
-11.321**

(4.466)

-17.465

(31.272)

-11.678**

(4.510)

N 3,400 3,400 3,400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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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모델 OLS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3.613*

(2.163)

2.586

(2.567)

3.4711)

(2.127)

40-50대 

연령

-0.534

(1.525)

-1.442

(2.280)

-0.554

(1.518)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40-50대 

연령

4.193**

(1.875)

3.370

(2.750)

4.362**

(1.863)

성별
0.479

(1.878)

-7.457

(8.681)

0.531

(1.894)

교육연수
0.383*

(0.199)

-0.149

(1.315)

0.412**

(0.202)

주택자가여부
1.909*

(1.008)

0.714

(1.646)

1.734*

(1.008)

월평균생활비
0.018***

(0.005)

0.003

(0.007)

0.018***

(0.005)

총소득
0.002***

(0.0001)

0.001***

(0.0002)

0.002***

(0.0001)

총자산
0.0001**

(0.00002)

0.00004

(0.00003)

0.0001**

(0.00002)

시간추세 0.352* 0.949*** 0.368*

[표 25] 분석결과: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적립액에 미친 연령대별 효과(개인연금 가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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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추가분석(강건성 검증)

여기서는 종속변수를 개인연금 저축액이 아닌 개인연금 가입여부

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형에 시간추세제곱항

을 추가하여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1. 개인연금 가입여부 분석

종속변수를 개인연금 가입여부로 했을 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는 <표 26>과 같이 도출되었다. 모형2와 모형3은 민감도

(robustness)를 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하나씩 빼서 분석한 결과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해석은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이루어진

다. 승산비가 1보다 클 경우, 양의 영향을 미치며, 승산비가 1보다

작을 경우, 음의 영향을 미친다. 승산비가 1일 경우 무의 영향을 미

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평균효과의 측면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의 분석과 일관된 결과이다.

(0.204) (0.290) (0.200)

상수
-1.419

(3.009)

10.580

(18.657)

-1.342

(3.041)

N 3,400 3,400 3,400

주: 1) 10% 유의수준에 거의 근접함. 

    2)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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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개인연금 가입여부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승산비 승산비 승산비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1.062

(0.084)

1.067

(0.085)

1.030

(0.081)

연령
0.986***

(0.003)

0.987***

(0.003)

성별
1.042

(0.082)

1.075

(0.084)

1.053

(0.082)

교육연수
1.093***

(0.010)

1.111***

(0.009)

1.104***

(0.010)

총소득
1.000***

(7.62e-06)

1.000***

(7.58e-06)

주택자가

여부

1.249***

(0.055)

1.187***

(0.050)

1.273***

(0.055)

월평균

생활비

1.002***

(0.0002)

1.002***

(0.0002)

1.003***

(0.0002)

총자산
1.000

(9.45e-07)

1.000

(9.12e-07)

1.000***

(9.68e-07)

시간추세
0.910***

(0.008)

0.909***

(0.008)

0.916***

(0.008)

상수
0.096***

(0.018)

0.048***

(0.006)

0.084***

(0.016)

N 18,211 18,211 18,211

주: * p<0.1; ** p<0.05; *** p<0.01

[표 26] 강건성 분석: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분석결과(평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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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를 개인연금 가입여부로 했을 때의 교육수준별 효과에 관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이 도출되었다. 모형2와

모형3은 민감도(robustness)를 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하나씩 빼서

분석한 결과이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음(-)의 방향이

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연

수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와 교육연수 간 상호작용항 변수는

모형1을 제외하고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형1은 통제변수를 다 포함한 모형인데, 이 경우에도 10% 유의수준

에 거의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분석과 유사한 결과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은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다

는 것이다.

종속변수: 개인연금 가입여부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승산비 승산비 승산비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0.748

(0.172)

0.747

(0.170)

0.692

(0.159)

교육연수
1.078***

(0.013)

1.096***

(0.012)

1.087***

(0.013)

2007년 

국민연금 1.0251)

1.026*

(0.016)

1.029*

(0.016)

[표 27] 강건성 분석: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분석결과(교육수준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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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추세제곱항 추가한 분석

시간추세는 선형의 형태가 아닌 비선형의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기 때문에 시간추세제곱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1에 시간추세제곱항을 추가한 분석결과인 <표 28>을 보

면, 시간추세제곱항을 제외한 모형의 분석결과와 다르게 2007년 국

민연금 제도변화 변수가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

제도변화*교

육연수

(0.016)

연령
0.986***

(0.003)

0.987***

(0.003)

성별
1.044

(0.082)

1.077

(0.084)

1.055

(0.082)

총소득
1.000***

(7.62e-06)

1.000***

(7.58e-06)

주택자가

여부

1.247***

(0.054)

1.185***

(0.050)

1.271***

(0.055)

월평균

생활비

1.002***

(0.0002)

1.002***

(0.0002)

1.003***

(0.0002)

총자산
1.000

(9.49e-07)

1.000

(9.15e-07)

1.000***

(9.71e-07)

시간추세
0.911***

(0.008)

0.909***

(0.008)

0.917***

(0.008)

상수
0.115***

(0.025)

0.058***

(0.009)

0.103***

(0.022)

N 18,211 18,211 18,211

주: 1) 10% 유의수준에 거의 근접함.

    2)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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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크기는 약 5만원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시간추세제곱항을 모형에 포함했을 때에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

화 이후 평균적으로 개인연금 저축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

추세와 시간추세제곱항 변수는 각각 음(-)과 양(+)의 방향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추세의 비선형성이 존재하는 것을 보

여준다.

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5.093**

(2.200)

5.090**

(2.199)

4.556**

(2.217)

연령
-0.100

(0.119)

-0.019

(0.120)

성별
-0.966

(3.017)

-0.692

(3.002)

-1.357

(3.071)

교육연수
3.312***

(0.376)

3.440***

(0.344)

3.694***

(0.383)

총소득
0.002***

(0.0002)

0.002***

(0.0002)

주택자가여부
5.691***

(1.416)

5.437***

(1.384)

6.210***

(1.432)

월평균생활비
0.066***

(0.006)

0.065***

(0.006)

0.088***

(0.006)

[표 28] 강건성 분석: 시간추세제곱항을 모형에 추가한 

분석결과(평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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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0.00004

(0.00003)

0.00004

(0.00003)

0.0001***

(0.00003)

시간추세
-4.517***

(0.629)

-4.540***

(0.629)

-4.355***

(0.635)

시간추세2
0.119***

(0.027)

0.118***

(0.027)

0.120***

(0.028)

상수
-98.664***

(8.014)

-103.604***

(5.473)

-106.047***

(8.155)

N 18,211 18,211 18,211

주: * p<0.1; ** p<0.05; *** p<0.01

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8.042

(6.861)

-8.202

(6.853)

-8.901

(6.936)

교육연수 2.808*** 2.919*** 3.176***

연구모형2에 시간추세제곱항을 추가한 분석결과인 <표 29>를 보

면, 시간추세제곱항을 제외한 모형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한가지 다른점은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

에서 음(-)의 방향이지만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교육연수 간 상호작용항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

다.

[표 29] 강건성 분석: 시간추세제곱항을 모형에 추가한 

분석결과(교육수준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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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결

실증분석 결과를 연구모형1과 연구모형2, 연구모형3으로 구분하여

(0.449) (0.426) (0.457)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교

육연수

0.921**

(0.456)

0.932**

(0.455)

0.943**

(0.461)

연령
-0.092

(0.119)

-0.011

(0.120)

성별
-0.896

(3.017)

-0.642

(3.000)

-1.282

(3.070)

총소득
0.002***

(0.0002)

0.002***

(0.0002)

주택자가여부
5.614***

(1.416)

5.380***

(1.384)

6.131***

(1.432)

월평균생활비
0.065***

(0.006)

0.064***

(0.006)

0.086***

(0.006)

총자산
0.00004

(0.00003)

0.00004

(0.00003)

0.0001***

(0.00003)

시간추세
-4.358***

(0.633)

-4.378***

(0.632)

-4.193***

(0.638)

시간추세2
0.113***

(0.027)

0.112***

(0.027)

0.113***

(0.028)

상수
-92.345***

(8.571)

-96.810***

(6.350)

-99.544***

(8.720)

N 18,211 18,211 18,211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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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1의 경우,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2007년 국민연금 제

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평균효과의 측면에서

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2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

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연수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교육연수와의 상호작용항 변수는 모든 모형에

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2007년 국민연

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저축이 감소하는데, 교육연수가 높아질

수록 제도변화 이후의 개인연금 저축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

고 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모형3-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OLS, 고정효과 모형, 확

률효과 모형 등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한 것을 보

여준다.

연구모형3-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40~50대 연령 간 상호작용항 변수는 고정효과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007년 국

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40~50대 연령일수록 개인연금 적립액을 더 증가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모형1, 연구모형2와 일관되는 결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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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평균효과를 볼 때에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교육수준별 효과

를 볼 때에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가 유의미하지는 않지

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교육연

수 간 상호작용항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귀계수의 일관성을 보기 위한 강건성 분석을 수행

한 결과, 시간추세제곱항을 모형에 추가했을 때에는 교육수준별 효

과의 분석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연금

저축 세제혜택에 의한 효과와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가설 3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

로 했을 때, 생애주기가설의 자산대체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

였다. 사실상 이러한 개인연금 증가 효과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

택에 의한 효과로 볼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연금으로의 자산

대체효과가 세제혜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

화로 인한 효과라는 것을 백업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이 2015년에 조

사한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상의 개인연금 가입동기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부족

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공

적연금 부실화 우려 때문에’라는 응답도 5.8%를 차지하였다. ‘소득공

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라는 응답은 2.7%로 나타나 세제혜택에

의한 응답 비중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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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인연금 가입동기에 관한 응답결과 

자료: 보험연구원,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2015.

또한, 2018년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 발표한 「개인연금 가입자 특성과 자산관리 행태」 보고서에 따

르면, 연령별 전체 개인연금 가입률이 66.7%로 나타났다42). 이 중에

서도 40대가 6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54세가

67.8%로 나타나 2위를 차지하였다. 개인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42) 동 보고서는 만 18~54세 개인연금 가입자 1000명과 미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1일 ~ 17일 동안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한 결과이다. 동 보고서에서의 개인연금은 신탁·보험·펀드 등 연금저축과 개인

형 IRP, 연금보험, 변액연금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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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도 가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상품을 중복적으로

보유하여 1인당 평균 보유상품 수는 1.8개로 나타났으며, 2개 이상

상품을 보유한 가입자들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51.1%). 절반이

넘는 개인연금 가입자들(60.5%)은 연금저축(세제적격) 가입동기에

대해 ‘노후자금 마련’으로 꼽아 노후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연금

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형 IRP 상품에 가입

한 사람들의 경우 대체로 ‘세제 혜택(40.7%)’을 가입동기로 꼽고 있

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세제적격형 연금)’인

데, 동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가설의 논리를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인형 IRP의 경우 가입동기가 ‘세제혜택’으로

나타나 연금저축의 가입동기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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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그동안 수차례 추진되었던 국민연금 개혁들 중에서 소

득대체율이 낮아지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연금에 대한 대체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국민연

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대표적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연금 간 대체관계를 행동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검증하였다.

개인의 저축(혹은 연금)관련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크게

생애주기가설과 행동경제학이 활용되고 있다. 생애주기가설은 합리

성을 가정하는 이론으로서 인간은 합리성과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

로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과 소비를 계획하고 은퇴후 지속적인

소비를 위해 은퇴 전에 저축을 한다고 주장한다. 생애주기가설이 주

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

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생애주기가설이 가정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으며, 근시안적 행동 등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이론이다.

연구모형1의 경우,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2007년 국민연금 제

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평균효과의 측면에서

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2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

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연수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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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교육연수와의 상호작용항 변수는 모든 모형에

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2007년 국민연

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저축이 감소하는데, 교육연수가 높아질

수록 제도변화 이후의 개인연금 저축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

고 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모형3-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OLS, 고정효과 모형, 확

률효과 모형 등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한 것을 보

여준다.

연구모형3-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40~50대 연령 간 상호작용항 변수는 고정효과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007년 국

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40~50대 연령일수록 개인연금 적립액을 더 증가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모형1, 연구모형2와 일관되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즉, 평균효과를 볼 때에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교육수준별 효과

를 볼 때에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가 유의미하지는 않지

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교육연

수 간 상호작용항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귀계수의 일관성을 보기 위한 강건성 분석을 수행

한 결과, 시간추세제곱항을 모형에 추가했을 때에는 교육수준별 효

과의 분석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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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감소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라 국민연금가입

자들은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대표적인 사적연금 중 하나인 개

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행

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근시안적 행동, 동태적 비일관성, 손실회피

성향, 자기통제의 오류 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입증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 관련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비합

리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분석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되었다. 즉,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라 개인연

금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0대 연령일수록 10~30대 연령에 비해 개

인연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에 이미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

은 사람들에 비해 노후대비에 대한 경각심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라 더 민

감하게 대응하며,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행태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개인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과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노후준

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할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세재

정연구원의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위 25%의 고소득층의 경

우 개인연금 가입률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세

액공제나 비과세 혜택 등 세제혜택을 강조하며 개인연금에 대한 가

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낮다. 이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볼 때 행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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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각에서 설명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저축관련 의사결정에 관해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생애주기가설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검증하였고, 행동경제학 이론

을 검증한 실증연구들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함으로써 이론을 입

증한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한국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저축관련 의사결정에 행동경제학

적 시각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의의가 있다. 행동경

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먼 미래의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

의 소비를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으로써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

인 존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제저축을 하도록 하는 공적

연금의 존재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가입자들은 개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키는 합리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고 비합리성을 보이는 것을 밝힘으로써 행동경제학의 설

명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저축관련 의사결정 연구들은

생애주기가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을 저

축관련 의사결정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합리적인 행태를 합리적인 행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의의가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잡한 금융 및 연금상품에 대한 정보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합

리적인 행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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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적절한 은퇴대비와 관련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를

고려하는 연금체계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앞으로 고령인구비율이 더

높아져 경제활동인구보다 고령인구들이 더 많은 사회가 되는데, 이

와 같은 환경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개편을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큰 파급력을 지니는 국민연금의 개편은 정치적

인 논리가 아닌 과학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은

퇴를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적연

금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후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43).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하는 바, 개인연금, 퇴

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을 활성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행동경제학의 ‘넛지’ 전략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서 분석모형에

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증가 여부만 고려하였

다. 그러나 종속변수를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 다른 자산들도 고

려하여 다양한 저축 방법들과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 저축수단을 개인연금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저축수단들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다

43) 최근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에서도 노후대비를 위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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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저축수단들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워 보

인다. 후속연구에서 이상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저축행위의 동태적

인 양상을 파악하는 의미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라는 더미

변수인데, 개인연금에 대한 효과가 과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개인연금에 대한 영향

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아닌 다른 역사효과(history effect)

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

으며, 향후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연속변수화한 분석을 수행하거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분석을 통해 보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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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교육수준을 ‘대졸이상/이하’로 측정한

분석결과

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2.423

(2.104)

2.457

(2.103)

1.849

(2.121)

연령
-0.325***

(0.111)

-0.266**

(0.113)

성별
-2.931

(3.012)

-2.206

(3.009)

-3.486

(3.066)

교육수준

(대졸이상/

이하)

13.309***

(1.900)

14.723***

(1.850)

15.101***

(1.933)

총소득
0.002***

(0.0002)

0.002***

(0.0002)

주택자가여부
5.778***

(1.417)

4.848***

(1.382)

6.323***

(1.434)

월평균생활비
0.068***

(0.006)

0.064***

(0.006)

0.091***

(0.006)

<표 30> 분석결과: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적립액에 미친 효과(교육수준: 대졸이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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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0.0001**

(0.00003)

0.00004*

(0.00003)

0.0001***

(0.00003)

시간추세
-1.816***

(0.239)

-1.939***

(0.235)

-1.616***

(0.240)

상수
-60.651***

(4.336)

-71.616***

(2.274)

-62.926***

(4.415)

N 18,211 18,211 18,211

주: * p<0.1; ** p<0.05; *** p<0.01

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0.992

(2.382)

-1.048

(2.381)

-1.608

(2.402)

교육수준

(대졸이상/

이하)

8.644***

(2.437)

9.898***

(2.404)

10.377***

(2.473)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교육수준

7.333***

(2.408)

7.526***

(2.407)

7.419***

(2.432)

연령
-0.315***

(0.111)

-0.256**

(0.113)

성별
-2.907

(3.011)

-2.202

(3.009)

-3.461

(3.066)

<표 31> 분석결과: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적립액에 미친 교육수준별 효과(교육수준: 대졸이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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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0.002***

(0.0002)

0.002***

(0.0002)

주택자가여부
5.639***

(1.417)

4.734***

(1.382)

6.181***

(1.434)

월평균생활비
0.067***

(0.006)

0.063***

(0.006)

0.089***

(0.006)

총자산
0.0001*

(0.00003)

0.00004

(0.00003)

0.0001***

(0.00003)

시간추세
-1.778***

(0.239)

-1.896***

(0.235)

-1.577***

(0.240)

상수
-58.963***

(4.366)

-69.552***

(2.350)

-61.220***

(4.446)

N 18,211 18,211 18,211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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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2.532

(2.104)

2.550

(2.103)

1.974

(2.120)

연령
-0.189

(0.118)

-0.118

(0.120)

성별
-2.632

(3.015)

-2.199

(3.006)

-3.138

(3.068)

교육수준

(고졸)

9.517***

(2.700)

10.993***

(2.547)

10.453***

(2.755)

교육수준

(대졸)

16.643***

(2.221)

17.969***

(2.069)

18.727***

(2.259)

교육수준

(석박)

30.573***

(6.093)

31.785***

(6.058)

34.131***

(6.194)

총소득
0.002***

(0.0002)

0.002***

(0.0002)

주택자가여부
5.662***

(1.418)

5.161***

(1.383)

6.189***

(1.434)

월평균생활비
0.066***

(0.006)

0.064***

(0.006)

0.088***

(0.006)

총자산 0.0001* 0.00004 0.0001***

2. 교육수준을 ‘고졸/대졸/석박’으로 측정한 분

석결과

<표 32> 분석결과: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적립액에 미친 효과(교육수준:고졸/대졸/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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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개인연금 적립액 

모델 모형1 모형2 모형3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0.995

(2.632)

-1.075

(2.631)

-1.480

(2.655)

교육수준

(고졸)

10.791***

(3.531)

12.097***

(3.414)

12.024***

(3.589)

교육수준

(대졸)

11.898***

(2.719)

12.960***

(2.618)

13.973***

(2.760)

교육수준

(석박)

27.620***

(8.976)

28.471***

(8.964)

31.077***

(9.095)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고졸

-0.730

(3.459)

-0.704

(3.459)

-1.158

(3.495)

2007년 

국민연금 

7.942***

(2.670)

8.135***

(2.666)

7.940***

(2.696)

<표 33> 분석결과: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적립액에 미친 교육수준별 효과(교육수준:고졸/대졸/석박) 

(0.00003) (0.00003) (0.00003)

시간추세
-1.924***

(0.241)

-2.003***

(0.236)

-1.736***

(0.242)

상수
-67.843***

(4.868)

-74.651***

(2.424)

-70.783***

(4.959)

N 18,211 18,211 18,211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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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

대졸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석박

4.999

(9.194)

5.330

(9.193)

5.121

(9.289)

연령
-0.167

(0.119)

-0.096

(0.121)

성별
-2.599

(3.015)

-2.215

(3.006)

-3.110

(3.069)

총소득
0.002***

(0.0002)

0.002***

(0.0002)

주택자가여부
5.496***

(1.417)

5.049***

(1.382)

6.017***

(1.433)

월평균생활비
0.065***

(0.006)

0.063***

(0.006)

0.087***

(0.006)

총자산
0.00004*

(0.00003)

0.00004

(0.00003)

0.0001***

(0.00003)

시간추세
-1.890***

(0.241)

-1.959***

(0.236)

-1.703***

(0.242)

상수
-66.708***

(4.907)

-72.687***

(2.541)

-69.691***

(4.998)

N 18,211 18,211 18,211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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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pension reform has been carried out several times

and is still in progress. In particular,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Pension Act in 2007, which was execut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a hot topic for the public and

a reform that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Based on the

life cycle hypothesis, individuals may have felt anxious about the

2007 national pension reform in which the replacement rate is

lower because national pensions are almost the only means for

retirement in Korea. Therefore,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will

seek other savings to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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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they will increase the savings of personal pensions

that are continuously received at a certain amount each month to

prepare for insufficient retirement. On the other hand, based on

behavioral economics, although it is reasonable to increase

personal pension savings, it is expected to show unreasonable

behavior without increasing personal pension savings, due to the

concept of human shortsightedness, dynamic inconsistency, errors

in self-control, and the concept of loss aversion. This study

assumes that behavioral economics could be applied more

appropriately to Korean reality than life cycle hypothes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s behavioral

economics. The life cycle hypothesis and behavioral economics

are the representative theories that explain human saving-related

decisions. The life cycle hypothesis, starting from Friedman's

(1957), is that rational individuals with complete information plan

their income and consumption over their entire life cycle, and the

purpose of saving is to accumulate assets for continued

consumption after retirement. This theory predicts that individuals

flatten consumption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ycle. Another

theory that explains pension or savings decisions is behavioral

economics. According to behavioral economics, by using

experimentation, it systematically explains that humans may not

always be as rational as traditional economics claims. Humans

tend to focus on current consumption rather than to save for the

future because of myopic behavior, and they also exhibit dynamic

inconsistencies that respond more sensitively to the current

situation than to the future. In addition, humans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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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trol errors, which often fail to save for retirement due to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most implementers win in conflict

between planners and implementers. Finally, depending on the

loss aversion propensity, humans also tend to feel losses greater

than future gains. This study empirically attempts to test that,

among the two theories, behavioral economics has a high

explanatory power for human saving behavior and is more likely

to show irrational behavior than the rational behavior discussed

in the life cycle hypothesis.

The data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are labor panel survey

during 2001-2017, and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is the panel

analysis (Panel Tobit model,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in all hypotheses is personal pension

saving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depends on the model. In

order to test the first research hypothesi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which is dummy variable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o test the second research hypothesi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dummy variable),

education level, interaction term between two variables were

used. In order to test the third research hypothesis, in the case

of the 3-1 research hypothesi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dummy variable) was used, and in the case of the 3-2

research hypothesi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dummy variable), subscriber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nd

interaction term between two variables were used. The control

variables were age, gender, education level, total incom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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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average monthly living expenses, total assets, and time

tren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1,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dummy variable) that is our

interest of study was found to be positive in all models,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in terms of the average effect,

it can be seen that the 2007 national pension institutional change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sonal pension sav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2,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was significant in the negative

direction in all models, and the education level variable was

positive in all models. The interaction term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in all models. Therefore, personal pension

savings have decreased si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hanges in 2007. As the number of years of schooling increases,

the amount of savings in personal pension after the 2007 system

change also incre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3-1, targeting

only personal pension subscriber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was significant in positive direction in all models

including OLS,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3-2,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hanges

and those subscriber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re found to be

positive in all the models except the fixed effect model.

Therefore, this result means that since the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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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2007, personal pension reserves have increased, and

those subscriber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re more likely to

save for their personal pensions after the 2007 national pension

system changes than younger individuals.

Although it is a rational response to increase personal pension

savings after policy change, where the benefits are decreasing,

the findings show that people tend to show irrational behavior

which follows behavioral economics by using panel analysis.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higher education levels who have

more information can correct some of the irrational behavior

concerning savings-related decisions.

When only the personal pension subscribers are targeted,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contradictory. In other

words, si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hanged in 2007,

personal pension savings have increased, supporting the life cycle

hypothesis. In addition, the group of personal pension subscriber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has increased their personal pension

savings compared to younger individuals.

To date, most empirical studies on savings-related decision

making have been tested depending on the life cycle hypothesi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studies using

behavioral economic theory have been lack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es the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can be applied to the savings-related decision making of Korean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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