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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들은 저축을 위해 은행을 이용하고, 용돈을 받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출결정을 하며, 선불카드나 교통카드 등 신용카드의 사용을 하는

등 금융사회에 있어서 그 존재감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해 청소년들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증진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청소년기에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익히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

게 될 경우, 개인의 경제생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금융복지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

육 관련 연구가 그리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금융행태

는 이후 개인이 어떠한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변인 간 영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금융에 관한 교육경험은 청소년 금융행태의 합리성을 증진시키

는데 기여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초·중·고등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금융행태의 하위 영역인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용

관리행태의 합리성을 측정하였다. 이 중 신용관리행태는 현실적인 제약

으로 신용관리인식으로 대체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융에 관한 교

육경험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하여 t-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발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i -

첫째,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저축행태의 합리성은 높은 편이나, 예산

관리행태나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은 100점 기준으로 50점을 넘지 못하

고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상호통제된 상황에서 금융행태의 합리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은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을수록,

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저축행태의 합리

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용돈이 풍족하다고 생각

할수록, 현재보다 미래의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았다. 신용관리

인식의 합리성은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보다 현재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화폐를 성공이나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으

로 생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금융에 관한 교육경험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

음과 같다.

t-검증 결과 금융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예산

관리행태, 저축행태에서 더 높은 금융행태 합리성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은 금융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의 금융교육경험

은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비교

분석한 t-검증 결과,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저축행태 합리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관리행태

와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뒤, 경제활동 참여경험을 독립변인

으로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에 대해 실시한 t-검증과 회귀

분석 결과,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학습하는 것은 금융행태

의 하위영역인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용관리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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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교육의 발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

진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행태 합리성에

서 특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따라서 금융교육이 추후 강조해야 할 영

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금융행태에 대한 이해는 현재

의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의 개선 등 금융교육과 경제교육, 더 나아

가 시민교육 전 영역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교육영역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역량의 증진은 청소년들을 경제

· 금융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행동과 판단이 가능한 경제적 의사

결정자이자 금융소비자로 성장시킬 수 있다.

주요어 : 금융행태의 합리성,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용관리인식,

청소년 금융교육

학 번 : 2010-2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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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지속적인 금융수단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독립적인 금융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금융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

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함

은 물론, 은행 계좌를 보유하여 저축을 하고, 용돈을 받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출결정을 하며, 선불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금융사회에

서 청소년들의 존재감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금융사회에 진입하는 연령은 낮아지고, 금융거래의 범위도 확

장되어 가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청소년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1)이 증진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청소년 시기에 자리 잡은 바람

직하지 못한 금융행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인식의 증가로 금융교육을 공식교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에

금융교육관련 단원이 생기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정식 교과서로 채택된

1) 역량(capability)이란 기능과 동기, 성격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 성과

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이다(McClelland, 1973; 이의선,

2012: 13에서 재인용). 금융감독원(2010)에 의하면 금융역량은 지식과 기능과 가

치·태도·행동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금융현상의 정확한 이해(지식), 금융지식

의 체계적 활용(기능), 경제가치의 지속적 내면화(가치·태도), 일상생활의 합리

적 선택(행동)을 의미한다(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10-11). 이의선

(2012)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역량을 “금융이해력을 바탕으로 하여 합

리적인 금융행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 금융역량의 개념은 이의선(2012)의 정의를 받아들여 금융이해력부터 금융행

동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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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용 금융교육 학습서를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 교

육청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국 325개 초·중·고교를 올해 금융교

육 시범학교로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학교에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 41개 기관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체

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조선비즈, 2012. 6. 3).

이러한 금융교육의 초점은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증진에 있

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란 금융에 대한 개념과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은정 문정숙, 2010; 최유경, 2005).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

년부터 초·중·고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금융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

다(금융감독원, 2009).

지금과 같이 금융이해력을 강조하는 교육 목표의 설립에는 한 가지 기

본 전제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금융교육이 금융지식을 증진

시키면 금융지식은 다시 바람직한 금융행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금융교육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이 증가되어야

하고, 둘째, 금융지식이 금융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이해력의 증가가 실제 합리적인 금융행태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자금 흐름의 관리, 저축, 투

자 등의 금융관리행태의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지만(Hogarth et al.,

2002), 금융지식이 있다하더라도 지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맥락이 제공

되지 않는다면, 아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

제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저축하지 않을 수 있다(Katona,

1975; Otto, 2012: 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지식을 학습했다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 개인 성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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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다(이해성 1998: 475). de

Meza et al.(2008)은 금융이해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금융교육이 청소

년에게 금융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청소년의 실제 행태는 합리

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금융이해력의 증가와 행동의 변화 사이

에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그 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다. 즉, 지식의 증가는 바람직한 행동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조

건이 될 수는 있지만 많은 노력을 들여 금융지식을 증가시킨다고 할지라

도 그것이 실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de Meza et al., 2008; 7). 따라서 금융교육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금융이해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금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금융행동

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될 것이며, 그 효과의 판단은 “사

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결정 및 행동"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Willis, 2008;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보호센터 역, 2011: 2).

그러나 청소년들의 금융행태의 범위와 종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의 금융교육은 금융지식의 증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대출이나 투자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극히

소수이며, 금융거래를 하는 소수의 청소년들조차 자신의 자금이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의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금융행태의 합리성은 교육을 통해 발달시키

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금융행태는 그 하위영역인 예산과 자금의 흐름 관리, 신용관리, 저축,

그리고 투자의 순으로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Hilgert et al., 2003). 청소

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금융 행태 영역인 예산, 저축 등에 대한 합리적인

행태는 이후 청소년들이 그 다음 단계의 영역인 투자와 같은 금융영역에

서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금융행태는 이후 개인이 어떠한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Godwin, 1994; Hayhoe et al. 2000; Xioa et al.,

2009)이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이 보이는 금융행태가 한정적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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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의 금융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바람직한 금융행태가 의미하

는 바를 정의하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금융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실제 어

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청소년 금융행태를 설명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에 관한 교육적 경험으로 명시적인 금융교육, 금융교육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경제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학습한 생활교육을 제시하고, 이 세 교육경험 요인이 금융행태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할 것이다.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한 다음 각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크

기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유의했던 요인들도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변인이 금융행태

의 합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는 변인 상호 간 통제된 후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문제 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변인 간 영향력의 크기는 어

느 정도인가?

또한 본 연구는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청소년들의 실제 행태 합리성에

비추어 평가하고자 한다. 금융교육은 직접적인 형태의 금융교육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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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의 학습을 통한 교육, 그리고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해 봄으로써

학습한 사회를 통한 교육으로 설정하여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떤 금융교

육을 받고 있으며 과연 금융교육은 금융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연구문제 2와 그에 따른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2] 금융에 관련된 교육경험은 청소년의 금융행태의 합리

성의 증진에 기여하는가?

• 연구가설 1: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받지 않은 청

소년보다 금융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1-1: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1-2: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저축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1-3: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신용관리인식2)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2: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

년보다 금융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2-1: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

소년보다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2-2: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

소년보다 저축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2-3: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

소년보다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신용관리행태는 신용관리인식으로 대체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는 I.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II.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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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3: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금융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3-1: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

이다.

하위가설 3-2: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저축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3-3: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이 높을 것

이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금융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의 연구

를 통해 도출해 내고, 이들 요인들이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문제 2를 위하여 각 교육요인들에

대한 t-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전체 학교급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금융행태 합리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

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

행태 합리성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따라서 금융교육이 추후

강조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

다.

지금까지의 금융행태에 관한 연구는 많은 경우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용돈 관리,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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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비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소비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사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행태 중 신용관리행태에 대한 연구는 특히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서인주 두경주, 2007). 그러나 최근 금융수단의

발달은 청소년들의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신용은 한 번의 잘못된

사용으로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즉각적이고 회복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신용관리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청소년들이 미래에 어떠한 신용관리행태를 보일지를 미리 분석해 보

는 것은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개인의 금융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

시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존 연구의 결론을 다시 증명하고,

개별적으로 연구된 다양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기타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관심요인인 금융교육경험과 경제활동에의 참여경험, 그리고 선택과

목 ‘경제’의 학습 경험의 영향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경험 요인

들이 청소년이 금융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금

융행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금융관리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

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 대상이 서울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되었다. 이와 같은 편의표집은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 집단으로 일

반화하는데 제한을 줄 수 있다.

둘째, 신용관리행태를 모형에 포함시킨 것은 본 연구의 의의인 동시에

한계로 작용한다. 온라인 거래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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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빈도 %

학교 교육과정 131 11.1 사회 과목 13 1.6

그 이외 91 16.0 그 이외 16 2.0

계 222 27.2 계 29 3.5

무응답 598 72.8 무응답 791 96.5

계 820 100.0 계 820 100.0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청소년은 신용을 이용한 경제경험이 없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신용관리행태의 특성상 청소

년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되기보다는 부모의 소득을 매개로 하여 신용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신용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 그가 이용하

는 신용은 그 자신 아닌 보호자의 신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용관리행태를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으로 대체

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금융교육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 세밀히 분석

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이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교육이 이루어진 수업의 교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총 820명 중의 응답자 중 전

자는 27.2%(222명), 후자는 3.5%(29명)만이 응답하는 등 응답률이 저조

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표 1> 금융교육 관련 상세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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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분석을 실시할 것

이다. 우선 1절에서는 금융행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금융행태를 개념화하

고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금융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

여 본 연구에서 채택할 영향 요인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후 2절에서는

금융에 대한 교육요인들을 정의하고, 이 요인들과 금융행태의 상관관계

에 대하여 논한 다음, 3절에서 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제시할 것

이다.

1. 금융행태(financial behavior)와 그 영향 요인 분석

1) 금융행태

(1) 금융행태의 개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화폐는 단순히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

는 실물시장을 매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 자체가 거래되고

재생산 되는 금융시장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학에서도 전체 금융

시장 및 개별 경제주체들의 금융행위를 분석하는 화폐와 금융시장에 대

한 연구가 자리 잡게 되었다(정운찬, 2001: 6).

금융행태는 “금융시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자금 관리(money

management)에 관련된 인간의 행동”으로 정의된다(Xiao, 2008: 70). 유

사한 의미로 금융관리행태(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또는 재무관

리행태(Garman & Forgue, 2006; Mathus, 1989; Joo, 2008: 25에서 재인

용)라는 용어와도 자주 혼용하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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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태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Xiao, 2008). 첫째, 행태는 행위의 결과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예

를 들어 저축을 하는 것과 그 결과 증가된 저축은 인과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둘째, 행태는 개인의 특정 시점의 실제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의 집합으로, 특정 행위가 아닌 그 행위들을

대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 때문에 행태를 정의

하기 위해서는 언제 무엇에 대해 어떤 맥락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Ajzen & Fichbein. 1980; Xiao, 2008: 71에서 재

인용). 넷째, 금융행태는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고

려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자들이 금융행태에 대해 내린 정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금융행태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하위 영역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Courchane과 Zorn(2005)에 의하면 금융행태는 수입과 지출을 내역을 기

록하거나 평가하는 예산 관리, 규칙적인 저축, 그리고 신용카드 청구서의

대금을 제때 지불하는 등의 건전한 신용 관리와 같은 행태로 구분된다

(Martin, 2007: 9에서 재인용). Porter & Garman(1993), Parrotta &

Johnson(1998)은 금융관리행태(financial management behavior)를 현금

관리, 신용관리, 자산축적(capital accumulation),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은퇴 후 자산 분배 계획(retirement &　estate planning),

그리고 일반적 금융관리(general financial management)의 하위 6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운영과 황덕순(2002)은 현금 및 지

출관리행동, 차용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저축 및 투자관

리행동, 은퇴 및 유산계획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금

융행태는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융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소득과 신용을

관리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저축과 투자를 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Garman & Forgue, 2006; Mathus, 1989; Joo, 2008: 25에서 재인

용). 따라서 금융행태는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용관리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Hilgert et al. 2003; Xiao et al. 2006; Xiao, 2008: 70).



- 11 -

이와 같은 세부 하위 행태를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예산관리행태는 개인이 자신의 정확한 금융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실제 지출과 수입을 기록, 관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목적에 맞고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해 기대수입에 기초한 지출계획을 의미한다(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0: 65, 127). 이는 곧 바람직한 금융행태의 시작점이자 기본이

되므로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저축행태이다. 저축행태는 저축을 한 결과로 나타나는 저축

액이 아니라, 저축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저축을 통한 미래에 대

한 준비는 개인의 금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경제학에서 저축이란 개인의 세금을 납부한 뒤의 소득 즉, 가처분 소

득에서 소비를 감한 것을 의미한다. 또는 저축의 정의는 현재와 미래 재

화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선택의 결과(Bohm-Bawerk, 1891: Solmon,

1975: 258 재인용)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소득을

바로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소비자원으로 유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은 은행계좌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보유 자산을 늘릴 수 있고, 시

장경제에서 저축은 가장 안정적 자산 증대의 수단이다(금융감독원·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10: 65, 180). 저축행태는 그 자체로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저축행태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다는 것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을 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할 때 자신에게 가

장 적합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용관리행태이다. 최근 금융수단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

은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와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

한 온라인 결제, 전자머니 등 다양한 신용결제에 노출되어 있다(삼성경

제연구소, 2003: 52).

저축행태가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 자원을 유보하는 것이라

면, 신용의 이용은 이와 반대로 미래의 소비 자원을 현재에 우선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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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태를 나타낸다. 신용(credit)이란 “경제활동에서 돈이나 상품을 정해

진 기간 안에 약속대로 상환, 지불할 수 있는 능력(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2007: 42)” 또는 “미래시점에서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지금 당장

재화와 용역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Business Credit Management

UK; 삼성경제연구소, 2003: 6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신용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의 정도보다 경제적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사회에서는 당장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재화를 구

입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3: 7). 신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용관리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

이 높아지므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그의 합리적 이

용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신용관리행태는 신용사회를 살

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무척 중요한 금융행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관리행태를 재는 척도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의

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신용에 관하여 현재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

는 것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며(두경자 서인주, 2008: 2),

최근 금융수단의 발전으로 청소년들도 손쉽게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한 신

용카드 사용을 하고 있음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신용관리에 한하여

실제 행태가 아닌 그에 대한 인식 조사로 대체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신

용거래가 청소년 집단에 확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용거래를 위한 자금

의 출처가 본인의 수입이 아닌 부모의 원조에 의한 것이기 쉽고, 여전히

신용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

도까지 사용한다’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2) 금융행태의 합리성

다양한 연구에서 금융행태에 대한 평가는 좋은(Fitzsimmons et al.,

1993; Hilgert et al., 2003), 더 나은, 긍정적인(Mandell & Kle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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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 2008; Xiao et al., 2009), 바람직한(Xiao et al., 2009), 때로는 효율

적이거나 책임감 있는(Godwin & Koone, 1992), 권고되는(Xiao et al.,

2006) 행태로 내려진다. 이러한 평가들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명확히 어떤 행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금융행태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은 학문적으로 화폐금융이라는 경제학의 하위 분야에

속하며, 금융행태 역시 현실의 경제 영역 중 금융시장이라는 무대 위에

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행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책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도록 하는 경제교육 정책을 금융교육에도 확산하여 적용한 바 있

다(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13). 경제 영역에서 개인의 행

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합리성’이다.

‘합리성'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Sproles 등과 같이

소비자 보호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합리성을 ’결정에 할당

된 자원 내에서 결정으로부터 가장 큰 효용과 만족을 얻는 정도'라고 규

정하고 있다(박근주, 1990: 10에서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고전경제학에

서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

는 목표 아래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

한다(김민주, 2012: 28).

즉, 경제학에서의 합리성이란 인간의 욕망이라는 주어진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며, 이 때 어떤 행동이 합리적

인지는 오직 결과로 나타나는 효용의 크기에 의해서만 판단된다는 특징

을 가진다(김보연 최민식, 2009: 96). 이에 따르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

리성의 핵심은 행동의 결과로써의 효용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박근

주, 1990).

그러나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태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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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행태란, 행동의 결과로

써의 효용의 극대화가 아니라 보다 나은 상태로 이동하려는 목적을 가지

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조영달, 1993: 19).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금융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나는 행태가 합리적인 금융행태라고 정의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금융행태의

하위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세워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축행태의 합리성은 저축

의 결과인 저축액의 크기가 아닌 실제 저축하는 행위로 측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신용관리행태의 합리성 판단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하였다.

2)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영향

을 미치는 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위치, 심리요인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1) 성별

금융행태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성별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별은 금융행태에 차이를 가져오는 유의

한 변인이었다.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enry et al.(2001)의 연구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예산계획을 더 많이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자(2003)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은 금융 목표나 예산 계획

을 세우는 것과 저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여학생일수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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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이고 저축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

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은실(2006)의 연구는 계획적인 소비의 경우

남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보다 더 계획적으로 소비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효정(2005a)의 연구

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예산 계획, 소비 시 쇼핑리스트 작성 행위

를 더 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안창희와 정순희(2006) 역시 성인 대상

의 연구에서 여성일수록 더 나은 재무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박근주

(1990)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의 합리성이 더 높다는 것

을 밝혀냈다.

이렇듯 다수의 연구가 여성이 더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보이는 것을 나

타내고 있지만 김영신(2005)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대학생들의 신용카

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더 합리적으로 신용카

드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금융행태의 하위 영역 별로 성별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Williams(1991; 차경욱, 2007: 6에서 재인용)

의 연구도 있다. 그에 의하면 예산수립, 구매목록작성, 소득 및 지출 기

록, 영수증 보관 등 구체적인 실행은 여성이, 지출액 추정, 금전관리에

대한 정보탐색 및 수집 등에서는 남성이 더 합리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지현과 천혜정(2012)의 연구에서

는 성별에 따라 용돈소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국적, 연령의

차이, 그리고 금융행태의 어떤 하위영역을 연구하였는지에 따라 성별 변

인이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다른 독립변인들과 함께 분석하여 금융

행태의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금융행태의

세 하위 영역 모두에 성별 변인인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선행연구들

간 나타난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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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숙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인지

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소비행태

는 인지적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Moschis & Churchill,

1979: 43) 청소년 806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성별과 가정의 사

회경제적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연령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행태", 즉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보였다(Moschis & Churchill, 1979: 44-45).

많은 연구들이 연령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효정(2005a)은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

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쇼핑리스트를 작성하여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경

향이 있음을 밝혔다. 박근주(1990)는 신용카드 사용행태에 대한 연구에

서 연령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행태의 합리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홍은실(2006) 역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백은영 외(2004)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의 재무관리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라

는 현실적인 문제로 오히려 금융행태가 비합리성을 띨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연령과 금융행태 합리성 간의 상관관계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은 각각의 연구들이 측정하는 것이 금융행태의 서로 다른 하위

영역이기 때문일 수 있다(Horgarth et al., 2003). 저축행태는 연령이 낮

을수록 합리적이지만, 투자관리행태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합리적

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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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성취도

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수록 합리적인 금융행태가 발견된다(Joo

& Grable, 2004; Solmo, 1975)는 연구는 학력(學歷)요인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학생들의 학

력(學歷)과 동시에 학력(學力)이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력(學力) 변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이의

효과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력(學歷)은 초 중 고의 학교급 간 이동으로, 학력(學力)

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로 정의하였다. 그

러나 학력(學歷)의 경우 본 연구의 표집대상을 고려할 때, 연령의 증가와

동일하게 측정되므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4)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아동의 행동 특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

친다(이옥형 외, 2007: 148). 개인이 처한 환경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금융행태는 경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만큼, 청소년

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유의한 변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태는 사회에 한 사람의 독립된 개인으로써가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의 조언과 관리를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융행태 역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등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김

효정(2005b)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대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금융행태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청소년의 소비행태에는 부

모의 학력과 직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곽현정·이승신, 2003;

최윤정, 2010).

또한, 가정의 소득의 크기가 클수록 더 나은 금융행태를 나타냈다(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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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ble, 2004). 가정의 소득은 신혼부부의 예산관리행태(Godwin &

Koonce, 1992)와 자녀의 저축행태(Webley & Nyhus, 2006)에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또한 박주영 외(2010)의 연구에 의하면 직접적이지는 않지

만 통제위치라는 심리요인을 매개하여 금융행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을 살펴볼 때 가정의 소득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개인의 행

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의 연구들은 모

두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가정 소득의

공급원이자 주체가 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득의 주체라기보

다는 가정의 소득에 혜택을 받는 객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와

동일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최윤정(2010)

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소비행태가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유의한 상관

을 보이지 않았다.

(5) 용돈

청소년의 경우 용돈이 가정의 경제적 배경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나

타내기도 한다. Grunenberg(1973)에 의하면 용돈의 정기적인 지급이 중

요한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자신의 지출행동을 용돈의 공급에 맞추어

계획할 수 있으며, 생활패턴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이은승, 2007:

59에서 재인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행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용

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희영, 2008). 초등학생의 용돈소비행태는

용돈기록장의 기록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용돈수령방법, 용돈 액수에 대한 많고 적음의

인식 등과는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강지현·천혜정, 2012). 대학생

의 경우 용돈의 금액이 적을수록 구매목록을 작성하고 소득 및 지출을

기록하는 등 계획성 있는 금융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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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리적 요인

금융행동에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 교육보다는 심리

적 요소일 수 있다(de Meza et al., 2008: 11).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다

양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이로 인해 비합리적인 소비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김민주, 2012). 심리학에서는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사람의 내

적 요인인 심리에 주목해왔다. 의도나 태도와 같은 심리상태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him et al., 2009; Xiao & Wu, 2006). 기존의 연

구들은 금융행태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심리적 요인으로 통제위치, 미래

지향성, 화폐에 대한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통제위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심리 요인은 통제위치이다. 통제위치란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내부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지 또는 타인이나 행운

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체계”를

의미한다(박주영 외, 2010; 266). 전자와 같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

정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내적 통제위치이며, 후자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이 외적 통제위치이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는 기대가 필요하다(Von Mises, 2009; 45). 금융행태의 합리성이 자신의

금융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내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이 더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보일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을 자신의 외부의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보

는 사람일수록 책임감 있는 금융관리행태를 보이지 않았다(Perry &

Morris, 2005; 박주영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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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래지향성

두 번째 심리 변인은 ‘행동에 의한 결과로 먼 미래와 직후의 미래를

고려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이다. 미래지향

성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선택을 의미하는 시간 선호(time preference)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미래 순간의 목적보다 현재 순간의 만족이 선호된다는 것을 함축(Von

Mises, 2009; 106)”하기 때문에, 시간 선호는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필

요조건으로 기능한다.

미래지향성은 저축행태와 신용관리행태와 특히 관련이 깊다. 경제학에

서 저축은 이자율의 함수로 표현된다. 이자율이 현재 화폐에 대한 미래

화폐의 교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 화폐에

비해 미래 화폐의 가치가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Fisher, 1965; Solmon, 1975: 258에서

재인용). 이처럼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의 일에 더 가치를 둘수록 - 미

래지향성일수록 -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Muske &

Winter, 2001; Webley & Nyhus, 2006).

한편, Muske와 Winter(2001)는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축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지금 현재를 즐기려고 하

는 행태를 보고하였다. 금융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

와 현재 중 가치를 어디에 더 두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금융행태는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이 그가 가진 지식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는

기본적으로 그의 내재적인 심리적 요인에 달려있는 것이다(de Meza et

al., 2008).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지향성은 신용관리행태

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용’의 개념을 미래의 소비를

희생해서 현재 소비를 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

성의 차이에 따라 신용관리행태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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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폐에 대한 태도

세 번째로 고려하는 심리요인은 화폐에 대한 태도이다. 가치는 행동을

지시한다(Deacon & Firebaugh, 1988; 강지현·천혜정, 2010: 54에서 재인

용). 따라서 화폐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지, 화폐에 대해 가지는 태도

가 무엇인지에 따라 금융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화폐에 대한 태

도를 이해하는 것이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인 금융행태를 파악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Hallowell & Grace, 1991; 서인주 두경자, 2007).

김효정(2005b)은 화폐에 대한 태도가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화폐에 대한 태도를 과시적 수단, 성

공의 상징, 미래에 대한 준비, 인색한 태도, 기분전환의 수단으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화폐를 과시적 수단이나 성공의 상징, 기분

전환의 수단으로 여길수록 대학생들이 예산계획이나 쇼핑리스트작성, 지

출 영수증 보관과 같은 재무관리행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반대로 미래에 대한 준비로 화폐를 인식할수록 재무관리를 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화폐를 물질적인 욕구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 금융행태가 합

리적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화폐를 불안의 원

천이나 안전의 도구로 보는 경우 바람직한 금전관리행동이 나타나는 반

면,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보는 경우에는 금전관리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은실 외, 2001). 강지현과 천혜정(2012)

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폐에 대한 태도를 물질지향적 가치관과 가치

지향적 가치관으로 양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은 물질지향

적 가치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치지향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용돈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통제위치, 화폐태도, 미래지향성을 변인으로 포

함시켜 실제로 청소년들이 화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것의 금융행태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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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행태의 합리성과 교육경험 요인의 영향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육

이다. 교육은 인간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이옥형 외, 2007: 20), 교

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행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행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일반적인 행태에 미치는 교육

요인은 금융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 경험이 청소년의 금융행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금융교육의 경험은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첫째, 명시적인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다. 금

융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경험으로 외부 인사 특

강 등의 교육도 포함한다. 둘째, 경제교육의 학습경험이다. 금융교육은

교육과정 상 경제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진다. 학문적으로도 금융은 경

제의 일부이고, 현실사회에서의 금융행태 역시 경제시장을 배경으로 행

해진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심화학습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활동 참여경험이다. 듀이

(Dewey)는 학습자에게 있어 최고의 지식은 ‘무엇인가 할 줄 아는 것'이

며, 그러한 지식은 ’행함으로써 배우는(learning by doing)' 것에서 시작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박순경, 1999: 255). 이런 측면에서 실제 경제활

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금융사회와 금융행태에 대해 더 많은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융교육

금융교육은 금융이해력교육(financial literacy education), 신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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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education), 개인금융교육(personal financial education), 화폐관리

교육(money management education), 금융·자산관리교육(financial

education), 투자교육(investment education), 소비·저축교육(consumption

and saving education) 등 여러 용어와 혼용된다. 문맥에 따라 이 모든

범위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 특정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다양한 것은 현재 각 개

념 간의 포함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윤지애, 2005). 이를 통해 좁은 의미의 금융교육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금융교육은 교육의 주체에 따라 정의내릴 수도 있다. 위에서 제

시하는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은 교육을 받는 입장, 즉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의 정의이다. 반면, Willis(2008)는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금

융교육의 정의를 내렸다. 그는 금융교육이 아닌 금융이해력 교육

(Financial literacy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범위를 한정시

키고, “금융에 관한 지식과 기술, 자신감을 높이고 금융이해력을 사용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금융에 관한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Willis, 2008: 3).

Hogarth(2006)는 금융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

다. 그에 의하면 금융문제 즉, 돈과 자산, 은행업무, 투자, 신용, 보험, 세

금관리 등과 같은 문제에 관련된 지식, 그 지식을 사용하여 실제 금융

문제에 대해 내리는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한 자신의 금

융행태에 대한 평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융교육이다

(Hogarth, 2006: 3). 이와 유사하게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은 금융교육이 “개인이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

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자산을 보존, 증대시키는 지식을 배우고 그 역

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금융교육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보고서

에서 언급한 바 있다(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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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제교육과 금융교육>3)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금융교육의 정의는 금융이해력의 교수와 같은 세

밀한 범위에서부터 실제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이르는 광범위

한 내용을 포함하는 수준까지 매우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청소년의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의

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교육에 대한 정의를 조작적으로 내려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금융교육이란, 청소년들이 경험하거나 가까

운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금융문제에 관한 지식과 기능, 행동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

2) 경제교육

금융이 경제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금융교육 역시 경제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루어진다. 경제교육과 금융교육은 포괄범위에 따라 광의에서

협의로 ‘경제교육 → 소비자교육 → 금융·자산관리교육 → 신용·투자교육

'으로 좁혀지는 위계적 관계이다(금융감독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9).

<그림1>은 시민교육, 경제교육, 금융교육의 교육내용과 상호간의 포함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금융교육이 시민교육과 경제교육의 범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교육

자율적 판단

책임의식

합리적 의사결정

문제해결의 공공성

경제교육

시장경제 원리

경제적 사고력

금융교육

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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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교육과정 하의 금융교육은 사회과 교과서 및 선택과목 경제

에서 독립적인 단원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2011년

초·중·고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2012년 현

재 교과서를 활용한 공식교육과정에서의 금융에 대한 학습은 아직 전면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 이전의 금융교육

은 사회과와 경제교과를 통해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2012년 현재의 금

융교육과 금융행태의 합리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별

도로 경제교육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3) 경제활동 참여경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말과 같이 청소년들이 경제사회에 노동을 제

공하는 주체로써 일을 해본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한 교육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의미의 학습은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과 그 일을 통해

얻은 결과물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서상문,

2008: 146).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구체적인 금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기 이전에 ‘일의 의의와 직업선택', ‘삶의 의욕과 활력'이라는 교육을 실

시한다(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20). 이는 일하는 체험을

통해 돈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

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진다(김예성, 2004; 김예성, 2006; 김기헌․유성렬,

2006; 김지영, 2011).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학문적인 성취보다는 쾌락에 집중하기 쉽고, 청소년

들이 노동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습을 할 시간이 줄어

들어, 이에 따라 학업성취가 낮아질 수 있다는데 주목한다(Steinberg &

3) 금융감독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연구보고

서」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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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nbusch, 1991; Marsch, 1991; 김예성, 2004: 220-221에서 재인용).

반면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

한다.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돈을 벌어본 경험은 그 자체가 사회로

부터 배운 살아있는 금융교육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은 노동 경험을 통해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Worley, 1995; Knutson, 2007: 11에서 재인용). 또한 경제활동 참여경

험을 통해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돈의 가치를

인식하여 건전한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독립심과 책임감,

자기효능감 등의 발달을 가져온다(김예성, 2004; 김예성, 2006; 김기헌․

유성렬, 2006; 김지영, 201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

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금융

행태 합리성이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면, 교육적

시각에서 경제활동 참여경험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를 위한 틀

기존의 청소년 금융행태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금융행태를 금전관리

행태(조은주, 2006; 전미선 박형준, 2007) 또는 소비행태(권미화, 2000;

곽현정, 2003, 곽현정 이승신, 2003; 전미선 박형준, 2007)로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거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신용관리행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음에도, 지금까지의 청소년 신용관리에 관한 연구는 전희옥(2005)과

김영희 김경모(2011)와 같이 신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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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신용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는 등 신용교육의 방법이나 현황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신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인 청소년의 신용관리행태에 대한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신용관리에 대한 인

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신용교육에 시사

점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보이는 금융행태를 예산관리

행태, 저축행태, 신용관리행태의 세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금융

행태의 합리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연령

학업성취도

용돈수령방식

용돈인식

심리변인

(통제위치, 미래지향성,

화폐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월평균소득,

부모의 학력)

금융행태의 합리성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저축행태의 합리성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림 2. 연구문제 1의 흐름도>

단계 1은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변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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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

회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 볼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몇몇 변인이 단편적으

로 다뤄지기는 했으나, 각 변인들은 다른 영향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

학적 요인들을 상호통제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확

인하고자 한다.

종속변인독립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연령

학업성취도

용돈수령방식

용돈인식

심리변인

(통제위치, 미래지향성, 화폐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월평균소득, 부모의 학력)

교육경험변인

금융교육경험

선택과목 ‘경제'학습 경험

경제활동참여경험

금융행태의 합리성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저축행태의 합리성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그림3. 연구문제 2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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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는 [연구문제 2: 금융에 관련된 교육경험은 청소년의 금융행태

의 합리성 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

구들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금융교육 경험과 금융

행태 관계성과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금융교육과 금융지식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으며(오영수 도규태, 2005; 문정숙 윤지애,

2006; 김은정 문정숙, 2010; 조영석 박송춘, 2010; 최현자 조혜진, 2011),

청소년에게 실시한 금융교육이 금융행태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대학생 이상의 성인에게 실시한 금융교육은 바람

직한 금융행태를 가져오지만(백은영 외, 2004; 안창희 정순희. 2006), 고

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금융행태에 미치

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다. 금융교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Mandell & Klein, 2009), 오히려 금융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더 낮은

금융이해력과 금융행태를 보이거나(Mandell, 2008), 또는 금융교육을 받

은 학생이 성인이 된 후 저축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Bernheim et

al., 2001).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결핍된 부분을 보충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를 도출하고자 금융교육에 대한 경험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 연구를 통하

여 교육경험요인은 직접적인 금융교육경험과 금융교육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 그리고 청소년의 실제 경제활동 참

여경험으로 구성하였다.

단계 2의 연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금융에 관련된 교육경험

에 따라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차이를 보이는지 t-검증을 통해 분석한다.

이어서 교육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는데, 이때 연구문

제 1에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통제변인의 역할을 한다. 즉, 인구사

회학적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교육경험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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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사례수 백분율 계(%)

성별
여자 415 50.7

818(100)
남자 403 49.3

III. 연구의 설계

1. 조사 대상과 자료의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

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2년 4월 27

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 101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하고, 현장전문가 1명 및 이론전문가 2명의 검토를 거쳐 본 설문지

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표본은 초·중·고등학생 각 300명으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에서 편의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송파구 J초등

학교에서 200명, 노원구 N초등학교에서 100명, 중랑구 S중학교에서 140

명, 광진구 Y중학교에서 100명, 강동구 C중학교에서 60명, 성북구 H여자

고등학교에 150명, 노원구 J남자고등학교에서 1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총 900부의 설문지 중 초등학교 283부, 중학교 300부, 고등학교

273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기제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277

부, 중학교 285부, 고등학교 258부의 총 82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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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초등학교 6학년 277 33.8

820(100)중학교 3학년 285 34.8

고등학교 2학년 258 31.5

용돈수령방식
정기적 410 50.7

808(100)
비정기적 398 49.7

용돈금액인식

부족 186 23.3

797(100)적당 566 71.0

풍족 45 56

학업성적

(전반)

하 63 7.8

807(100)

중하 151 18.7

중 220 27.3

중상 194 24.0

상 179 22.2

학업성적

(사회)

하 70 8.6

813(100)
중하 138 17.0

중 240 29.5

중상 210 25.8

상 155 19.1

경제적지위

(월평균소득)

150이하 32 3.9

813(100)

150∼300 132 16.2

300∼450 276 33.9

450∼600 266 32.7

600 이상 107 13.2

부 학력

중학교 졸업 27 3.3

814(100)

고등학교 졸업 158 19.4

전문대학 졸업 37 4.5

4년제대학 졸업 314 38.6

대학원 이상 105 12.9

모름 173 21.3

모 학력

중학교 졸업 20 2.5

814(100)

고등학교 졸업 233 28.6

전문대학 졸업 43 5.3

4년제대학 졸업 295 36.2

대학원 이상 57 7.0

모름 166 20.4

학생의 성별은 여학생이 50.7%(415명), 남학생이 49.3%(403명)이었으

며, 학생의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이 33.8%(277명), 9학년이 34.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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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사례수 백분율 계(%)

금융교육경험
유 214 26.3

814(100)
무 600 73.7

명), 11학년이 31.5%(258명)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와 사회 과목의 성취도로 측정하였다. 전

반성취도와 사회 성취도는 순서대로 각각 하가 7.8%(63명), 8.6%(70명),

중하가 18.7%(151명), 17.0%(138명), 중이 27.3%(220명), 29.5%(240명),

중상이 24.0%(194명), 25.8%(210명), 상이 22.2%(179명), 19.1%(155명)로

대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4).

용돈수령방식은 정기적으로 받는 청소년이 50.7%(410명), 비정기적으

로 받는 학생이 49.7%(398명)로 두 방식 간 분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용돈의 금액에 대한 인식은 용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1.0%(566명)로 우세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의 가정이 3.9%(32명),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가정이 16.2%(132명), 30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의 가정이 33.9%(276명), 45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의 가정이

32.7%(266명), 600만 원 이상의 가정이 13.2%(107명)로 나타나, 3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수입을 가지는 가정이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3.3%(27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

가 19.4%(158명), 대학졸업 이하가 43.1%(351명), 대학원 이상이

12.9%(105명)였다.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가 2.5%(20

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8.6%(233명), 대학졸업 이하가 41.5%(338명),

대학원 이상이 7%(57명)이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교육 특성

4) 전반적인 성취도와의 다중공선성의 이유로 사회과목의 성취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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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유형
정규수업시간 88 41.3

213(100)
그 외 125 58.7

경제활동

참여경험

(중, 고등학생)

유 90 16.6

542(100)
무 452 83.4

선택과목

(고등학생)

경제 90 35.0
257(100)

경제 이외 167 65.0

금융교육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받은 적 있는 학생이 26.3%(214명), 받

은 적 없는 학생이 73.7%(600명)로 나타나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수가 월등히 우세하였다. 특히 금융교육을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받은

학생은 41.3%(88명), 그 외 특별활동 시간이나 외부 특강으로 받았다는

학생이 58.7%(125명)이었다. 이는 금융교육이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경험의 유무를 물은 질문에 경

험이 있다는 청소년이 16.6%(90명), 없다는 청소년이 83.4%(452명)로 대

다수의 학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택과목의 경제 선택 여부를 묻는 설문에

35.0%(90명)가 경제를, 65.0%(167명)가 경제가 아닌 과목을 선택하였다.

2. 연구변인 및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변인과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원 척

도의 문항 중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문항과 청소년이 답하기 어려

운 문항을 제거한 후, 현장전문가 1인과 이론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최종 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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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영역
주요항목 척도 문항번호

Cronbach's

α

독립

변인

인구

사회학적

변인

통제위치 Furnham(1986)
I-1-

1)∼7)

내부

.577

외부

.688

미래지향성
Strathman et

al.(1994)

I-3-

1)∼3)
.585

화폐에 대한 태도
Tang

(1992; 1995)

I-2-

1)∼15)
.863

연령, 성별 II-1∼2

학업성취도 III-2

월평균소득,

부모의 학력
IV-3∼4

용돈 II-4∼5

교육경험

변인5)

금융교육

(설문대상:

초 중 고)

III-1

경제활동참여경험

(설문대상: 중 고)
장윤실(2011) II-6

경제선택여부

(설문대상: 고)
III-5

종속

변인

금융

행태

예산관리행태

Godwin &

Koonce(1992)

/ Davis &

Carr(1992)

I-4-

1)∼4)
.801

저축행태
Varcoe et

al.(2005)

I-4-

5)∼7)
.816

신용관리인식 d'Astous(1990)
I-4-

8)∼10)
.671

<표 4> 연구변인 및 조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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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인 : 금융행태의 합리성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금융행태의 합리성이다. 구

체적으로 금융행태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

용관리인식의 세 행태를 종속변인으로 측정할 것이다. 각각의 하위 영역

의 행태에 대하여 해당 가설의 하위 가설 1, 2, 3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예산관리행태

예산관리행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Godwin & Koonce(1992)에서

제시된 자금 운용의 관리 행태 척도(Cash Flow Management Behavior

Scale)와 Davis & Carr(1992)의 예산 실행 측정(Budgeting practices

measures) 항목에서 청소년의 응답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췌한 총 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최하점 4점에서 최고점 2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산관리행태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2) 저축행태

저축행태를 측정하는 도구는 Varcoe et al.(2005)이 청소년의 저축행태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저축 척도(Saving Scale)에서 발췌·번역한 3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예산괸리행태와 동일한 형태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최하점 3점에서 최고점 15점의 범위를 가지며, 높을수록 저축

행태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5) 각 교육경험변인 간 측정 대상의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순서(금융교육경

험→ 경제활동 참여경험→선택과목 ‘경제’학습경험)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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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관리인식

신용관리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d'Astous(1990)의 비

합리적인 신용카드사용 척도(Degree of Irrational Credit Card Use

Scale)이다. 사용한 문항은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내용상 비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질문에 해당하는 문

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3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다.

2) 독립변인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연구문제 1의 분석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연구문

제 2의 가설 1, 2, 3의 분석에서는 통제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성취도,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부모의 학력

수준으로 파악한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용돈수령방식, 용돈 액수에 대

한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위치, 미래지향성, 화폐에 대한 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해당된다.

심리적 요인과 경제활동 참여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는 다음과 같다.

① 통제위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리변인 중 통제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Furnham(1986)의 경제적 통제위치(Economic Locus of Control)의 척도

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통제위치는 내부(internal), 운(chance), 외부/생

각거부(external/denial), 권력자(powerful others)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자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자기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

음을, 행운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빈곤의 존재 등에 대해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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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믿지 않음을, 권력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측정 후 요인분석을 통해 총 3요소 (내부, 운과 권력자, 외부/생각거

부)로 수정하였으며, 신뢰도 검사의 결과에 따라 외부/생각거부 통제위치

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내부-외부 통제위치로 재분류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내부-외부 통제위치를 측정하는 문항 수의 차이(내

부: 3문항, 외부: 4문항)로 인해, 내부와 외부 중 어느 통제위치를 가지는

지는 두 통제위치의 평균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둘 중 높은 점수를

기록한 통제위치를 부여하여 내부인 경우=1, 외부인 경우=0으로 가변수

처리를 하였다.

② 미래지향성

심리변인의 두 번째 요소인 미래지향성은 Webley와 Nyhus(2006)에

의해 수정된 Strathman et al.(1994)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 중 한국의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3문항을

선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

을수록 현재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래지향성’이라는 명칭이 미

래를 중시하는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를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 간 Cronbach's Alpha값은 .585로 나타나 사회과학 논문에서 인정

되는 기준인 .6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미래지향성은 그 의미를 고려할

때, 저축행태와 신용관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요소이기 때

문에 측정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③ 화폐에 대한 태도

화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가운데 Tang(1992; 1995)의 화폐

윤리 척도(Money Ethic Scale)는 태도를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특성을 가진다. 정서적 태도는 다시, 긍

정적인 정서 태도, 부정적인 정서 태도로 구분되고, 인지적 태도는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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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의 인지 태도, 자유와 힘이라는 인지태도, 자존감으로써의 인지 태도

로 구성된다. 그러나 요인분석을 통해 인지적 태도는 하나의 요소를 재

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세분화하지 않고 정서적 태도와 인지적 태

도로만 판단하기로 한다. 각 3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정서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을, 인

지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화폐를 성취와 자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정서 태도의 경우 역코딩하여 긍정적 정서 태도와의

합산 점수로 판단하였다.

(2) 교육경험 변인

교육경험 변인은 연구문제 2와 이에 대한 가설 1, 2, 3의 은 다음의 세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은 금융교육 경험 여부이다. 표집대상은 학교에서 금융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교육

은 공식 교육과정의 수업 시간 중 받은 교육과 외부 특강이나 특별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두 번째 요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요

인에 대한 설문은 사회에서 시간제 노동(아르바이트)을 할 수 없는 초등

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설문은 청소년의 노동 경험에 따른 노동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장윤실

(201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입학 후 아르바이

트 경험이 있는가’로 경제활동 참여경험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경험이 있

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 경험 여부이다. 선택과목에 대

한 교육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질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만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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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첫째,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초적 정보를 담은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다.

둘째, 청소년들의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독립적

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에는 일괄투

입법(enter)을 사용하였다. 이에 앞서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Pearson의 상관계수와 VIF 계수를 함께 확인하였다.



- 40 -

IV. 연구결과

이 절에서는 이론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인들이 청소년의 합리적인 금

융행태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교육

경험이 금융행태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합리적인 금융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

는 연구주제 1은 II장의 이론분석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연구주제 2인 각 요인들이 합리적인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력

의 크기에 대해서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파악해 나갈 것이다.

연구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독립변인 간

단순상관관계로 1차 파악 후, 다중 회귀 분석에서 VIF(분산팽창인자) 수

치를 확인하여 최종 점검하였다.

1.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어머니

학력-아버지 학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40이하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

성의 가능성이 낮다. 어머니 학력-아버지 학력의 Pearson 계수가

.590(p<.01), 성별-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의 Pearson 계수가

.447(p<.01)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다중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후 회귀분석에서 VIF값으로 확인해 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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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독립 변인 간의 단순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연령 1

2. 성별 .031 1

3. 정기적 용돈 수령 .033 .022 1

4. 용돈금액에 대한 인식
-.148

**
-.028 .052 1

5. 통제위치
-.153

**
-.017 -.018 .037 1

6. 미래지향성
-.082

*

.076

*
.056

.092

*
.050 1

7. 정서적 화폐태도
.075

*
.001 .005

-.168

**
-.022 .020 1

8. 인지적 화폐태도
.230*

*
.054 -.017

-.146

**

-.192

**

-.159

**

.371

**
1

9. 가정의 월평균소득
-.276

**

-.186

**
.029

.119

**
.068 -.009 .055 -.058 1

10. 어머니 학력
-.349

**

-.128

**
-.019

.082

*
.071* .058 .011

-.080

*

.332

**
1

11. 아버지 학력
-.300

**

-.102

**
-.045

.078

*
.027 .004 -.011 -.066

.334

**

.590

**
1

12. 학업성취도
-.174

**
-.046 .003

.141

**
.059

.134

**

.100

**
-.030

.268

**

.240

**

.272

**
1

13. 금융교육경험
-.319

**

-.070

*
.064 .053 -.007 .067 -.063

-.095

**
.028

.119

**
.059

.091

**
1

14. 경제활동 참여경험
.121

**

.208

**
.015

-.147

**
-.060 -.061 .063 .089*

-.233

**

-.166

**

-.187

**

-.235

**
-.056 1

15. ‘경제’학습경험 .a
.447

**
.042 -.024 -.027 .113 .048 .057

-.191

**

-.140

*
-.115 -.122 -.070 .074 1

**. 0.01 수준(양쪽), *. 0.05 수준(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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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금융행태 하위 영역별 기술통계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100점
환산점수)

표준편차

예산관리행태 813 4.00 20.00
9.4477
(47.2358)

3.62276

저축행태 815 3.00 15.00
10.9227
(72.818)

2.98154

신용관리인식 818 3.00 15.00
6.4548
(43.032)

2.59149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표 6>을 보면, 최소값 4점 ∼ 최대값 20점의 범위를 갖는 예산관리

행태의 합리성 점수 평균이 9.4477로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47.2358점에 해당한다. 또한 최소값 3점 ∼ 최대값 15점의 범위를 갖는

신용관리인식의 경우도 유사하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43.032

점에 해당하는 6.4548을 보이고 있다. 이는 100점의 절반인 50점에 못 미

치는 점수로 표집대상의 예산관리행태와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은 그다

지 높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저축행태의 합리성은 최소값 3점

∼ 최대값 15점의 범위 안에서 평균 10.9227(100점 기준 72.818점)을 보

여 표집대상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저축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금융행태의 하위영역인 예산관리행태(47.2358점)

와 신용관리인식(43.032점)의 합리성 점수에 비해 저축행태(72.818점)의

합리성의 점수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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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 저축행태의 합리성

 =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독립변수

= 성별(1=여학생)

 = 연령

 = 학업성취도

 =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 용돈인식

 = 통제위치(1=내부)

 = 미래지향성

 = 정서적 화폐태도

 = 인지적 화폐태도

 = 가정의 월평균소득

 = 어머니의 학력

= 아버지의 학력

3.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이론 연구에서 금융행태의 합리성

과 상관관계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회귀모형에 독립변인으로 투

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표 7>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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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15.068 2.131 7.070 .000

성별(1=여학생) .510 .253 .071 2.018 .044* 1.058

연령 -.560 .069 -.312 -8.132 .000*** 1.257

학업성취도 .248 .108 .086 2.290 .022* 1.190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996 .248 .139 4.018 .000*** 1.017

용돈인식 .115 .251 .016 .459 .646 1.082

통제위치(1=내부) .621 .409 .053 1.521 .129 1.054

미래지향성 .090 .056 .057 1.615 .107 1.066

정서적 화폐태도 -.084 .042 -.076 -1.995 .046* 1.238

인지적 화폐태도 .026 .019 .053 1.373 .170 1.291

가정의 월평균소득 .000 .001 .009 .234 .815 1.280

어머니의 학력 .073 .076 .042 .961 .337 1.631

아버지의 학력 -.015 .073 -.009 -.204 .838 1.61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564.639 12 130.387 11.965 .000

잔차 7726.392 709 10.898

합계 9291.030 721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410 .168 .154 3.30115 2.116

금융행태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용관리인

식 별로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05, ** :ｐ<.01, *** : p<.001

<표 8>의 회귀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또한

Durbin-Watson이 1 ∼ 3 사이에 있으므로 잔차 간의 상관관계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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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14.737 1.673 8.810 .000

성별(1=여학생) -.388 .198 -.065 -1.960 .050 1.059

연령 -.520 .054 -.348 -9.655 .000*** 1.255

학업성취도 .465 .085 .192 5.472 .000*** 1.192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130 .194 .022 .667 .505 1.018

용돈인식 .542 .196 .092 2.761 .006** 1.080

통제위치(1=내부) .353 .323 .036 1.093 .275 1.058

미래지향성 .151 .044 .115 3.442 .001** 1.069

정서적 화폐태도 -.033 .033 -.036 -1.006 .315 1.233

인지적 화폐태도 .011 .015 .027 .731 .465 1.287

가정의 월평균소득 .001 .001 .059 1.610 .108 1.284

어머니의 학력 -.014 .060 -.010 -.233 .816 1.631

아버지의 학력 .012 .057 .008 .208 .836 1.614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700.251 12 141.688 21.170 .000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 계수는 모든 변인이 1.017 ∼ 1.631 사이에

존재하므로, 2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분석결과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

별(p= .044), 연령(p= .000), 학업성취도(p= .022), 용돈수령방식(p= .000),

정서적 화폐태도(p= .046)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낮을수

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을수록, 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저축행태의 합리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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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513 .264 .251 2.58707 1.981

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7.823 1.561 5.011 .000

성별(1=여학생) .777 .185 .151 4.206 .000*** 1.060

연령 .131 .050 .101 2.599 .010* 1.259

학업성취도 .080 .079 .039 1.016 .310 1.189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121 .181 -.023 -.666 .505 1.018

용돈인식 -.360 .183 -.071 -1.964 .050 1.081

통제위치(1=내부) -.290 .299 -.035 -.969 .333 1.053

미래지향성 -.273 .041 -.239 -6.640 .000*** 1.071

p<.05, ** :ｐ<.01, *** : p<.001

<표 9>의 회귀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또한

Durbin-Watson이 1 ∼ 3 사이에 있으므로 잔차 간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 계수는 모든 변인이 1.018 ∼ 1.631 사이에

존재하므로, 2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저축행태의 합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연령(p= .000),

학업성취도(p= .000), 용돈인식(p= .006), 미래지향성(p= .001)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용돈

이 풍족하다고 생각할수록, 미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저축행태

의 합리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10>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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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월평균소득 5.881E-5 .001 .003 .089 .929 1.281

어머니의 학력 -.001 .056 -.001 -.017 .986 1.639

아버지의 학력 -.045 .053 -.037 -.847 .397 1.620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671.146 12 55.929 9.569 .000

잔차 4167.350 713 5.845

합계 4838.496 725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372 .139 .124 2.41760 2.027

* : p<.05, ** :ｐ<.01, *** : p<.001

<표 10>의 회귀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또한

Durbin-Watson이 1 ∼ 3 사이에 있으므로 잔차 간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 계수는 모든 변인이 1.018 ∼ 1.639 사이에

존재하므로, 2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신용관리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성별(p= .000), 연령

(p= .010), 미래지향성(p= .000), 인지적 화폐태도(ｐ= .001)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화폐를 성공이나 힘, 자존감의 지표로 생각할수록 신

용관리인식에 대한 합리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4. 교육경험 요인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교육경험에 따른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교육경험의 여부, 경제활동 참여경험의 여부, 선

택과목 ‘경제’ 학습경험의 여부에 따라 청소년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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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t-검증 결과: 금융교육경험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구분
금융교육

경험
평균 표준편차 t p

예산관리행태

(가설 1-1)

유 9.9717 3.59689
2.508 .012*

무 9.2504 3.59566

저축행태

(가설 1-2)

유 11.8216 2.68752
5.566 .000***

무 10.5872 3.01605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t-검증을 통해 분석하

였다. 이후 이론 연구에서 금융행태의 합리성과 상관관계를 보인 인구사

회학적 요인들을 회귀모형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제 요인들이 통제

된 상태에서 교육경험 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금융교육경험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1) t-검증

금융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

으로 살펴본 결과 <표 10> 과 같이 금융교육을 받은 경우가 금융행태의

하위영역 중 예산관리행태와 저축행태에서 더 높은 행태 합리성을 보였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하위가설 1-1, 1-2를 채택하

였다. 그러나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은 금융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

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교육을 받은 집단의 합

리성이 더 낮았다. 이에 따라 금융교육을 받은 집단의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하위가설 1-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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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 저축행태의 합리성

 =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독립변수

= 성별(1=여학생)

 = 연령

 = 학업성취도

 =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 용돈인식

 = 통제위치(1=내부)

 = 미래지향성

 = 정서적 화폐태도

 = 인지적 화폐태도

 = 가정의 월평균소득

 = 어머니의 학력

 = 아버지의 학력

 =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1=있다)

(2) 회귀분석

앞에서 t-검증을 통하여 금융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을 통제한 후 금융교육 변인의 금융행태 합리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표 12> 금융교육경험을 포함한 모형의 회귀 변인

금융교육의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p<.001 수준에서 금

융행태의 세 하위 영역에서 모두 유의하다. 또한 VIF계수 1.025 ∼

1.638로, 모두 2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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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15.183 2.178 6.971 .000

성별(1=여학생) .465 .254 .065 1.830 .068 1.064

연령 -.576 .072 -.320 -7.980 .000*** 1.365

학업성취도 .245 .109 .085 2.252 .025* 1.196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1.035 .250 .144 4.144 .000*** 1.025

용돈인식 .131 .251 .019 .522 .602 1.082

통제위치(1=내부) .523 .413 .045 1.267 .206 1.061

미래지향성 .093 .056 .059 1.652 .099 1.071

정서적 화폐태도 -.074 .042 -.067 -1.748 .081 1.243

인지적 화폐태도 .025 .019 .051 1.312 .190 1.293

가정의 월평균소득 .000 .001 .004 .111 .912 1.292

어머니의 학력 .073 .076 .042 .953 .341 1.638

아버지의 학력 -.009 .073 -.005 -.117 .907 1.624

금융교육 경험

(1=있다)
-.123 .308 -.015 -.400 .689 1.133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568.563 13 120.659 11.067 .000***

잔차 7675.110 704 10.902

합계 9243.673 717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412 .170 .154 3.30184 2.107

있다. 각 하위 금융행태 별로 유의한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회귀분석 결과: 금융교육경험과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 : p<.05, ** :ｐ<.01, *** : p<.001

예산관리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p= .000), 학업성

취도(p= .025), 용돈수령방식(p= .000)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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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14.319 1.708 8.383 .000

성별(1=여학생) -.383 .199 -.064 -1.926 .054 1.065

연령 -.506 .056 -.338 -8.969 .000*** 1.365

학업성취도 .450 .085 .186 5.280 .000*** 1.198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104 .195 .017 .533 .594 1.026

용돈인식 .541 .196 .092 2.757 .006** 1.080

통제위치(1=내부) .375 .325 .038 1.153 .249 1.066

미래지향성 .150 .044 .114 3.422 .001** 1.074

정서적 화폐태도 -.028 .033 -.031 -.853 .394 1.239

인지적 화폐태도 .011 .015 .027 .745 .456 1.289

가정의 월평균소득 .001 .001 .063 1.728 .084 1.297

어머니의 학력 -.013 .060 -.009 -.211 .833 1.638

아버지의 학력 .011 .057 .008 .200 .841 1.623

금융교육 경험

(1=있다)
.303 .241 .043 1.257 .209 1.134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714.962 13 131.920 19.784 .000***

잔차 4701.021 705 6.668

합계 6415.983 71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517 .267 .254 2.58227 1.988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을수록 예산관리행태가 합

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회귀분석 결과: 금융교육경험과 저축행태의 합리성

* : p<.05, ** :ｐ<.01, *** : p<.001

저축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연령(p= .000),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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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7.953 1.597 4.980 .000

성별(1=여학생) .789 .186 .153 4.244 .000*** 1.066

연령 .128 .053 .099 2.420 .016* 1.368

학업성취도 .087 .080 .042 1.099 .272 1.195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113 .183 -.022 -.620 .536 1.026

용돈인식 -.362 .184 -.072 -1.974 .049* 1.082

통제위치(1=내부) -.245 .302 -.029 -.811 .417 1.061

미래지향성 -.274 .041 -.240 -6.646 .000*** 1.075

정서적 화폐태도 -.046 .031 -.057 -1.479 .140 1.234

인지적 화폐태도 .045 .014 .127 3.216 .001** 1.287

가정의 월평균소득 6.176E-5 .001 .004 .093 .926 1.293

어머니의 학력 .004 .056 .003 .078 .938 1.646

아버지의 학력 -.052 .053 -.043 -.967 .334 1.629

금융교육 경험

(1=있다)
-.111 .225 -.018 -.492 .623 1.133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676.904 13 52.070 8.894 .000***

잔차 4144.799 708 5.854

합계 4821.702 721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도(p= .000), 용돈인식(p= .006), 미래지향성(p=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용돈이 풍족하

다고 생각할수록, 미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저축행태의 합리성

이 증가되었다.

<표 15> 회귀분석 결과: 금융교육경험과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 : p<.05, ** :ｐ<.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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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t-검증 결과: 경제활동 참여경험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구분
경제활동

참여경험
평균 표준편차 t p

예산관리행태

(가설 2-1)

유 8.4333 3.34546
-.344 .731

무 8.5578 3.09429

신용관리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성별(p= .000), 연령

(p= .016), 용돈인식(p= .049), 미래지향성(p=.000), 인지적 화폐태도(ｐ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용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현재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화폐를 성공이나 힘, 자존감의 지표로 생각할수록 신용관리인식의 합리

성이 증가되었다.

2) 경제활동 참여경험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1) t-검증

경제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표 16>과 같이 예산관리행태와

신용관리인식은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위가설 2-1, 2-3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저축행태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경험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

의 저축행태 합리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하위가설 2-2 역시 기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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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인식

(가설 2-3)

유 7.3000 2.53271
1.811 .071

무 6.7699 2.53668

종속변수

 =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 저축행태의 합리성

 =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독립변수

= 성별(1=여학생)

 = 연령

 = 학업성취도

 =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 용돈인식

 = 통제위치(1=내부)

 = 미래지향성

 = 정서적 화폐태도

 = 인지적 화폐태도

 = 가정의 월평균소득

* : p<.05, ** :ｐ<.01, *** : p<.001

(2) 회귀분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금융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초등학생은 설문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표 17> 경제활동 참여경험을 포함한 모형의 회귀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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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9.721 3.173 3.064 .002

성별(1=여학생) .564 .293 .090 1.926 .055 1.125

연령 -.119 .146 -.038 -.819 .413 1.109

학업성취도 .159 .112 .069 1.412 .159 1.216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799 .280 .128 2.854 .005** 1.028

용돈인식 .096 .286 .015 .334 .739 1.095

통제위치(1=내부) .538 .418 .058 1.288 .199 1.048

미래지향성 .036 .067 .025 .541 .588 1.088

정서적 화폐태도 -.112 .048 -.113 -2.305 .022* 1.238

인지적 화폐태도 .002 .022 .004 .089 .929 1.284

가정의 월평균소득 7.435E-6 .001 .000 .007 .994 1.306

어머니의 학력 .012 .085 .008 .138 .890 1.670

아버지의 학력 .057 .079 .041 .719 .472 1.682

경제활동참여경험

(1=있다)
.060 .403 .007 .150 .881 1.156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258.600 13 19.892 2.087 .014*

잔차 4632.392 486 9.532

합계 4890.992 499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경제활동 참여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은 p<.05 수준에서, 저축행태와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에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각 하위 금융행태 별로 유의한 변인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회귀분석 결과: 경제활동 참여경험과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 : p<.05, ** :ｐ<.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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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10.409 2.736 3.805 .000

성별(1=여학생) -.402 .253 -.070 -1.591 .112 1.125

연령 -.293 .126 -.101 -2.338 .020* 1.105

학업성취도 .428 .097 .200 4.404 .000*** 1.217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427 .242 .074 1.768 .078 1.029

용돈인식 .906 .247 .158 3.662 .000*** 1.094

통제위치(1=내부) .368 .361 .043 1.021 .308 1.049

미래지향성 .120 .058 .090 2.086 .037* 1.089

정서적 화폐태도 -.009 .042 -.010 -.209 .835 1.238

인지적 화폐태도 .001 .019 .001 .031 .975 1.285

가정의 월평균소득 .001 .001 .045 .951 .342 1.304

어머니의 학력 .038 .073 .028 .519 .604 1.665

아버지의 학력 -.033 .068 -.026 -.480 .631 1.679

경제활동참여경험

(1=있다)
-.770 .348 -.098 -2.212 .027* 1.157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726.404 13 55.877 7.870 .000***

잔차 3450.546 486 7.100

합계 4176.950 499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에 유의한 변인으로는 용돈수령방식(p= .005),

정서적 화폐태도(p= .022)가 있었다. 즉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을수록, 화

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예산관리행태가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회귀분석 결과: 경제활동 참여경험과 저축행태의 합리성

* : p<.05, ** :ｐ<.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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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12.622 2.437 5.178 .000

성별(1=여학생) .942 .225 .187 4.186 .000*** 1.126

연령 -.142 .112 -.056 -1.268 .205 1.108

학업성취도 .057 .086 .030 .655 .513 1.214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091 .215 -.018 -.424 .672 1.028

용돈인식 -.468 .220 -.094 -2.127 .034* 1.096

통제위치(1=내부) -.149 .321 -.020 -.463 .644 1.048

미래지향성 -.312 .051 -.266 -6.076 .000*** 1.089

정서적 화폐태도 -.027 .037 -.034 -.727 .467 1.239

인지적 화폐태도 .039 .017 .108 2.268 .024* 1.284

가정의 월평균소득 .000 .001 .023 .480 .632 1.305

어머니의 학력 .016 .065 .013 .243 .808 1.669

아버지의 학력 -.056 .061 -.050 -.918 .359 1.681

경제활동참여경험

(1=있다)
.018 .310 .003 .057 .954 1.156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443.749 13 34.135 6.047 .000***

잔차 2754.707 488 5.645

합계 3198.456 501

저축행태의 경우, 연령(p= .020), 학업성취도(p= .000), 용돈인식(p=

.000), 미래지향성(p= .037), 경제활동 참여 경험(p= .027)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어릴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다고 인식할수록,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

이 없을수록 저축행태가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회귀분석 결과: 경제활동 참여경험과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 : p<.05, ** :ｐ<.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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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t-검증 결과: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구분
선택과목

'경제' 선택
평균 표준편차 t p

예산관리행태

(가설 3-1)

선택 8.6067 3.15731
1.138 .256

비선택 8.1557 2.94524

저축행태

(가설 3-2)

선택 9.5889 3.12257
-.160 .873

비선택 9.6506 2.84949

신용관리인식

(가설 3-3)

선택 7.2333 2.23381
1.856 .065

비선택 6.6287 2.61942

신용관리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성별(p= .000), 용돈

인식(p= .034), 미래지향성(p= .000), 인지적 화폐태도(p= .024)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현재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화폐를 성공이나 힘, 자존감의 지표로

생각할수록 신용관리행태의 합리성이 증가되었다.

3)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1) t-검증

선택과목 ‘경제’를 학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

다. t-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표 21>과 같이 하위가설 3-1, 3-2, 3-3이

모두 기각되었다.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학습하는 것은 금융행태의 하위

영역인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용관리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

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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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 저축행태의 합리성

 =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독립변수

= 성별(1=여학생)

 = 학업성취도

 =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 용돈인식

 = 통제위치(1=내부)

 = 미래지향성

 = 정서적 화폐태도

 = 인지적 화폐태도

 = 가정의 월평균소득

 = 어머니의 학력

 = 아버지의 학력

 =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

(2) 회귀분석

t-검증에서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의 차이가 금융행태의 합리성

간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

귀분석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표 22>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을 포함한 모형의 회귀 변인

선택과목 ‘경제’학습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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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10.166 2.702 3.762 .000

성별(1=여학생) .606 .509 .099 1.189 .236 1.659

학업성취도 .288 .157 .130 1.833 .068 1.196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462 .408 .076 1.134 .258 1.069

용돈인식 -.375 .380 -.066 -.989 .324 1.071

통제위치(1=내부) .607 .551 .074 1.101 .272 1.067

미래지향성 -.028 .097 -.019 -.286 .775 1.102

정서적 화폐태도 -.168 .070 -.169 -2.379 .018 1.202

인지적 화폐태도 .026 .032 .059 .815 .416 1.240

가정의 월평균소득 .000 .001 -.016 -.216 .829 1.337

어머니의 학력 -.105 .124 -.070 -.845 .399 1.614

아버지의 학력 .103 .109 .080 .950 .343 1.698

선택과목‘경제’

학습경험 (1=있다)
.388 .474 .060 .819 .413 1.288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152.432 12 12.703 1.400 .167

잔차 2004.628 221 9.071

합계 2157.060 233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266 .071 .020 3.01176 2.214

<표 23> 회귀분석 결과

: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과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 : p<.05, ** :ｐ<.01, *** : p<.001

반면 저축행태와 신용관리행태의 합리성에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각 하위 금융행태 별로 유의한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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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5.145 2.397 2.146 .033

성별(1=여학생) -.897 .452 -.152 -1.984 .048* 1.662

학업성취도 .585 .140 .272 4.176 .000*** 1.199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196 .362 .033 .541 .589 1.070

용돈인식 1.099 .338 .200 3.253 .001** 1.070

통제위치(1=내부) .663 .490 .083 1.354 .177 1.069

미래지향성 .208 .086 .151 2.423 .016* 1.103

정서적 화폐태도 -.059 .063 -.061 -.943 .347 1.192

인지적 화폐태도 .006 .028 .015 .225 .822 1.234

가정의 월평균소득 .001 .001 .052 .759 .448 1.342

어머니의 학력 -.056 .110 -.039 -.511 .610 1.612

아버지의 학력 -.012 .096 -.009 -.120 .904 1.696

선택과목‘경제’

학습경험 (1=있다)
.385 .418 .062 .920 .359 1.28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438.081 12 36.507 5.112 .000***

잔차 1578.351 221 7.142

합계 2016.432 233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466 .217 .175 2.67243 1.860

<표 24> 회귀분석 결과

: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과 저축행태의 합리성

* : p<.05, ** :ｐ<.01, *** : p<.001

저축행태의 합리성의 관계에서는 각 변인 중 성별(p= .048), 학업성취

도(p= .000), 용돈인식(p= .001), 미래지향성(p= .016)이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용돈이 풍족하다고 생각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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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회귀계수

(B)

표준

오차
Beta t p VIF

(상수) 7.938 2.040 3.890 .000

성별(1=여학생) 1.807 .383 .359 4.714 .000*** 1.654

학업성취도 .114 .119 .062 .962 .337 1.195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041 .307 -.008 -.134 .894 1.069

용돈인식 -.395 .287 -.084 -1.379 .169 1.071

통제위치(1=내부) .211 .417 .031 .507 .613 1.067

미래지향성 -.365 .073 -.311 -5.005 .000*** 1.103

정서적 화폐태도 .022 .053 .027 .420 .675 1.202

인지적 화폐태도 .030 .024 .083 1.254 .211 1.241

가정의 월평균소득 .001 .001 .035 .508 .612 1.339

어머니의 학력 -.035 .094 -.028 -.369 .713 1.613

아버지의 학력 .038 .082 .036 .463 .644 1.700

선택과목‘경제’

학습경험 (1=있다)
.045 .355 .009 .128 .898 1.27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330.609 12 27.551 5.320 .000***

잔차 1149.586 222 5.178

합계 1480.196 234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473 .223 .181 2.27559 1.992

미래가 현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저축행태가 합리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5> 회귀분석 결과

: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과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 : p<.05, ** :ｐ<.01, *** : p<.001

신용관리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p= .000), 미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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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행태

합리성

저축행태

합리성

신용관리인식

합리성

변인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향성(p= .000)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현재의 일을 미래보다 중

요하게 생각할수록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이 증가되었다.

선택과목 ‘경제’가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검증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즉,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은 금융행태

의 하위영역인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결과 해석 및 논의

전 절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론연구를 통해 금융행태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회귀 모형에 삽입하여

제 변인 간 상호통제한 후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금융행태의 합리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검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의 금융교육과 경제

활동 참여,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 등 교육경험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러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의미와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표 26>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분석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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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560

***
.069

-.520

***
.054

.131

**
.050

학업성취도
.248

*
.108

.465

***
.085 .080 .079

용돈수령방식 (1=정기적)
.996

***
.248 .130 .194 -.121 .181

용돈인식 .115 .251
.542

**
.196 -.360 .183

통제위치(1=내부) .621 .409 .353 .323 -.290 .299

미래지향성 .090 .056
.151

**
.044

-.273

***
.041

정서적 화폐태도
-.084

*
.042 -.033 .033 -.042 .031

인지적 화폐태도 .026 .019 .011 .015
.045

**
.014

가정의 월평균소득 .000 .001 .001 .001
5.881E

-5
.001

어머니의 학력 .073 .076 -.014 .060 -.001 .056

-.045 .053.057.012.073-.015아버지의 학력

R제곱 .168 .264 .139

F 11.965*** 9.569*** 9.569***

첫 번째로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예

산관리행태에 성별 변인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학

생일수록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연구

(Henry et al., 2001; 김경자, 2003; 김효정, 2005a)와 일치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

을 보였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계획적인 지출을 하지만, 성장함에 따

라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정에

서 지급해주는 용돈은 많아지고, 직접 경제활동을 하면서 운용할 수 있

는 자금의 범위가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예산관리행태가 성장과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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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갖게 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령은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저축행태의 합리

성 분석에서 다시 논할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

령과 소비행태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의 범위 넓어지고 또래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모방소비 과시소비 충

동소비 등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심미영, 2006; 최순종,

2009). 이러한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는 예산관리행태와 저축행태와 관련

이 깊어, 충동소비를 할수록 예산관리행태는 비합리적으로, 과시소비를

비롯하여 소비규모가 커질수록 저축행태도 비합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학업성취도와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

데,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예산관리행태가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자기보고방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학

업성취도가 높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학생일수록 예산관리행태가 합리적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가정교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유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자

금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험은 합리적인 예산관리행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도 볼 수 있다.

예산관리행태는 정서적 화폐태도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이 높다

는 의미이다. 부정적인 정서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돈이 좋지 않은

것이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영향을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논할 것은 저축행태의 합리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이다. 저

축의 경제학적인 정의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부분을 의미

하는 것과 같이, 저축행태 역시 소비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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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저축행태는 예산관리행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들은 성장할수록 생활의

영역과 친교의 대상이 증가하면서 소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점차 줄

어들고, 소비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저축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한 용돈이 자신의 소비금액에 비해 풍부하다고 생각하면 저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축을 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용돈이 풍족하다

고 생각할수록 저축행태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예산관리행태에 이어 저축행태의 합리성에도 유의한 정

적 연관을 보였으며, 미래지향성 역시 합리적인 저축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현

재의 일보다 미래의 일을 고려한다는 심리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미

루어 보아, 저축이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교환하는 것임을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금융행태의 하위영역 중 신용관리행태는 행태가 아니라 행

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연령, 미래지향성, 인지적 화폐태도로 나타났다.

신용관리인식은 여학생일수록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신

용관리에 대해 더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신용관리

행태에 대한 연구 중 박근주(1990)와는 일치하나, 김영신(2005)과는 상반

되는 결과이다. 박근주(1990)의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김영신

(2000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구결과의

차이가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연령과 인지적 화폐태도 역시 신용관리인식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는 박근주(199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인식이 행태를 예측해

줄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폐를 성공과 자존감의 상징

으로 인식할수록 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반

대로 화폐를 성공의 상징으로 여길수록 예산계획 등 재무관리행동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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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이 낮아짐을 밝힌 김효정(2005b)의 연구와 상반되었다.

저축행태의 합리성은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신용관리인식은 미래지

향성이 낮을수록 합리성이 높았다. 이와 같이 미래지향성은 저축행태와

신용관리인식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

들이 저축과 신용의 의미를 숙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경험 요인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1) 금융교육 경험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t-검증 결과 하위가설 1-1, 1-2이 채택됨에 따라 금융행태의 하위영역

중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저축행태의 합리성은 금융교육을 받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은 금융교

육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금융교육을 받은 집단의 합

리성이 더 낮았다. 따라서 하위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금융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합리적인 예산

관리행태와 저축행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하위금융행태의 합리성 수준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가

저축행태(72.818점)를 제외하고는 예산관리행태(47.2358점), 신용관리인식

(43.032점)으로 모두 50점이 넘지 않는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금융행태 합리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용관리인식은 금융교육

을 받은 청소년이 오히려 더 낮은 합리성을 보였다. 이는 현재의 신용교

육이 청소년의 신용관리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교육내용

과 방법 등 신용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교육

이 교육과정 내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일회성의 외부 특강 등으

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현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표집집

단에서도 교육과정 외의 금융교육과 교육과정 속에서의 금융교육의 비율

은 6: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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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금융교육의 유형

빈도 비율

교육과정 외 131 59.0

교육과정 내 91 41.0

계 222 100.0

회귀식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 15.183 -.576*연령 + .245*학업성취도 + 1.035* 용돈수령방식

저축행태의 합리성

= 14.319 - .506*연령 + .450*학업성취도 + .541*용돈인식 + .150*미

래지향성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 7.953 + .789*성별 + .128*연령 - .362*용돈인식 - .274*미래지향성

+ .045*인지적 화폐태도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뒤의 금융교육의 금융행태 합리

성에 대한 영향은 t-검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금융교육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28> 회귀식(독립변인: 금융교육경험)

회귀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통제된 후의 금

융교육을 받은 경험은 예산관리행태(p= .689), 저축행태(p=. 209), 신용관

리인식(p= .623)으로 나타나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이 인식 능력 훈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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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de

Meza et al., 2008 : 40). 개인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의 제공은 오히려 집중력을 분산시켜 금융행태의 합리성

을 저해할 수 있다(de Meza et al., 2008 : 88).

회귀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각 하위영역의 회귀

계수의 경우, 예산관리행태와 신용관리인식은 부적(-)이고, 저축행태만이

정적(+) 방향성을 보였다. 이는 현재 금융교육이 예산관리행태, 신용관리

인식의 합리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특히 예산관리행

태의 경우 앞서 실시한 t-검증에서는 금융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합리성이 높게 나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회귀계수가

부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관리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학업성취도, 용돈수령방식이며, 이

변인들의 영향에 의한 차이가 금융교육에 의한 차이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활동 참여경험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경제활동 참여여부의 분석 대상은 중 고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많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검증 결과 예산관리행태,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고, 저축행태의 합리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지만 경제활동 참여경험이 있을수록 합리성이 낮게 나와 하위가설 2-2

는 기각되었다.

t-검증과 함께 인구사회학적요인을 통제한 후 경제활동 참여경험을 독

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t-검증과 동

일하였다. 경제활동 참여경험은 저축행태의 합리성에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 70 -

회귀식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

= 9.721 + .799*용돈수령방식 - .112*정서적 화폐태도

저축행태의 합리성

= 10.409 - .293*연령 + .428*학업성취도 + .906*용돈인식 +.120*미

래지향성 -.770*경제활동 참여 경험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 12.622 + .942*성별 - .468*용돈인식 - .312*미래지향성 + .039*인

지적 화폐태도

<표 29> 회귀식(독립변인: 경제활동 참여경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경제활동참여 경험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저축행태의 합리성과의 모형이 유일하다. 그러나

회귀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활동의 참여경험이 있을수록 저축행태

의 합리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이 주로 소비를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연구(이경상 외, 2005; 김지영,

2011)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결과에 관하여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노동에 참

여하는 이유는 용돈부족, 생활비부족, 여가시간활용, 사회경험 순으로 나

타났다(김지영, 2011: 32). 청소년의 노동경험에 대해 연구한 다른 연구

들에서도 노동의 이유가 용돈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경상 외, 2005). 만약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사회생활

의 경험 또는 진로 고민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을 의미

있게 소비 또는 저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를 할 돈이 부족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청소년들은 임금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가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Hilgert et al.(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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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

모형이 유의하지 않음

저축행태의 합리성

= 5.145 - .897*성별 + .585*학업성취도 + 1.099*용돈인식 +.208*미

래지향성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

= 7.938 + .1.807*성별 - .365*미래지향성

(3)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과 금융행태의 합리성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의 분석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이 있을수록 금융행태의 합리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가설 3은, 하위가설 3-2, 3-3이 기각됨에 따라 기각되었다.

하위가설 3-1은 모형 자체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지 않

았다.

t-검증과 함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0> 회귀식(독립변인: 선택과목 ‘경제’ 학습경험)

예산관리행태에 대해서는 모형의 유의수준이 p= .167로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축행태와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과의 상

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행태의 합리성이 경

제적 합리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박선운(2009)에 의하면, 경제적 합리성은 이익의 극대화, 자기 이익

의 추구, 한계적 선택, 선호의 이행성과 합리성으로 구성되는데, 선택과

목 '경제'의 이수여부는 이 중 선호의 완전성과 이행성에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경제과목의 학습이 경제적 합리성

을 기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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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금융행태 합리성 수준과 그 관련 요인을 파악하

여 청소년들이 추후 성인이 되어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보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장에서는

발견 결과를 요약하면서 이것이 청소년 금융행태의 합리성 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요구되는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

고자 한다.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를 통해 금융행태가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용관리행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고, 교육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합리적인 금융행태의 육성’으

로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청소년의 합

리적인 금융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바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주 관

심 요인인 금융교육경험, 경제활동 참여경험, 선택과목 ‘경제’의 학습경험

이 청소년의 합리적인 금융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그리고 관련 자료와 문헌을 참고로 하여 설문지

를 작성하고, 서울시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에 각 300부, 총 90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 중 85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820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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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저축행태의 합리성은 높은 편이나, 예산

관리행태나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은 100점 기준으로 50점을 넘지 못하

고 있다. 계획성 있는 자금관리와 신용의 이용이 경제생활의 큰 축을 차

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산관리행태와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교육은 예산관리와 신용의

측면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상호통제된 상황에서 금융행태의 합리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관리행태의 합

리성은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을수록, 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높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저축행태의 합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

을수록, 용돈이 풍족하다고 생각할수록, 현재보다 미래의 일을 중요하다

고 생각할수록 높았다. 마지막으로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은 여학생일수

록,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보다 현재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리

고 화폐를 성공이나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수록 높게 나타났

다.

셋째,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생 중 금융교육을 받은 청소년과 받지

않은 청소년 사이의 금융행태 합리성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예산관리행태의 경우 금융교육을 측정된 합리성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

로 변환하였을 때 각각 평균 47.2358, 43.032 점으로 50점에 미치지 못하

는 등 그 차이가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관리인식의 경우 금

융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더 낮은 합리성을 보였다. 이는 현재의 금융교

육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며, 특히 신용교육의 내용

과 교수-학습 방법 상의 변화가 시급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금융교육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모형에서 금융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이와 같은 분석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금융교육은 청소년 금융행

태의 합리성 증진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 74 -

넷째, 중·고등학생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금융행태의 하위요

인 중 저축행태의 합리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금융행

태에 대한 경험이 합리성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경제활

동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저축행태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용돈 부족과 소비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

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선택과목 ‘경제’를 학습한 경험은 청소년의 금융행태 합리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예산관리행태의 합리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저축행태와 신용관리인식

의 합리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는 ‘경제'학습 경험이 유의한

변인이 되지 못했다. 이는 경제교육이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기여하고 있

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금융행태의 합리성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교

육경험 요인의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해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차원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금융교육의 목표를 합리적인 금융행태의 육성

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금융이해력 또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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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지식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금융 복지를

위해서는 금융행태의 합리성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론 연구를 통해 금융행태를 예산관리행태, 저축행태,

신용관리행태로 세분화하고, 금융행태의 합리성의 개념을 경제교육의 합

리성 개념으로부터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을 연구대항으로 금융행태에 대한 연구는 저축행태 또는

자금관리행태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수단

의 발전과 신용이용의 증가로 청소년의 신용관리행태의 중요성이 증가하

여 이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관리행태를 금융행태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시켜 청

소년의 신용관리행태의 합리성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

다. 그러나 청소년 신용관리행태를 직접 측정하는데 따르는 현실적인 제

약으로 인하여 신용관리행태가 아닌 신용관리인식으로 조사하였다는 것

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추후 청소년의 신용관리행태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면, 청소년 신용관리행태에

대한 연구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금융행태

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상호통제한 후, 각 변인들이 금융행태의 합리성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

으로, 일부 특정 연령의 청소년이 아닌 전반적인 청소년의 금융행태 합

리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행태 합리

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천적 차원

본 연구의 결과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 내실 있는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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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명시적으로 금융교육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금융교육은 금융행태 합리성 증진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선택과목 ‘경제’를 학습한 경

험은 청소년의 금융행태 합리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회과 경제 과목에서 금융교육 부문이 취약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금융교육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금융행태가 경제시장

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금융교육은 교육과정 상 경제교

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식 교과 교육과정 하에서 체계적으로

교수-학습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행태 합리성에

서 특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따라서 금융교육이 추후 강조해야 할 영

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의 저축행태의 합리성은 높은 편이나, 예산관리행태나 신용

관리인식의 합리성은 100점 기준으로 50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계획성

있는 자금관리와 신용의 이용이 경제생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합리성의 부족은 청소년들의 미래 금융복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교육은 예산관리와 신용의 측

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관리인식는 금

융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합리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전희옥(2005)이 제

시한 것처럼 신용관리의 교육을 기존의 추상적인 금융 지식의 제공 위주

의 수업보다 실제 사례 및 학생 중심의 교육실천으로 전환한다면, 학생

들이 신용관리인식의 합리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월평균소득, 부모의 학력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는 청소

년의 금융행태 합리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가정

배경 상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공식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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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넷째,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동이 합리적인 것인지 알고 있으면

서도, 청소년들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미래지향성이 강할수록(미래를 중시할수록) 저축행태

가 합리적으로 나타나고, 미래지향성이 약할수록(현재를 중시할수록) 신

용관리인식이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미래와 현재의 중요성에

대하여 균형을 이룬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화폐에 대한 태도의 경우 정서적 화폐태도는 금융행태의 합리성과 부

적 상관관계를, 인지적 화폐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합리적인

금융행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면서도 성공

이나 성취의 상징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교육과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청소년들이 물질만능주의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 금전적인 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금

융교육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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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청소년의 금융행태 및 관련 변인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 정영선입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이 이러한 금융활동 및 선택의 과정에서 보이는 행태와 그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 설문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자신의 현재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이라도 비어있게 되면, 여러분이 애써 작성하신 설문지를 분석에 사

용할 수 없게 되므로 부디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숫자, 혹은 기호로 표기 후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 내용 및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 33조 및 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 정영선(ishasun@snu.ac.k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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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 ○ ○ ○ ○

2)
결국에는 재정 관리(돈에 대한 관리)를 잘

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 ○ ○ ○ ○

3)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자 부모로

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 뿐이다.

○ ○ ○ ○ ○

4)
내가 부자가 될지 가난해 질지는 운

명에 의해 결정된다.
○ ○ ○ ○ ○

5)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 있

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

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 ○ ○ ○ ○

6)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7)

평범한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 힘 있는 사

람들의 이익과 충돌하면,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힘들다.

○ ○ ○ ○ ○

I.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현재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 솔직

히 응답해 주세요.

1. 다음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에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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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돈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요소이다. ○ ○ ○ ○ ○

2) 돈은 사는데 도움이 된다. ○ ○ ○ ○ ○

3) 돈은 값진 것이다. ○ ○ ○ ○ ○

4)*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 ○ ○ ○ ○

5)* 돈은 세상에 해로운 것이다. ○ ○ ○ ○ ○

6)* 돈이 많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 ○ ○ ○ ○

7) 돈은 그 사람이 이룬 것을 보여준다. ○ ○ ○ ○ ○

8)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

요한 인생의 목표이다.
○ ○ ○ ○ ○

9) 돈은 성공의 상징이다. ○ ○ ○ ○ ○

10)
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도록

만들어 준다.
○ ○ ○ ○ ○

11) 돈은 명예로운 것이다. ○ ○ ○ ○ ○

12)
돈은 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 ○ ○

13)

돈이 있으면 나는 내 삶을 스스로 만

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 ○ ○ ○

14) 돈은 그 사람이 가진 힘을 의미한다. ○ ○ ○ ○ ○

15)
돈이 있으면 나는 내가 꿈꾸는 모습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 ○ ○ ○

2. 다음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에 ∨표 하세요.



- 90 -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돈을 쓰기 전 지출 계획을 세운다. ○ ○ ○ ○ ○

2)
지출 계획은 생각만 하지 않고 작성해

놓는다.
○ ○ ○ ○ ○

3)
나는 내가 지출한 내용의 대부분을 기록

해 놓는다.
○ ○ ○ ○ ○

4)
나는 돈(용돈 포함)이 생기면 그 금액을

차곡차곡 기록해 놓는다.
○ ○ ○ ○ ○

5)
나는 세뱃돈이나 예기치 못한 용돈이 생

기면 저축하는 편이다.
○ ○ ○ ○ ○

6)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 ○ ○ ○

7)
돈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부분

은 저축한다.
○ ○ ○ ○ ○

8)*
신용카드가 있으면 가격을 신경 쓰지 않

고 구매할 수 있다.
○ ○ ○ ○ ○

9)*
신용카드가 있으면 원래는 살 계획이 없

었던 물건도 사게 될 것 같다.
○ ○ ○ ○ ○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미래에 있을 어려운 일은 그때가 되면

알아서 잘 풀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

는 지금의 일만 신경 쓴다.

○ ○ ○ ○ ○

2)*
나는 ‘며칠 후’나 ‘몇 주 후’처럼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만을 생각해서 행동한다.
○ ○ ○ ○ ○

3)*

나는 미래에 있을 어려운 일은 큰 일이

되기 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충고는

무시하는 편이다.

○ ○ ○ ○ ○

3. 다음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에 ∨표 하세요.

4. 다음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 자신의 행동과 비슷한 ○에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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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답지의 에

Ⅴ표 해주세요.

1. 학년은? 직접 적어 주세요. (초등학교 학년)

2.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한달에 받는 용돈을 직접 적어 주세요.( 원)

* 받지 않는 다면 0원이라고 적어주세요.

** 일주일에 한 번 받는다면 (일주일용돈 X4) 해주세요.

4. 여러분은 용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① 정기적으로 받는다(예.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② 필요할 때마다 받는다.

③ 기타

5. 현재 받고 있는 용돈의 금액은 적당한가요?

① 아니오, 적다 ② 네, 적당하다 ③ 아니오, 많다

6. (중․고등학교 추가 질문) 여러분은 중․고등학교에 입학 후 아르바이트(패스트푸

드점, 전단지 돌리기, 신문 배달, 주유소 등)를 해 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종류 : 예. 신문배달 )

② 없다

III. 다음은 여러분의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답지의

에 Ⅴ표 해주세요.

1. 학교에서 금융교육(용돈 관리 계획 세우기, 저축의 의미 등)을 받은 적이 있

나요?

* 수업 시간 외 외부 인사 특강과 같은 활동 포함해서 대답해 주세요.

① 있다 ☞ 1-1번으로 ② 없다 ☞ 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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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교육은 여러분 시간표에 있는 과목의 수업시간에 받았나요?

① 네, 그렇다

② 아니오, 그렇지 않다

2. 나는 반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나요?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중․고등학교는 등수 제시) 상 중상 중 중하 하

한반 35명 일 때 나의 반

등수가

1 ∼

10

등

10 ∼

15등

16 ∼

20등

21 ∼

25등

25

등 ∼

3. 나는 사회과목을 어느 정도 잘 하나요?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4. 나는 내가 어느 단계까지 공부하기 원하나요?

① 고등학교 ② 2 ∼ 3년제 전문대학*

③ 4년제 대학 ④ 대학원 이상**

* 전문대학은 간호대학, 기술대학, 예술대학 등 직업 교육을 위한 2 ∼ 3년

과정의 대학교를 말합니다.

** 대학원은 대학 졸업 이후 더 공부를 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5. (고등학생 추가 질문)다음 중 어떤 일반선택 사회과목을 배우고 있나요?

① 일반선택 ‘경제’ ② 일반선택 ‘법과 정치’

③ 일반선택 ‘사회문화’ ④ 기타 ( )

IV.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답지의

에 Ⅴ표 해주세요.

1.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의 어디인가요?

예)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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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 가정의 생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3. 여러분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약 얼마입니까?

① 150만원 이하 ② 150만원 ∼ 300만원

③ 300만원 ∼ 450만원 ④ 450만원 ∼ 600만원

⑤ 600만원 이상 ⑥ 모르겠다

4.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에서 해당 번호를 찾아 적어 주세요.

1) 아버지( ) 2) 어머니(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2-3년제)* 졸업 ④ 대학교(4년제) 졸업

⑤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 ⑥ 모르겠다

* 전문대학은 간호대학, 기술대학, 예술대학 등 직업 교육을 위한 2 ∼ 3년

과정의 대학교를 말합니다.

** 대학원은 대학 졸업 이후 더 공부를 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5.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래 표에서 해당 번호를 찾아 적어주세요.

1) 아버지( ) 2) 어머니( )

①
전문직(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대학교수, 선장, 기장, 전문기능직 등)

관리직(대기업 전무, 상무 등 간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②
직업 군인

사무직(초·중·고등학교 교사, 기자, 경찰, 은행직원, 회사직원, 계장급 이하 공무원)

③

서비스직(음식점 종사, 숙박업 종사, 택시 운전, 미용사 등)

판매직(판매직원, 보험설계사 등)

농림축산업(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숙련직(보일러공, 인쇄공, 목수, 광부, 생산직 감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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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rational

financial behavior of adolescents

Young-Son Ju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Young-Dal Cho, Ph. D.

These days, adolescents save their pocket money in the bank,

spending it according to their own will. Having an easy access to the

pre-paid card, transportation card, cash card or credit card, etc. They

grow into huge economic figures in the society. However, whether

adolescents’ financial capability has actually increased enough to catch

up to this financial reality is uncertain. If adolescents don't acquire

logical financial awareness properly, it can cause a tremendous

problem in the future - affecting their financial life, moreover

financial welfare in the entire society. Nevertheless, not enough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financial education of the adolescents.

Therefore, current financial behavior needs to be emphasized because

IT determines what kind of financial welfare teenagers’ will have

later in their adul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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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wareness of the current problems, through a thorough

literature reviews, I have set my research problems as follows:

1. How big is the influence between each variable affecting the

rationality of the financial behavior of the teenagers?

2. Does the experience in the financial education affect the

rationality of the adolescents' financial behavior?

In order to find a solution, I have chosen 820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s to high schools in Seoul and measured the

rationality of their budgeting behavior, saving behavior, and credit

behavior which are the sub domains of the financial behavior.

Because of the difficulties with measuring the real credit behavior of

the adolescents, credit behaviors were measured by credit awaren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implemented to find an element

affecting financial behavior. Also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implemented again to find out how the experience

in the financial education has an influence on the rationality of the

financial behavio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Currently, Korean adolescents' rationality on the saving behavior

is quite high, but the rationality of budgeting behavior and credit

awareness is not over 50 out of 100.

2. Mutually controlling the sociological variables, rationality of the

financial behavior is affected as such. The rationality of budgeting

behavior gets higher if the teenager is a female, younger, has higher

academic achievement, receives pocket money regularly, and owns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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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former experience of financial education affects the

rationality of financial behavior as follows:

3.1. The t-test shows that adolescents who have received financial

education showed higher budgeting behavior's rationality and saving

behavior's rationality than the adolescents who haven't,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adolescents who have received

financial education showed lower credit awareness's rationality than

the adolescents who haven't, and this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sociological variables, experiences of the

financial education didn't affect the rationality of financial behavior

significantly.

3.2. The result of the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experience of labor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budgeting behavior, saving behavior, and credit awareness, which are

the sub-domains of the financial behavior.

3.3. Lastly, after comparing the adolescents who had economic

education with who didn't, the t-test resul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ving behavior. However adolescents who have

received economic education showed lower saving behavior's

rationality than the adolescents who haven't. But It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nality of budgeting behavior and

credit awareness. This result was consistent with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which marked working experienc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controlling the soci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effect can be

expec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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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to provide the

viewpoint on the current affairs in the domain of the rationality of

the financial behavior of current Korean adolescents, especially on

what is lacking in the field and what should be emphasized later in

the financial education.

2. Adolescents' comprehension of financial behavior research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financial education,

such as improving current curriculum, textbook, teaching methods,

economic education, and even the whole domains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3. This study will play an integral role in enforcing the civil power

of Korean society, passing over the educational scope. The increase

of financial capacity through financial education will develop

adolescents into logical financial decision makers who are capable of

doing logical behaviors and making correct judgement on the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and systems, which will turn them

into reasonable financial consumers eventually.

Key-terms: the rationality of financial behavior, budgeting

behavior, saving behavior, credit awareness,

financial education of the adolescents

Student Number: 2010-2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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