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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계는 일생동안 불규칙한 소비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소득을 관리하
거나, 새로운 소득원을 탐색하고, 지출을 대비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저
축과 차용을 한다. 다양한 재무관리행동 속에서 가계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여야 하고, 선택의 과
정 속에서 가계는 주관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거나, 재무적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마주한 상황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무적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된다.
재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요인으로써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선택의 과정뿐만 아니라, 가계가 열망하는 생활수준을
감당할만한 여력이 되지 않거나,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 투자자산 증가로
인한 자산의 불확실성 증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역량이 부족할 때 발생
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는 여러 불안이나 위협, 좌절감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되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요소가 되거나, 극심한 경우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게 만들 수 있으며, 가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가계 복지 전반
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재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
반적인 재무 상태나 재무 비율을 바탕으로 어떤 요인들이 재무스트레스
의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재무스
트레스는 일차적으로 재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이기에 재무 상태와 직접적
인 관련이 있을 것이며, 재무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충분히 대처할만
한 내적 자원이 존재한다면 객관적인 재무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할지라도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재무 상태와 재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피고, 내적 자원인 재
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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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스트레스란 ‘가계의 주 재무관리자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와 관
련된 재무 의사결정을 내릴 때나 재무적 문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자
원이 부족할 때 느끼게 되는 압박감, 긴장감, 고통 등에 대한 주관적 평
가’ 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떤 개인적 재무적 요
인으로 인해 가계가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에서는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스트레스 수준과 어떤 재무스트레스 하위
요인에서 가계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
는 재무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재무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
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이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조절되는지를 파악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20대에서 60대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계 내의
주 재무의사결정자인 5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응답자 중 430명인 약 75.7%가 단 한 번이라도 재무스트레스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66.4%가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54.1%가 소득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스트
레스(34.2%)나 부채 스트레스(32.0%)를 경험하는 응답자 보다 자산 스트
레스나 소득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의 대다수가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주로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주로 자산이나 소득의 영역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에는 주관적 경제지위, 비상자금지표 미
달이, 소득 스트레스 경험 여부에는 직업, 자녀 수, 주관적 경제지위, 월
평균저축이 영향을 미쳤다. 지출 스트레스 경험에는 주관적 경제지위, 월
평균소득, 월평균저축, 금융자산, 비상자금지표 미달, 저축성향지표 미달
이 영향을 미쳤고, 자산 스트레스 경험에는 직업, 주관적 경제지위, 월평
균저축, 총부채, 비상자금지표 미달이 영향을 미쳤다. 부채 스트레스 경
험 여부에는 연령, 자녀 수,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저축, 총부채, 부채
부담지표 미달, 저축성향지표 미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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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경제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부채 스트레스를 제외한 재무스트레스
및 재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재무 상태
에 있어 월평균저축이나 소득이 적을수록, 월평균부채상환액이나 총부채
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 비상자금지표, 저축성향지표 등 재무비율지표에서 미달한 집단이
지표를 충족시킨 집단에 비해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
기효능감은 각각 지출 자산 부채 스트레스에, 지출 자산 부채 재무스트
레스에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허나 이러한 조절요인들은 재무적
요인들과 재무스트레스 및 하위요인들의 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만 조절
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재무관리역량이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스
트레스와 재무 상태의 관계에 대립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
무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방향이긴 하나, 해당 재무 요인을 많이 보
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재무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폭에
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로, 가계가 경험하는 재무스트레스는 갑작스럽게 큰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예상 가능한 소득의 부족이나 가계수지의 불균형보다는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인 소득이나 비상자금
이 부족한 경우와 더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계 스스로
는 항상 미래에 닥칠 경제적인 위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비상자금을
마련하거나, 목돈을 마련해 두는 습관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개인의 재무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가계에게 심리 상담이나, 재무 코칭을 실행할 때 있어, 소득의 증
가나 가계 수지균형을 재조정 방식을 권장하는 것 보다는 스트레스를 긍
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인 재무관리역량이나 재무적 자기효
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로, 재무 곤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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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좌절하여 과하게 비관하는 것보다는, 심
리적으로 긍정적인 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정부에서도 재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계에 있어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현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주요어 : 재무스트레스, 재무상태, 재무관리역량, 재무적 자기효능감
학 번 : 2017-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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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가계는 불규칙한 소득 흐름 속에서 일정한 소비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전 일생 동안 소득을 관리하거나, 새로운 소득원을 모색하며, 지출을 대
비해 자산을 관리하고, 동시에 저축과 차용을 수행한다. 가계의 다양한
재무행동을 수행하면서 가계의 주 재무 의사결정자는 여러 가지 대안 중
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일련의 선택 과정에서 주 재
무의사결정자는 주관적 압박감이나, 문제 상황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
이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무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재무스트레스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써 가계의 재무관리 상황에서 가계 주 재무의사결정자가 느끼는
주관적 압박감이나 긴장감이다. 재무스트레스는 가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킬만한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가계 구
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원을 마련했다 해도, 소득이 증가
하게 되면 가계가 열망하는 생활수준 역시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가계는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자원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선택을 하며, 이러한 과정에
서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재무스트레스가 단순히
욕구 만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변하는 것
임을 뜻한다. 이에 더해 기존의 가계가 금융상품 투자 시에 겪어야 했던
선택지들이 핀테크의 발달과 가상화폐와 같은 신종 투자 상품들이 나타
나며 더욱 다양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재무관리에 있어 재무적 자원의
절대적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여러 재무 행동 대안 중 하나
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있다.
재무스트레스는 소득의 불안정성이나, 미래 가계의 불확실성이 원인
- 1 -

이 되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2016년의 기대여명
은 82.4세로 1996년에 비해 8세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수명
의 증가는 소득이 중단되는 은퇴 후 기간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가계
가 노후를 위해 마련해야하는 자산 규모가 기존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 늘어난 은퇴 후 기간에 맞추어 적정한 자산 규모를 형성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
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52.5%가 국민연금을 주요한 노후 대비 수단
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재정 문제로 인해 급여가 줄
어들 전망이기에 한국 가계의 은퇴 후 경제생활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과거 IMF 금융위기를 겪기 이전에는 고금리를 바탕으로 한 예
금 및 적금 등 안전자산이 재무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었으
나, 여러 금융 위기를 겪고 난 이후 저성장세에 들어선 상황에서 1% 대
저금리 기조는 안전자산이 재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감
소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는 고정적인 임금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익률이 안전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ž
채권ž펀드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금융 상품에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해
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심리적 안정감에는 실제로 어려움에 직면
한 것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감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강숙자, 2012), 안전자산보다 상대적으
로 리스크가 큰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기존보다 재무스
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재무 의사결정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증가하
여 기존에 제한된 자원으로 재무적 압박감을 느꼈던 가계는 스트레스 수
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계에서 소득이 짧은 기
간 동안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가까운 미래에도
전반적인 한국 가계의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
다. 박선영ž신동균(2014)은 사업체 노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임금
률을 분석했는데, 2003년 이후 10여 년 동안 실질 임금률 상승폭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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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실질 임금률 저상승이 고착화 된다면, 더 나은
생활양식을 갖추려고 하는 가계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이나, 실
생활에 필요한 자금, 노후 대비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더욱 힘들 것이고, 재무적 압박감이 높아
질 것이며,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 자금 마련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는 여러 불안이나 위협, 좌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경감시키거나 조절하지 않는
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이재식, 1992). 또한 스트레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기도 하며(Park, Iyer & Smith, 1989;
Lepisto, Stuenkel & Anglin, 1991), 그중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더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경제
적 요인은 전 생애에 걸쳐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과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며(이용미 외 2인, 2017), 재무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재무스트레
스가 높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육체적 고통이나 우울증을 더 호소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Drentea&Lavrakas, 2000; Peirce et al, 1996). 그뿐만
아니라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적대감을 증대시키
고, 결혼의 질 및 안정성이 감소 등을 통해 가계 구성원의 복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Bartholomae, 2001).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인
에 기인한 재무스트레스는 단순히 여러 대안 중 하나를 고르는 압박감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무스트레스는 연속적이며, 금융시장 환경이나
경제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재무스트레스가 완화될 가능성보
다 소득 수준의 고착화나 가계 자산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
려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무스트레스 수준
이나 경험 여부를 관찰하면서 재무스트레스 자체를 관측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재무 상태라는 큰 틀 안에 있는 여러 요인을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이 비슷할지라도 개인
의 재무 상태 중 각기 다른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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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소득이
나 지출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소득상태, 지출상태, 부채상태,
자산상태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스트
레스를 살필 때도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국내외의 연구에서 어떤 요인이 재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단순 지표와 재무 비율을
동시에 사용하여 가계 재무스트레스 요인을 복합적으로 관측하고, 경제
적인 요인 이외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자원이나 역량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에 가계의 재무행동 영역
을 소득 지출 자산 부채로 나누고 해당 영역에 대한 가계의 스트레스 수
준을 관측하는 것은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재무적 압박감을 해소할 방
법을 탐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해석에 따라 스트레스는 생산적일 수
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재무스트레스 역시도 스트레스라는 심리적인 요
소의 하위 요인이기에 비슷한 재무 상태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가계라도 압박감에 대한 해석이나 압박감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재무스트레스 경험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우선적으로 개인이 가진 내적역량은 재무스트레스 상황에서 재무 스트
레스 경험 수준을 다르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역량이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맡은 직무를 최선으로 다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 따라서 재무관리 상황에서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압
박감을 느끼게 된다면, 긍정적인 재무관리태도나, 재무관리기능, 재무관
리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스트레스를 경
험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무관리역량은
동일한 재무 상태에 놓인 사람의 재무스트레스 경험 수준을 낮추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도 재무관리역량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내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문제 상황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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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의 여부를 떠나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신념이다. 조강혜,
노형봉(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미애,
2018), 청소년의 경우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이혜순, 2015). 이처럼 다양한 부문
에서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비슷한 재무적ž개인적 요인을 가진 가계라도 스스로 얼마나 상
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스트레스 상황을 해석하는지에 따라 스트
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이 달라지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파악한다면, 재무스트레
스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집단에게는 재무스트레스에서 벗어나거나 강도
를 조절할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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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기존의 재무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는 특정 연령층에 제한되어 이루
어져 오고 있거나, 재무스트레스 측정 시 소득 지출ž자산ž부채 등 다양한
재무 영역을 다루는 것이 아닌 소득이나 부채 상태 등 재무 상태의 일부
분만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져오고 있었다. 이는 목표로 하는 대
상의 재무스트레스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어떤 요인들이 스트
레스 원(stressor)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 재무 영역을 아울러 전반적인 한국 가계의 재무스트레
스 수준과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재무스트레스를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탐색하는 것처럼 개인의
재무상태를 단순히 절대적 수량방식 뿐만 아니라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재
무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재무 상태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절대적
인 소득이 적거나, 양호하지 못한 가계수지 상태에 놓이거나,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견뎌 낼만 한 비상자금이나 저축이 마련되
어있지 않다면, 부정적인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재무
스트레스는 다양한 재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ž지출ž자산ž부채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재무상태 및 재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더 나아가 재무 비율을 통해 어떤 재무지표가 미달
한 가계가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동시에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요인이기에, 이를 해결할만한 내적 자원
을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재무 상태에 놓인 가계가 재무적
압박감을 경험할 경우, 충분한 내적 자원을 보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에서는 재무스트레스를 연구함에 있어서 여러 심리적 요인을 한 번에 관
측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기에, 재무관리역량이나 재무적 자기
효능감과 같이 내적 자원을 동시에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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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이나 재무적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전반적인 재무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재무스트레스를 소득ž지출ž자산ž부채로 나누어 각 스트레스 요인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
기효능감이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
거나 경험할 가계의 재무적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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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스트레스와 재무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마
다 스트레스에 대해 비슷하나 다른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Selye(1964)는 스트레스를 개인
이 불리한 환경이나 영향에 대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Lazarus와 Launer(1978)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개인의 처리
능력에 비해 외부의 자극이나 정보가 과다 공급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나 적응하기 어려
운 환경에 처해있을 때 개인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ž신체적 긴장상태나
고뇌, 억압, 역경을 뜻하기도 한다(신효연, 2013; 이지혜 주소현, 2013; 김
성숙, 2016; 지경구, 2008). 종합해 봤을 때, 스트레스는 개인 심신의 균
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의 압박이나 압력 등에 대해 스스
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허지애 정문,
2017).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원인(Stressor)과 증상(Stress)과 그에 대처하
는 행동(Coping)으로 구성된다(조준배, 2009). 스트레스는 생리ž심리ž사회
적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발생했
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엄태완,
2008). 그렇기에 스트레스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정서 반응을 이끄는 것
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정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으로 인지한다면,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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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denberry & Renk, 2010). 반대로 개인이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
는 충분한 양의 내외적 자원이 있다면, 스트레스는 생산적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조준배, 2009).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해로운 스트레스인
Distress와 생산적인 스트레스인 Eustress로 구분할 수 있다(신효연,
2013).
Selye(1987)는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와 생산적인 스트레스
(Eustress)를 구분하면서 이를 나누는 기준으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는 항상성을 유
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 수용 량을 초과하는 요구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
는 것이며, 생산적 스트레스(Eustress)는 스트레스가 과다와 과소 사이인
최적 수준에서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트레스가 해로
운 스트레스(Distress)가 될지 생산적인 스트레스(Eustress)가 될지는 개
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이나 대처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생산적 스트레스
(Eustress)를 극대화하고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를 최소화한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은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를 극
대화하고 생산적인 스트레스(Eustress)를 최소화한다. 재무문제는 가계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중 하나이기에, 경제적 문제로 받
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문
제로 받는 스트레스는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를 극대화 하며, 생산적
인 스트레스(Eustress)를 최소화 하게 되는데, 김진이(2011)는 해로운 경
제적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결과와 더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
다.
생산적인 스트레스(Eustress)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부여에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Evans & Cohen,
1987). 또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압박이나 위협, 좌절, 불안과 갈등이 스
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기에 이를 경감, 해소, 발산, 승화시키지 않
는다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윤혜진, 2011;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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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특히 스트레스는 불안과 상관이 높기에 지나치게 높은 스트레스
는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이은영 박양리 현명호,
2008) 유발된 과도한 긴장감이나 불안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스
스로의 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
다. 전 연령대의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나
(이종선 외 4인, 2011), 노인(이영자ž김태현, 1999), 빈곤층(엄태완, 2008),
결혼이민여성(이지현 외 3인, 2013; 박민희ž양숙자, 2012;), 대학생(권순
일, 2009; 임선영 외 2인, 2010; 이경영, 2015; 서진우ž김맹진, 2011) 등
특정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또한 여러 금융 위기를 거치며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진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도 수행되었다(장세진 외 27
인, 2005).
2. 재무스트레스의 개념
가계의 재무 의사결정자가 재무 의사결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선행
연구에서는 재무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스트레스, 소비스트레스, 재
정스트레스, 경제적 긴장(strain), 경제적 불안정성, 경제적 압박
(pressure), 경제적 위기(crisis), 경제적 불안, 재무위기 등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계는 현재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
내는데, 이때 새롭게 발생하는 욕구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박혜성, 2007). 노자경(1996)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의 하위 요인 중 하나로 밝히며, 경제생활의 변동으로 인한 긴장이나 고
통에 대해 가족원이 인지하는 정도와 반응으로 정의했다. Garman et
al(2006)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근심과 걱정을 포
함한 신체적, 정신적 긴장으로 정의했으며, 스트레스를 복지(Well-Being)
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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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성(2007)은 재정스트레스를 가계가 형성 및 발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보
유하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 갈등과 긴장
으로 정의했다. 백은영(2004)에서는 재정스트레스를 경제적 스트레스 또
는 경제적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긴장감으로 정의했다.
Voydanoff(2007) 재무스트레스를 가족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으로 보았
으며, 경제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긴장과 갈등을 재무스트
레스라고 정의했다. 김성숙(2016)은 개인의 금전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
한 심리적ž신체적 긴장상태를 재무스트레스라 정의했으며, 김아름ž양혜경
(2016)의 연구에서는 재무스트레스를 주관적인 개념으로 보며 소득 수준
이나 경제 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나 반응으로 정의
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지혜 주소현, 2013; 김효연 김정숙, 2014; 한가
은 김정숙, 2015)에서는 재무스트레스를 재무 관리자가 특정 재무 상황
에 놓여있을 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규정하며,
이런 재무스트레스가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하는 심리적 부적응 상태라고 정의했다. 장윤옥ž정서린(2009)는 가
계를 외부 환경과 지속해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로 보았으며, 가계 외부
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상황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재무스트레스를 가계의 지출, 자산, 소득, 부채의 재무 관리 상황으로 나
누어 측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재무스트레스는 지출ž자산ž소득ž부채
와 관련된 재무관리 상황에서 재무 관리자가 인지하는 재무적 결핍 또는
긴장, 고통 부담감에 대한 가계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를 재무스트레스라
고 할 수 있다(김효연 김정숙, 2016; 유을용, 2002; 신효연, 2013).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주 재무 관리자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와 관
련된 재무 의사결정을 내릴 때나 재무적 문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자
원이 부족할 때 느끼게 되는 압박감, 긴장감, 고통 등에 대한 주관적 평
가를 재무스트레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계가 소득, 지
출, 부채, 자산, 물가, 고용 등의 영역과 관련해서 부담을 느낄 때 재무스
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유을용(2002)나 신효연(2013)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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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스트레스를 가계 내부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가계관리자가 어떠한
재무적 부담감을 느끼는지에 집중하기 위해 가계 경제에 있어 외적인 요
소인 물가나 전반적인 고용 수준을 제외한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4가지
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했다. 소득 스트레스는 가계 내의 소득 흐름과 관
련된 요인으로 인해 가계가 받는 부담감의 정도를, 지출 스트레스는 일
반적인 필수품 등 일반적인 지출과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 및 수리비와
같은 특별지출 영역과 관련된 가계의 부담감 정도를 나타낸다. 자산 스
트레스는 미래를 위한 대비 자금이나 비상 자금 준비와 관련된 부족에서
발생하는 가계의 부담감의 정도이며, 부채 스트레스는 가계가 빚과 관련
된 요인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이다.
이처럼 재무스트레스를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전반적인 재
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과 동시에,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영역에서 가계가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
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무스트레스를 여러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곧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스트레스가 분절적으로 나뉘
거나, 재무스트레스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스트레스의 단순 합인 것으
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재무스트레스를 경감
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무스트레스를 여러 하위요
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계에 실질적
인 도움을 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Vandsburger(2001)에 따르면 가계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재정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소득원이 불안정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욕
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득 수준은 가계에 경제적 압박을 불러일으키
고 심리적으로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를 유발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떤 재무적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재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인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스트레스(Eustress)보다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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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스트레스 관련 연구 고찰
정혜경(1999)은 가계의 재무적 안정감을 크게 흔들리게 하는 원인은
주 소득원의 실직이나, 실질소득의 감소, 소득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유
을용, 계선자(2003)에 따르면 소득이 적을수록 재무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있는 집단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집단
과 비교했을 때 가계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유소이 박주영, 2013;
유을용, 2002). 또한 사회계층, 소득수준, 대출상태, 부채규모, 재무적 사
건, 성별, 금융이해력 수준, 자기통제감, 위험수용성향, 다양한 부채 보유
등 역시 재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었다(유소이 박주영, 2014; 김성
숙, 2016). 교육비 부담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수준은 스스로의 주관적 경
제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혜 주소현, 2013).
또한 강숙자(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겪는 여러 생활 스트레스
중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을용ž계
선자(2003)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문제가 주부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임을 밝혔다. 또한 유을용(2002)에서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스트레
스 중 자산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신효연(201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산 스트레스 다음으로는 소득, 지출,
부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자가 비소유일수록, 부채액수가 높을수록 재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외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준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배우자의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경험하는 재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스트레스 수준은 월평균소
득, 주택소유여부, 내외통제성, 준거집단영향력, 배우자의 직업만족도, 외
적통제성향,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는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지출
스트레스 수준은 연령, 월평균소득, 부채액수, 내외통제성, 준거집단영향
력, 배우자의 직업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자산 스트레스 수준은
연령, 취업여부, 월평균소득, 주태소유여부, 준거집단영향력, 배우자직업
만족도가 영향을 끼쳤고, 부채 스트레스 수준에는 월평균소득, 주택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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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부채액수, 내외통제성, 준거집단영향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가
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저축 고갈, 생계불능, 지출곤란 등으로 인해 스스
로 헤쳐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김성숙, 2016). 특히 저소득 계층은
가계가 필요한 것에 비해 소득 수준이 부족하며, 가구 내 주요 소득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가계 관리자는 경제적
제약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Elder et al, 1992; Vosler,
1996).
이처럼 가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재무 상태에 놓이
거나, 자신의 재무적 의무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김성숙,
2016; 오은주 정순희, 2014) 재무스트레스는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재무스
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단순히 재무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재무상태와 주관적인 감정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면, 비합리
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못
하게 될 수 있다(Park & Chung, 2013). 영국 대학생의 경우 재무스트레
스가 재무적 염려와 침체 수준 증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Andrews & Wilding, 2004) 재무스트레스를 받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
로 저축 수준은 낮고 가계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O'neill et al,
2006). 또한 가계에 높은 재무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부부간의 갈등과 적
대감의 증가로 인해 결혼의 질과 안정성 감소하며, 가족 전체 재무 만족
도에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윤옥 정서린, 2008; 장윤
옥 정서린, 2009; 신효연, 2013). 이런 재무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신체와
정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정적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의 경우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육체적 고통이나 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Drentea & Lavrakas, 2000; Peirce et al, 1996), 재무스트레스가 만성화
되면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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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Joeng et al, 2015)
그러므로 과도한 수준의 재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의 재무스트레스 원인은 가계의 만족을 충족
시킬 만큼의 자원이 없거나, 혹은 자원이 있더라도 이를 비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유을용, 2002). 그러므로 재무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객관적인
재무 상태를 개선하거나, 개인이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
무관리역량과 행동을 갖춰야 할 것이다(장윤옥 정서린, 2009).
안창희(2008)의 연구에서 저축 행동은 재무 관리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 재무 상황 만족도와 미래준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효연, 홍은실(2014)에 따르면 긍정적인 재무 상태는 가계 재무관리자
의 재무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계가 지각
하는 곤란함의 정도나 불안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장윤옥
정서린, 2009). 자아탄력성 역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내적 자원 중 하나로, 적절한 자아 통제 수준을 유지하며 재
무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준다(Choi S., Lee h., 2014).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어도 재무스
트레스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스트레스는 해
로운 스트레스(Distress)만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스
트레스에 있어 어떤 요소들이 재무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하
고, 발생한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을 어떤 변인들이 조절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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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무상태와 재무스트레스
1. 재무상태의 측정
재무상태는 한 시점에서 가계가 지니고 있는 재무적 특성을 일컫는
말이며, 소득, 지출, 부채 등을 통해 측정 및 파악할 수 있다(최현자 외,
2003). 재무상태는 가계의 행동과 선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기에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은 가계를 연
구하는 데 필수적이다(Crystal & Shea, 1990). 또한 금융 시장 환경의
복잡화로 인해 가계의 재무 의사결정이 중요해짐과 동시에 과거보다 다
양해진 삶의 양식으로 인해 소비 지출이 다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재무
목표도 다각화되었다. 그렇기에 기존의 방식보다 재무 설계에 있어 더욱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고, 재무 상태의 측정 및 평가는 재무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될 것이다(고나경, 2017). 재무 상태 파악
이 재무적 문제를 밝혀내고 해결방법을 찾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재무 상태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정의한 연구는 거
의 찾아볼 수 없다(신효연, 2013).
하지만 재무 상태 측정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현자 외, 2003; 성영애 정희영, 2008; 송석명, 2006; 고나경, 2017; 여
운봉 박현숙, 2016; 문순재 김순미 김연정, 1996; 성영애 외, 2004; 신효
연, 2013; 이지윤 김민정 최현자, 2018; 맹호 김순미, 2010; 김민정 이희
숙, 2009; 최현자 외, 2012; 안승철 김년희, 2001; DeVaney, 1993;
German & Forgue, 1994; Prather, 1990), 주로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이 가계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최현자 외,
2003, 성영애 정희영, 2008; 여운봉 박현숙, 2016; 성영애 외, 2004; 김민
정 이희숙, 2009). 먼저 소득은 일반적으로 가계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주요하게 사용되는 변수이다. Pereira & Coelho (2013)에 따르면
소득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가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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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한 파악은 가계 복지 수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다. 소득은 가계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되며, 지출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함이 있는 요인인 현재 소득보다는 항상 소득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에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
이다(Garner, 1993; 문순재 외, 1996 재인용).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역시도 재무 상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과도한 부채는 궁극
적으로 가계 저축률을 감소시키며 가계의 안정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기에(이지윤 김민정 최현자, 2018) 부채도 역시 가계의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
이런 재무상태의 4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가계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절대량을 측정하여 비교
하는 방식과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결합하여 비교하는 재무 비율의 방
식이 존재한다(김영순, 2007).
재무상태를 절대적인 수량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측정이 쉽고,
결과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하게 정
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재무 상태에 대해 판단
을 내리는 연구자의 견해가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신효
연, 2013). 또한 절대적인 수량만을 비교한다면, 가계 경제적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가계 재무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판별하지 못하게
된다(성영애 외, 2004). 예를 들면 어떤 가계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
다 하더라도,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게 되면 재무적으로 건전하다고 볼
수 없으나, 만일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연구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면 가
계 재무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현실과 어긋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
이다(안승철 김년희, 2001). 그렇기에 가계 재무상태 측정을 통해 가계
재무 건전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정교한 틀과 비교집단
의 가계 재무 정보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재무 변수를 조합하여 측정하는 재무비율은 본래 기업의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이지윤 김민정 최현자, 2018). 재무
비율은 두 가지 이상의 재무 변수들을 결합한 상대적 측정 방법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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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량을 통한 분석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계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구자에 따라 재무 비율의 준거 기준과 종류
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민정 이희숙, 2009).
가계 재무 비율을 처음으로 도입한 Griffith(1985)는 가계 재무 상태
측정을 위해 가계 자산의 유동성, 부채부담 능력, 실물자산의 비중을 측
정하는 총 16가지의 재무비율을 제안했다. 그 이후 Prather(1990)은
Griffith가 제안한 16가지의 재무비율 중 유동자산/월평균지줄액, 유동자
산/총부채, 유동자산/비담보부채. 유동자산/연간부채부담액, 주택 제외 자
산의 순가치/순자산 등이 유의함을 밝혔다.
이후 DeVaney(1994)의 연구에서는 유동자산/월평균지출, 총자산/총부
채. 연간총부채상환액/연간가처분소득이 가계 파산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무 비율임을 밝혔고, 양정선(1996)은 비상자금 적절성(금융자산/
월지출액비율), 초과지출여부(연간총지출/연간총소득비율), 유동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금융자산/총부채비율), 지불능력(총자산/총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비율), 유동성(금융자산/순자산), 실물자산을 통한 부채상환
능력(실물자산/총부채비율), 부채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총부
채/연간총소득비율), 주관적 최저 생계비/월 소득과 주관적 최저생계비/
월지출을 포함한 10가지 재무 비율을 제시했다. 또한 최윤지ž최현자
(1998)는 한국 농촌 가계의 재무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 대비 소비
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재무 비율을 바탕으로 한국 가계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재무비율이나 기준이 존재 하지 않았던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현자 외(2003)은 한국형 가계 재무 비율을 도출하
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가계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계수지
지표를(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가계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이벤트
로 인해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 지를 측정하기 위
해 비상자금지표(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를,
가계가 재무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를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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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해 위험대비지표(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를, 가계의 부
채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채부담지표(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
계소득, 총부채/금융자산, 총부채/총자산)를, 가계의 저축 수준을 파악하
기 위해 저축성향지표(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를, 미래를 대비해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성향
지표를(투자자산/총자산, 실물자산/총자산), 가계 자산이 어느 정도 유동
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유동성지표(금융자산/총자산)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영애 외(2004)는 가계재무상태 평가 지표를 바탕
으로 국내 가계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측정해 본 결과, 안정성과 성장성
이 모두 결여된 가계가 전체 가계의 77.9%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성과 성장성이
모두 결여된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령이 상대적
으로 어릴수록 건전하지 못한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되돌릴 수 있을 기
간이 길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어
노후 파산이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승신(2003)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총자산/총부채, 투자자산/순자산, 연간총부채/총
연간소득, 주택외부채상환금/총연간소득, 유동자산/월지출. 연간 저축과
투자/연간 총 소득 등 6가지 재무비율을 사용하였다. 배미경(2001)은 근
로 소득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재무상태 비교를 위해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 총 4가지 종류의 재무비율을 사
용했다. 김민정, 이희숙(2009)은 가계의 객관적 경제구조를 파악하기 위
해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
표, 유동성 지표를 연구에 활용했다. 최현자 외 (2012)의 연구에서는 재
무비율을 활용해 한국 가계의 구성과 특성변화를 보고자 했는데, 연구를
통해 평균적인 한국 가계의 소득지출 상태표나 자산 부채상태표를 제시
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개인 및 가계의 재무상태 분석에 있어 어떤 한 측정 방법
이 모든 연구 목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절대적 재무상태를 살피며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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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측정 목표에 걸맞은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신효연, 2013). 재무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인 소득이나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경험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가계가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가계 재무 상태의 건전성을 판
단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가계수지지표의 경우 현시점에서 가계의 소득
과 지출의 균형을 살필 수 있고, 비상자금지표의 경우 가계가 경제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
도인지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위험대비지표는 가계가 미
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
고, 부채부담지표는 현시점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중 얼마나 이를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그 비중이 가계의 안정성에 부담을 주지는 않
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계의 성장성의 경우 미래에 가계의 재무 규모나 재무 상태가 어떤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축성향지표는 가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중 어느
정도를 저축에 사용하는지 살핌으로써 미래에 닥칠 재무적 압박감에 대
해 대처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유동성지표의 경우
비상자금지표의 연장선상에서 현 시점에서 가계가 유동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유동성지표가 양호한 가계가 그
렇지 않은 가계보다 재무적으로 압박감을 받았을 때, 이를 해소하는 데
있어 좀 더 원활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투자성향지표의 경우 가
계의 경제적 규모를 증진하기 위해서 현재 자산 중 얼마나 투자하고 있
는지 보여주는 경우로써,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은 가계에서 여러 용도
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성향지표가 양호하다면 미래에 가계가 재
무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재무 비율은 단순 재무 지표에서 살필 수 없는 가계의 복합적
인 상태를 측정하는 데 있어 유용할 것이다. 단순 지표상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살피고, 더 나아가 어떠한 재무비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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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미달과 양호 기준으로 나누어 특정 지표에서 미달한 가계나 양호
한 가계가 재무스트레스 수준에 있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살핀다면,
재무 상태와 스트레스 관계에 있어 보다 더 복합적이고 세밀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지표를 바탕으로 재무스트
레스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재무비율 지표를 통해
이를 더 복합적인 요인으로 살피고자 한다.
2 재무상태의 평가와 재무스트레스
재무스트레스에 있어 재무상태를 살펴본 연구 중 김성숙(2016)의 연
구에서는 빈곤층의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
은 지출 곤란 사건이었으며, 소득 계층별로 일부분 상이하나 신용의존사
건, 생계불능사건, 연체사건, 압류사건이 재무 스트레스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노자경(1996)은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과 관
련된 변수를 측정하며, 객관적ž주관적 경제적 안정도를 살폈는데, 객관적
경제적 안정도는 (총소득+순자산 연가치)/가족원수별 최저생계비로 측정
했고, 주관적 경제적 안정도는 가계가 소득과 자산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어떠한가로 측정했다. 유을용, 계선자(2003)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경제 변인으로 월평균 소득과 주택소유여부, 부채액수 만을 측정하여 도
시 가계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를 파악하려 하였는데, 월평균소득이 높을
수록, 주택을 소유할수록, 부채액수가 적을수록 경제적 복지감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파악하
는 연구를 수행한 김성수, 정현주(2010)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한 강숙자(2011)의 연구에서는
가계 전체의 수입을 측정하였다. 김진이(2011)은 경제적 디스트레스
(Distress)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며 응답자의 소득 수준을 측정
하였고,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개인의
소득만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하나로 측정하였다(엄태완, 2008).
위수위에(2018)는 20대 소비자의 재무스트레스와 화폐태도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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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며 월평균 수입,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저축률을 인구통계
학적 변수로 측정하였다. 안창희(2008) 재무행동과 재무관리 스트레스.
재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월평균가계소득과 월평균저축액을
측정했고, 비고령자 빈곤층의 재무 스트레스에 어떤 사건들이 재무 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인지를 탐색하는 김성숙(2015)의 연구에서는 소득
대비부채상환률, 월평균소득, 부채상태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재무스트레스가 경제적 자립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한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가
계소득과 대학생 개인이 받는 용돈,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파악하였는데,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용돈은 재무 스트레스를 통해 경제적 자립도에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김아름, 양혜경(2016)의 연구에서는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개인 월평균 소득을 측정하
였고,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이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신효연, 홍은실(2014)의 연구에서는 재무상태, 재무의사소통, 재무
스트레스가 재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며, 재무 상태
평가를 위해 월평균가계소득, 월평균소비지출, 순자산을 측정하였는데,
재무상태가 좋고 부부간의 재무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가계관리자의 재
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주소현(2013)의 연구에서는
용돈형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생활비충분도, 월평균지출액, 월가계소득,
주관적 경제지위를 개인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용
돈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받는 집단이, 월평균가계소득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탐색하거나, 재무스트레스가 다른 종속변인 및 독립변인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연구에서 가계의 재무 상태를 측정할 때에 있어
소득ž지출ž자산ž부채의 전 영역을 모두 측정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
다. 더욱이 단순 지표들만으로 가계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직관
적일 수 있으나,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에 재무 상태 평가에 있어
재무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보다 재무상태와 재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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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데 있어 유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단
순 지표를 바탕으로 어떤 요인들이 재무스트레스 및 재무스트레스 하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추가로 재무비율을 통해 어떤 재무지표
에 미달한 집단이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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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자별 재무 비율 종류와 준거기준
가이드
구분
재무비율 및 측정방법
라인
연간총지출/연간총소득
1.0미만
가계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
1.0미만
수지 가처분소득
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
0.9미만
0.6미만
가계소득
위험 월평균보험료/월평균
0~0.2
대비 가계소득
0~0.12
지표
0.4이하
0.25이하
총부채상환액/가계소득
0.2이하
현금 부채 총소득/장기부채상환액
> 0.25
흐름 부담
0.15미만
측면 지표 소비부채상환액/가처분소득 0.15~0.2
0
(단기) 모기지상환액/총소득
0.28미만
(모기지상환액+신용상환액)/ 0.36미만
총소득

현금
흐름
측면
+
자산
부채
측면

저축 연간총저축/연간가처분소득
성향
지표
(개인저축+공적연금부담액)/
연간총소득
유동자산/월평균순소비지출
유동자산/가처분소득
비상
자금 금융자산(유동자산)/월지출액
지표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
월지출액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10%
0.3이상
> 10%
2~6배
0.25이상
3.0이상
3~6배
2~6배
6.0이상
1.0 이상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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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양정선(1997)
Lytton et al(1991)
최윤지ž최현자(1998)
안승철ž김년희(2001)
최현자 등(2003)
양세정ž정지영(2010)
최현자 등(2003)
양세정ž정지영(2010)
Devaney(1993)
최현자(2003)
양세정ž정지영(2010)
Lytton et al(2006)
Lytton et al(2006)
한국FPSB
Lytton et al(2006)
Lytton et al(2006)
Greninger et al(1996), Lytton et
al(2006), 안승철ž김년희(2001)
최윤지ž최현자(1998), 최현자
등(2003), 양세정ž정지영(2010)
양세정ž정지영(2010)
Lytton et al(2006)
Lytton et al(1991),
안승철ž김년희(2001)
Devaney(1993), Greninger et.
al.(1996)
양정선(1997), 최윤지ž최현자(1998)
Lytton et al(2006)
Griffith(1985)
Griffith(1985)
최현자 등(2003)
양세정ž정지영(2010)

<표 2-1> 연구자별 재무 비율 종류와 준거기준(계속)
가이드
구분
재무비율 및 측정방법
연구자
라인
유동자산/총부채
0.1초과
Griffith(1985)
Griffith(1985),
최윤지ž최현자(1998),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
0.2~0.3 안승철ž김년희(2001),
Lytton et
이상
부채 총부채
al(2006)
부담 총부채/금융자산
10 미만 양정선(1997), 최현자 등(2003)
지표
4~5배
양세정ž정지영(2010)
유동자산/연간부채부담액
0.5이상
Griffith(1985)
(중기)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
1
Griffith(1985)
연간부채부담액
유동자산/비담보부부채
1.0이상
Griffith(1985)
총자산/총부채
1.0이상
DeVaney(1993), 양정선(1997)
0.8미만
최현자 등(2003)
총부채/총자산
0.5미만
양세정ž정지영(2010)
<40%
Lytton et al(2006)
Griffith(1985),
양정선(1997),
부채
1.0미만
최윤지ž최현자(1998),
부담 총부채/순자산
안승철ž김년희(2001)
지표
양정선(1997),
최윤지ž최현자(1998),
자산 (장기) 실물자산/총부채
1.0이상
안승철ž김년희(2001)
부채
측면
비담보부 부채/순자산
최대 0.4
Griffith(1985)
0.05~0.1
최현자 등(2003)
0.2~0.25
양세정ž정지영(2010)
Lytton et. al.(991),
0.2초과
최윤지ž최현자(1998)
투자
안승철ž김년희(2001)
성향 투자자산/순자산
0.25이상
DeVaney(1993)
지표
Greninger et. al.(1996),
0.5
Kitt&Achacoso(1996)
0.9미만
최현자(2003)
실물자산/총자산
0.6미만
양세정ž정지영(2010)
최윤지ž최현자(1998),
0.25이상 양정선(1997),
유동 유동자산/순자산
안승철ž김년희(2001)
성
Greninger
et. al.(1996),
0.14
지표
Kitt&Achacoso(1996)
금융자산/총자산
>0.1
최현자(2003)
출처 : 양세정ž주소현ž차경욱ž김민정(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제안"
투자자산/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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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
1. 재무관리역량의 개념과 관련 연구 고찰
금융 시장이 복잡ž다각화되고, 핀테크와 모바일 금융시장이 활성화되
면서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더 고도화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소화해야 하
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나, 가계의 위험대비ž신용 등 재무 상태를 관리하거나 재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무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 재무관리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동시에 가계는 한정된 소득을 가
지고 있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재무 목표를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무관리역량이 더욱 더 필요하다(김창이 황덕
순, 2016)
재무관리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재무적 자원이나 가계의 자산 혹은 소
득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개인이나 가계단위가 기대하는 재무적 복지감
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정한 재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전 생애에 거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장혜원 박성우 외 3인, 2014). 김경자(2003)는
재무관리를 (1) 자신의 소득과 지출, 저축에 대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2) 자기 삶의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3) 재무목
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재무행동계획을 세우고 (4)
설정된 재무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5) 수행한 재무행동계획을 평가하
고 수행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재무 관리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인 재무
관리행동에 있어 재무관리역량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무관리행동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다음으로 역량은 주로 직무 훈련이나 교육학 분야에서 다뤄진 용어로
써 OECD(2003)이 역량을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한 것과 더불어 인간과 생활에 관련된 학문영역에서도 조명
받고 있다(김정현, 2011). Spencer & Spencer(1993; 김정현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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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량을 특정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뛰어난 수행
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 정의하며, 역량에
는 동기, 특질, 자아개념, 지식, 기술이 있음을 밝혔다. 직업 사회에서 역
량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맡은 직무에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내적인 능
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의 영역에서 주로 다뤄지던 역량은, 소비자의 맥락에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뛰어난 수행이 필요해지고 있기에, 소
비자 학에서도 역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08)에서는 소비자 역량을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가 시장경제 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고 소비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
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소비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인지적, 실천적
능력의 총체라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 능력은 개인이 다양한 소비 활동
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 또는 능력으로
소비자 지식, 소비자 태도, 소비자 기능의 총체로서 인지적, 정의적, 실천
적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California Adult Competency Survey: 이
기춘 1999 재인용). 배순영, 천현진(2010)은 소비자 역량을 변화하는 소
비생활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
자가 갖춰야 할 잠재적, 실천적 역량으로 개념화했다.
궁극적으로 역량이란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특정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역량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측면에서 떠나 태도
나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이 사회적, 행동적 구성요인들이 결합한 복
합적 요인이다(김정현, 2011).
재무관리역량은 재무 환경이나 금융 맥락처럼 재무와 관련된 특정 맥
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것
이다(장혜원 박성우 외 3인, 2014). 재무관리역량은 “특정 맥락에서 소비
자가 금융소비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
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소비자 개인
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 기능이 결합하여 건전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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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정의할 수 있다(김정현, 2011).
또한 영국의 FSA(2005)에서는 재무관리역량을 가진 사람은 재무관리 의
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수리적 지식이 있고, 예산 세우기와 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신용과 부채를 관리할 줄 알고, 보험과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위험과 수익을 평
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김정현(2011)은 재무관리역량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재무관리역량을
재무관리 지식,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의 세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각각 재무관리행동의 정의적 요인(재무
관리태도), 인지적 요인(재무관리지식), 실천적 요인(재무관리기능)과 대
치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재무관리지식은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해야할 사실, 개념 등을 의미하고 소비 전반에 영향
을 미친다(서은숙 장윤옥, 2008). 재무관리기능은 소비 활동의 장에서 적
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 활동에 대한 응용적,
실천적 영역을 뜻한다(김경자 이기춘, 1986; 장혜원 박성우 외 3인, 2014
재인용). 마지막으로 재무관리 태도는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준비된 마
음가짐이나 소비자가 소비생활의 각 측면에 대해 가지는 신념 및 감정
등이다(이기춘, 1985).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
어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장혜원 박
성우 외 3인, 2014; 김창이 황덕순, 2016; 김정현, 2011; 한가은 김정숙,
2015; 한가은, 2015; 이성림 김아영, 2014; 최유나, 2012; 양아, 2013; 임미
리, 2013).
먼저 장혜원, 박성우 외 3인(2014)는 대학생의 저축ž투자행동과 재무
관리역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한 결과 재무
관리지식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실천에 옮기는 태도나, 기능에 있어
점수가 낮게 형성됨을 밝혔다. 김창이, 황덕순(2016)의 연구에서도 재무
관리 기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전반적인 재무관리역량은 높
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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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11)의 연구에서 재무관리역량의 총점은 63.14점으로 나타났
고, 성별에 따라서는 기능역량에만, 연령별로는 지식역량에만 차이를 보
였고, 학력은 태도, 지식, 기능역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었다. 이외에도, 가구원수, 주거형태, 소득, 생활비, 저축투자 등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한가은(2015)의 대학생의 재무
관련 요인이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태도는 성별, 아르바이트 경험, 카드개수에서, 재무관리지식은
모직업, 카드사용경험 여부에서, 재무관리기능은 연령, 재무교육경험, 카
드개수, 용돈관리능력, 용돈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자, 김정현(2010)에서는 금융채무 불이용자와 일반소비자의 재무적
특성을 비교했는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관리태도, 신용관리지식, 재
무관리행동 중 재무관리태도와 신용관리지식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었으
나, 재무관리행동 중 목표설정 행동과 실행 행동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
였다.
직무 탐색의 영역에서는 스트레스와 역량과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
구들이 다수 존재했으나, 재무적 맥락에 있어 재무 문제를 목표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재무관리역량과 재무관리 상황에서 주관적 압박감을 느
끼게 되어 경험하게 되는 재무스트레스에 관해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
는 충분히 수행되어오지 않았다. 백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했는데 학생들의 재
무관리 행동양식이나, 학업 성적이 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관리 행동 양식 및 지식 요인들 중에
서는 저축, 예산관리, 신용카드 사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자발적인
학습 경험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한가은, 김정숙(2015)의 연구에 따르
면 재무관리기능이 재무관리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재
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재무의사소통을 잘할수록 높다고 하였는데, 재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주위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양아(2014)에서는 재무관
리역량 및 재무문제 발생에 재무지식과 재무 교육경험이 직접적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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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
이처럼 선행연구 들에서는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스트레스에 후행하는
변수로 보거나, 재무관리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정의한 연구들
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재무적인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 상황을 원활하게 탈피하려면 개인의 내외적 자원이 풍부해야 할 것
이다. 이때 동일한 재무 문제 상황에 처해있어도,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수준이 높거나, 적절한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양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다른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재무스트레스
상황에서 재무관리역량은 압박감을 주요하게 완화할 수 있는 내적 자원
중 하나일 것이다.
<표 2-2>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대학생의
저축
및
투자에
대한 태도와 지식, 행동의 수준을
장혜원 외 4인(2014)
연구함
재무
상담과
재무
교육이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김창이 황덕순(2016)
미치는지 탐색함
재무관리역량지표를
개발하고
한국의 전반적인 재무관리역량
김정현(2011)
수준이 어떠한지 탐색함
제주지역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에
재무관리역량, 재무의사소통,
한가은 김정숙(2015)
재무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함
제주도내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이 재무스트레스,
한가은(2015)
재무의사소통, 재무관리역량,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역량에
대한 측정과 자기 통제력이
이성림 김아영(2015)
금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 탐색함
노인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개발하고, 노인소비자의
최유나(2012)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대해 연구함
한
ž중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역량을 비교하고 차이를
양아(2013)
밝히고자함
에코
부머세대를
대상으로
고용상황 및 경제활동, 재무관리
임미리(2012)
방안에 대해 연구함
금융채무 불이용자와 일반소비자의 재무적 특성을 비교함
최현자 김정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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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관련 연구 고찰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시작된 이론
으로 특정한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Bandura, 2001). Maddux et al(2007)은 자기효능감은 인지의 영역
이 아닌, 특정한 맥락에서 내 능력으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며,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아닌, 그런 상황에 도전하고,
그런 상황을 조정하려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이영광, 지은구(2017)의 연
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 또는 특정 상황에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성과
에 대한 통제를 발휘하기 위한, 그리고 행동을 조직화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결국 자기효능감은 해당 과업을 해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닌, 해당 과업을 설령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스
스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1) 특정
과업을 수행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 (2) 자기효능감 수준에 대한 확신이
나 지속성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강도 (3) 자기효능감이 특정 과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업을 수행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Bandura,
1986; 이필수 2015에서 재인용).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겨
나고(임수현 김상훈, 2018), 특정 결과를 얻고자 하는 개인의 행동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기에, 구체적인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이영광 지은구, 2017). 동시에 자기효능
감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며, 스스로를 신뢰하는 정도를 나
타내는 자부심과는 차이가 있고, 동기유발이나 통제의 욕구와도 다르다
(이필수, 2015). 이때, 결과 기대감과 효능 기대감의 구분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에 의구심이 들어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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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등의 4
가지의 주요한 정보원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일반적 효능감과 사
회효능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 중 일반적 효능감은 일반
상황에서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
념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시회효능감은 사회적 관계를 필요한
능력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영광 지은구,
2017).
자기효능감은 주로 스트레스와 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변수로써 사용되고 있다. 장미선, 이정연(2003)의 연구에서는 경제 수준
이 높을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청소년의 연령
이 어릴수록 자신감 수준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우울 정도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임선영 외 3인, 2010; 엄태완, 2008),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수록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
념이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 만일 자기효능감이 낮다면 개인은 일을 수
행하는 데 있어 깊은 몰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
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노력은 지속적인 형태를 띨 것이
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이나 수행해야할
과제의 어려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능력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자
기 조절능력을 상황에 알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Bandura,
1986).
소비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있었는데
(Tonkunaga, 1993; 이필수 2015 연구에서 재인용; Xiao, 2009),
Tonkunaga(1993; 이필수 2015 연구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소가 신용(대출)을 사용하는데 신중한 사용자와
무분별한 사용자를 구분한다고 하였다. Xiao(2009)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심리적 요인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무관련 교육만으로 재무 능력을 향상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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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시장이나 가계 관리 상황으로 자기효능감을 확장해보면, 결
과적으로 재무적 자신감은 재무적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 상황
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Grabowski(2006)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재무적 목표를 성취하는데 지
각된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런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자원, 선택, 자신감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Weaver &
sanders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재무적 목표
나 문제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 자원, 선택, 자신감, 능력에 대해 주관적
으로 인지하고 있는 신념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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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스트레스 수준 및 경험
여부는 어떠한지 탐색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가계의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필 것이다. 또한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이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를 살피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계의 유형별 재무스트레스 경험과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계의 유형별 재무스트레스 경험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계의 유형별 재무스트레스 경험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은 가계의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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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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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 내의 주 재무 의사결정자인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을 경제활동을 하며 동시에 가계 내
에서 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설정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재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가계 구성원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만
큼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나 가계 구성원의 욕구의 준거점이 너무
높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재무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일차적
으로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스트레스는 결
국 소득을 벌어들이고 저축 및 투자 결정 등 경제활동에서 오는 것이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적인 선택을 내려
할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조사와 예비조사 모두 온라인 서베이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를
통해 2018년 8/31부터 2018년 9/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설문의 표집과 응
답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예비조사는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으며, 예비 조사 상에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고 568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도구
1) 설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재무스트레스와 관련 변수 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각 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
- 36 -

하였던 척도들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연구 목적에 맞는
조사대상자를 수집하기 위해 경제활동 여부와 가계 내 재무의사결정 참
여도를 문항을 제시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예,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
게 하였으며, 재무 의사결정 참여도는 0~100% 자기 기입 식으로 응답하
게 하였다.
배경 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부부 재무의사소통, 주관적 경
제지위를 설문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성
별, 거주형태, 자녀수, 가구 구성원수, 최종학력, 직업, 결혼상태, 거주지
규모를 설문했고, 부부 재무의사소통은 5점 리커트로 측정했다. 주관적
경제지위는 사다리 이미지를 제시하고 사다리 꼭대기 부분을 최상의 삶
(10점)으로, 사다리 아랫부분을 최하의 삶(1점) 두고 응답하게 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개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월평균소득, 월평
균생활비, 월평균납입보험료,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저축, 실물자산,
총부채, 금융자산, 투자자산를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재무스트레스와 독립 요인의 관계를 조절변인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재무관리역량을 묻는 문항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묻는 문
항을 제시하였다. 재무관리역량을 묻는 문항은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
능, 재무관리태도로 총 3차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김정현(2011)의 연구
에서 개발된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각 차원별
로 10문항씩 선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했다. 재무관리지식은 O나 X로 응
답자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곳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집 되었으며, 재무
관리기능과 재무관리태도는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다. 재무적 효능감은
역시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으며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재무스트레스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4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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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설문의 구성

주요 변인

척도
예,
아니오
0~100%로
자기기입
5점
리커트
10점
리커트

측정 개념
내용
경제활동 여부를 측정
스크린 경제활동 여부
문항 재무적 의사결정 가계의 재무의사결정에 자신이 어느
참여도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
연령, 성별, 거주형태, 자녀수, 가구
인구통계학적 구성원수,
최종학력, 직업, 결혼상태,
변인
거주지 규모
배경
부부
변인 재무의사소통 부부간의 재무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
경제적 지위가 어디라고
주관적 경제지위 스스로의인지하는지
측정
월평균소득, 월평균생활비,
독립
월평균납입보험료, 월평균부채상환액, 수치 기입
재무
상태
변인
월평균저축, 실물자산, 총부채, 금융자산,
투자자산
재무관리
재무관리지식을 측정
O와 X
지식
재무 재무관리
5점
관리 기능
재무관리기능을 측정
리커트
조절 역량 재무관리
5점
재무관리태도를
측정
변인
태도
리커트
재무적
자신의 재무적 역량에 대한 평가수준을 5점
자기효능감
측정
리커트
맥락에서 주 재무의사결정자가
종속 재무스트레스 재무
5점
의사결정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
변인
리커트
압박감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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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
구
고대균
(2018)
김수린
(2017)
성영애
외(2004)
김정현
(2011)
재구성
이필수
(2014)
재구성
신효연
(2013)
재구성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재무스트레스
재무스트레스는 가계의 주 재무 관리자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와
관련된 재무의사결정을 내릴 때 겪게 되는 압박감, 긴장감, 고통 등에 대
한 주관적 평가이다. 국내외로 재무스트레스를 특정한 연구들은 다수 있
었으나(유을용 계선자, 2002; 신효연, 2013, 김성숙, 2016; 안창희, 2008;
백은영, 2004; Prawitz et al, 2006; 강숙자, 2012; 이지혜 주소현, 2013;
엄태완, 2009), 본 연구에서는 재무상태와 유사하게 소득, 지출, 자산, 부
채의 하위영역을 구분하여 연구한 유을용(2002)의 척도를 이용하여 재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유을용(2002)에 따르면 가계관리자의 재정
스트레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재정 문제는 대체로 소득, 지출, 부채, 자산,
물가, 고용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유을용(2002)과 신효
연(2013)의 연구에서는 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상황에 따른 가
계관리자의 주관적 심리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가계 외부의 경제
지표인 물가나 고용 등의 요소를 제외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재무스트레스 경험을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고자 한다. 재무스트레스를 경
험한 집단은 재무스트레스 및 하위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한 번
이라도 ‘그런편이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응답자들로 구성되어 있
다.
유을용(2002)의 척도는 지출 스트레스 7문항, 자산 스트레스 5문항,
소득 스트레스 5문항, 부채 스트레스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소득 스트레스에서 한 문항을 제외하여 총 20문항으로 재무스
트레스 측정 척도를 구성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재무스트레스의 Cronbach's α
=0.945로 나타났다. 재무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지출 스트레스의
Cronbach's α=0.928로, 자산 스트레스의 Cronbach's α=0.850로, 소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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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의 Cronbach's α=0.861로, 부채 스트레스의 Cronbach's α=0.902로
나타났다. 이는 신효연(2013)의 연구에서 조사된 지출(0.97), 자산(0.92),
소득(0.90), 부채(0.96) 수준보다는 낮으나 0.6 이상이므로 해당 척도의
신뢰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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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재무스트레스 측정 문항
우리 집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월세,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 또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출 이웃, 동료, 친척들의 경조사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트레스 우리 집은 가족의 건강관리 비용 및 질병 치료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내구재(가구・가전제품・자동차 등)의 구입 ž 수리 유지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Cronbach's α = 0.928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어 불안하다.
정기저축이나 곗돈 등을 제때에 낼 수 없어 불안하다.
자산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결혼자금 마련이 부담된다.
스트레스 나의 은퇴 후의 생활이 불안하다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하다.
Cronbach's α = 0.850
소득이 매달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하다.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하다
소득 사업에
소득이 줄어 불안하다.
스트레스 고정적인
우리 집은 현재 소득으로 수지(수입과 지출)를 맞추기 어렵다.
Cronbach's α = 0.861
우리 집의 부채(빚)가 부담스럽다.
또는 회사의 대출금이 부담스럽다.
부채 은행
친척, 동료 등)에게 빌린 돈이 부담스럽다.
스트레스 주변사람(이웃,
지난 한 해 동안 빚이 늘어 걱정스럽다.
Cronbach's α = 0.902
전체
Cronbach's α =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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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한 시점에서 가계가 지니고 있는 재무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최현자 외, 2003). 이러한 가계의 재무적 특성은 소득, 지출, 부채,
자산 등 가계가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게 되는 여러 요소들
을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가계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절대적 수량 방식과 재무 비율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절대적 수
량 방식은 소득이나 지출 등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에 간편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기준점이 없어 비교하기 어렵고 연구자마
다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
다는 단점을 갖는다.
재무 비율은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을 조합한 상대적 측정 방식으로 절
대적 수량 방식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가계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
다. 기존의 재무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은 미국 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
었으나, 최현자 외(2003)에 의해 한국형 가계에 알맞은 재무 비율 지표가
개발되었다. 해당 재무비율 지표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
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로 구성되
어있다. 이 이외에도 재무 비율을 사용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으나(성
영애 외, 2004, 이승신, 2003, 배미경, 2001), 본 연구에서는 최현자 외
(2003)에서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재무 상태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회귀분석을 시행할 때, 다른 응답 값에 비해 단순 지표의 응답 값의 범
위가 넓기에 자연로그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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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재무 상태 측정 문항
세금을 제외한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귀하의 한 달 평균 총 소비 지출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귀하가 매달 지출하는 민영 보험료는 얼마나 되십니까?
(민영보험은 보장성보험, 자동차 보험, 여행자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 등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포함되며,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부채를 갚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 귀하가
귀하는 매월 얼마나 저축하십니까?
상태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투자자산은 얼마입니까?
(금융 투자자산은 펀드ž주식 채권ž국공채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금융 투자자산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수시 입출금식 예금, 예ž적금 등이 있습니다.)
자가를 포함하여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얼마입니까?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보유액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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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관리역량
재무관리역량은 특정한 맥락에서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 재무관리태
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김정현, 2011). 또한 재무관리역량이 여러 재
무관리 영역에 걸쳐 적용돼야 함을 바탕으로 재무관리역량은 수입과 지
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노후설계, 금융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의 6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김정현
(2011)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인터뷰를 통해 문항을 선별하였다. 재무관리지식 척도는 44문항 중
10문항만, 재무관리기능 척도는 40문항 중 10문항만, 재무관리태도는 22
문항 중 10문항만 선별하여 총 30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 재무관리역량의 Cronbach's α 값은 0.711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인 재무관리태도의 Cronbach's α 값이 0.747로, 재무관리기능
의 Cronbach's α 값이 0.872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 3-4> 재무관리역량 측정 문항
재
무
관
리
태
도

문항
비교구매와 계획적 지출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예산만 잘 세워두어도 윤택한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돈을 쓸 때에는 가족의 목표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써야한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매 달 조금씩 갚기만 하면, 부채청산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다.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같이 불안정한시대에 저축을 한다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다.
나는 사실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
적은 액수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Cronbach's α =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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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재무관리역량 측정 문항 (계속)

재
무
관
리
기
능

문항
나는 나의 소득수준과 욕구를 파악해 스스로 예산을 짤 수 있다.
나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비해 비상금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
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액수와 납부시기를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신용을 사용할 때 이자율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신용사용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금융비용 차이를 가늠할 수 있고,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
다.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남으로부터 빌린 돈은 제 때에 갚아낼 수 있다.
나의 신용등급이 낮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금리나 환율변동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예상될 때, 발 빠르게 대처하여 내 재산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나의 위험감수성향(예. 위험회피-위험선호)에 알맞은 상품(예. 정기예금-파생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안을 선택할 때,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충이라도 계산할 수 있다.
Cronbach's α = 0.872

재
무
관
리
지
식

문항
정답률(%)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에는 실질소득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70.6
일반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지출이 모두 가장 큰 기간은
84.5
아이들이 청소년기일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이다.
지출계획을 세울 때, 선택적 지출보다는 필수적 지출에 우선순위를
95.4
두어야 한다.
신용을 이용하면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미래의 소득 흐름에 영향을
79.6
미치지는 않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신용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은
84.5
더 많이 든다.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신용등급도 비슷하다.
66.5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44.9
대신 부채를 갚아주는 제도이다.
①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하는 것과, ②매월 100만원씩 5년을
54.4
저축하는 것, 이 중 더 많은 돈이 모이는 경우는 ② 이다.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될 경우, 장기 금융상품 보다는 단기 금융상품을 선 71.8
택하는 것이 좋다.
자산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놓으면 변동성이 켜져서 위험도도
85.2
높아진다.
재무관리역량 Cronbach's α = 0.838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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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파
생된 것으로 재무 맥락에서 스스로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나,
재무적인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과 관
련된 것이다. 국내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이필수(2014)의 연구에서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Lown(2011)가 구성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Lown(2011)의 척도
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인(General Self-efficacy scale)을 바탕으로
재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6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필수(2014)가 번안한 Lown(2011)의 척도를 바탕으로 재무적 자기효능
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의 계수가 0.6 이상이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는 측정의 신뢰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차경욱 차배근, 2015), 재
무적 자기효능감은 6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으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이 0.376으로 0.6 이하로 나타났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면 나
는 보통 대출을 받는다’ 문항이 제외되었다. 해당 문항을 제외하여 신뢰
도 분석을 재시행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0.663으로 0.6 이상으로 나
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3-5> 재무적 자기효능감 측정 문항
나는 나의 재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때 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려 한다.
나는 재무적 문제에 직면하면 문제 해결에 애를 먹는다.
재무적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면 나는 보통 대출을 받는다.
자기효능감 나는 나의 재무 관리에 자신이 없다.
나는 은퇴 이후 자금에 대해 걱정이 된다.
Cronbach's α = 0.376
문항 제외 시 Cronbach's α = 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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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신뢰계수(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였
다.
둘째, 응답자의 전반적인 재무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지 살피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파악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징과 재무 상태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분
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다.
셋째, 어떠한 응답자가 재무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를 파
악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응답자가 재무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을 조절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절변수와 주요 독립변수 간
에 상호작용 항을 만들고 위계적 방법을 통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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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3-6>와 같다. 먼저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52.3%가 여성이었고, 연령대
로는 50대가 25.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40대 24.5%, 30대 18.7%,
20대 17.6%, 60대 13.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거주의 형태는 자가
가 63.4%로 전세 24.1%와 월세 12.5% 보다 높았다. 자녀수는 64.6%
의 응답자가 2명으로 응답했고 1명이 27.2%, 3명과 4명은 각각 7.5%
와 0.6%를 차지했다. 부부재무의사소통은 3.88점으로 나타나 부부간
의 재무의사소통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구성
원 수는 1인가구가 12.3%로 나타났고 다인가구 중에서는 4인 가구가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인 가구, 2인 가구, 5인 이상 가
구가 뒤를 이었다. 최종학력으로는 대학교 졸이 71.5%로 가장 많았으
며, 직업으로는 사무직이 58.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67.3%는 배
우자가 있는 기혼 상태였고, 주관적 경제 지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
한 사람은 19.9%였으나, 주관적 경제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35.4%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인 57.6%의 응답자가 대도시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재무 상태
조사 대상자 재무 상태와 재무상태 평가지표는 다음 표<3-7>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370.4만원 이었고, 지출은 236.4만
원 이었다. 평균 보험료는 37.7만원으로 나타났고, 한 달 평균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돈은 38.9만원, 저축하는 데 사용하는 돈은 8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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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었다.
금융자산의 경우 6,661.9만원 이었고, 금융자산 중 투자자산은
3642.8만원으로 나타났다. 자가를 포함한 실물자산은 24,692.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총부채는 4634.2만원으로, 총 자산은 31,354.5만원으로 나
타났다. 실물 자산이 총 자산에서 7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가계수지지표에서 미달 유형은 18.1％로 나타났으며, 비
상자금지표의 미달 유형은 17.3%였다. 위험대비지표의 경우 응답자의
22.5%가 미달 상태였으며, 부채부담지표의 경우 미달유형이 전체의
18.5%였다. 성장성 지표 중 저축성향 지표는 미달유형이 38.4%였으
며, 유동성 지표의 경우 미달 유형이 35.9%로 나타났다. 투자성향지표
는 90.0%로 많은 응답자들이 성장성 지표에서는 다소 준거 기준보다
낮은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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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성별
연령

거주
형태
자녀
수
부부
재무
의사
소통
구성
원수

내용
남성
여성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자가
전세

N(%)
271(47.7%)
297(52.3%)
100(17.6%)
106(18.7%)
139(24.5%)
144(25.4%)
79(13.9%)
360(63.4%)
137(24.1%)

M 변수
(S.D.)
- 최종
학력

월세

71(12.5%)

결혼
상태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44.1
(1.31)

-

직업

223(39.3%)
94(16.5%)
223(39.3%) - 주관적
28(4.9%)
경제
2(0.5%)
17(4.5%)
지위
74(19.4%) 3.88
222(%) (0.76)
67(17.5%)
거주지
규모
70(12.3%)
116(20.4%) 149(26.2%)
185(32.6%)
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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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졸 미만
고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전문ž경영ž관
리직
사무직
노동ž생산ž판
매ž서비스직
자영업
미혼
기혼
(배우자
있음)
이혼
사별
1~2점
3~4점
5~6점
7~8점
9~10점
대도시
시단위
중소도시
군단위
소도시

N=568
M
N(%) (S.D.
)
7(1.2%)
90(15.8%)
406(71.5%) 65(11.4%)
98(17.3%)
332(58.5%) 76(13.4%)
62(10.9%)
157(27.6%)
382(67.3%) 20(3.5%)
9(1.6%)
29(5.1%)
172(30.3%) 5.08
254(44.7%) (1.62
106(18.7%) )
7(1.2%)
327(57.6%)
226(39.8%) 15(2.6%)

<표 3-7> 조사대상자의 재무상태

월평균소득
월평균지출
월평균보험료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금융자산
투자자산
실물자산
총부채
총자산
안
정
성
지
표
성
장
성
지
표

M(S.D.)
370.4 (298.13)
236.4 (155.82)
37.7 (34.56)
38.9 (59.04)
81.6 (88.71)
1132.7 (2736.57)
6661.9 (12551.34)
3642.8 (8505.44)
24692.6 (24986.02)
4634.2 (8491.18)
31354.5 (32107.17)

중위 값
300.0
200.0
30.0
14.0
50.0
480.0
2500.0
500.0
20000.0
1000.0
22450.0

단위 만(원)

재무상태
재무비율
준거기준 유형 N(%)
평가지표
103 (18.1%)
가계수지지표
월평균소득/월평균지출
< 0.9 미달
양호 465 (81.9%)
98 (17.3%)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소득
> 1 미달
양호 470 (82.7%)
128 (22.5%)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소득 0< <0.2 미달
양호 440 (77.5%)
105 (18.5%)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소득 < 0.25 미달
양호 463 (81.5%)
218 (38.4%)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 0.1 미달
양호 350 (61.6%)
204 (35.9%)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 0.1 미달
양호 364 (64.1%)
0.05<
미달 511 (90.0%)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1 양호 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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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대상자의 재무관리역량 및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다음의 표
<3-8>와 같다. 재무관리태도의 평균 점수는 37.7점으로 나타났고, 재무
관리기능의 평균 점수는 34.4점으로, 재무관리지식의 평균 점수는 7.4점
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한 재무관리역량은 79.5점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응답의 범주가 상이하고, 재무관리역량의 하위 요인별 설문 문항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원점수를 바탕으로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데
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김정현, 2011).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위 요인별 점수를 0점~100점 사이로 표준화하
는 백분위 점수 법을 사용하여 비교를 가능하도록 했다. 표준화된 점수
를 구하는 식은 다음 식(1)과 같다.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한 결과 재무관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평균은 모두 5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재무관리지식은 73.8점으로
재무관리태도 69.3점, 재무관리기능 61.0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김정
현(2011)의 연구에서도 재무관리지식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재무관리
태도, 재무관리기능이었던 것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서 응답 대상자의 재
무관리지식 수준과 비교했을 때, 재무관리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원점수 기준으로 평균 15.9점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백분위 표준화 점수로는 54.3점으로 나타났다.
<표 3-8>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역량 및 재무적 자기효능감
원점수 M(S.D.) 백분위점수 M(S.D.)
재무관리역량 (20~110점)
79.5(9.31)
66.1(10.35)
재무관리태도 (10~50점)
37.7(5.16)
69.3(12.9)
재무관리기능 (10~50점)
34.4(5.92)
61.0(14.79)
재무관리지식 (0~10점)
7.4(1.63)
73.8(16.30)
15.9(2.77)
54.3(13.87)
재무적 자기효능감 (5점~25점)
 관측값  척도의최저점 
분위표준점수  
척도의최고점  척도의최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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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1)

제 4 장 연구결과
제 1절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스트레스 경험과 수준
조사대상자의 재무스트레스 수준은 다음 표 <4-1>와 같다. 재무스트
레스와 재무스트레스 하위요인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위 요
인별 점수를 0점~100점 사이로 표준화하는 백분위 점수 법을 사용하여
비교를 가능하도록 했다.
전반적인 재무스트레스 수준은 38.0점으로 한국 가계의 재무스트레스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출과 부채 부문에서 스트레
스가 각각 30.1점, 32.6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지만 자산과 소득 부문
의 스트레스는 51.3점, 40.6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은퇴 후 자산관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재무스트레스 경험 유형은 다음 표 <4-2>와 같
다. 높은 수준 스트레스 경험 유형 중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한 응답자가
66.4%로 가장 많았다. 소득 스트레스는 45.1%, 지출 스트레스는 34.2%,
부채 스트레스는 32.0%로 나타나 지출ž부채 스트레스 영역에서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유형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과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은 40.3%로 2 종류 이상의 재
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응답자 집단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출ž
자산(29.2%), 자산ž부채(28.3%), 소득ž지출(23.8%), 소득ž부채(23.4%), 지
출ž부채(2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가계 중 소득과 자산의 영역
에서 복합적으로 동시에 스트레스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가계가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출과 부채의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결국 현재 시점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가 보다,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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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원인 소득과 자산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합적으로 재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종류 이상의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 중 부채를 제외한 소득
ž지출ž자산 스트레스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이 전체의 22.4%로 가장 많았
다. 이는 응답자 가계 중 1/5 이상이 소득, 지출, 자산의 영역에서 복합
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역에
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계는 전체의 16.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재무스트레스 경험 유형을 높은 수준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
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다음 표 <4-3>와 같다.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재무스트레스 및 재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을 측정하
는 문항에서 ‘그런 편이다’나 ‘매우 그런 편이다’의 응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응답자로 구성되어있다.
소득 스트레스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집단은 전체의 45.1%로 나
타났으며, 스트레스 수준은 2.64점으로 보통 이하였다. 이때, 불규칙적인
소득의 크기보다는 현재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소득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지출 스트레스에는 응답자
전체의 34.2%가 경험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인 지출 스트레스 수준은 2.2
점으로 나타나 낮은 모습을 보였다. 주로 공과금이나, 생활필수품, 주거
비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내구재를 수리하거나, 친척, 부모님, 가족과 관
련된 영역에서 지출에 대해 곤란함을 느끼는 것이 지출 스트레스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스트레스는 전체의 66.4%가 한 번이라도
높은 수준을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써, 응답자 가계의 2/3 이상이 스트레
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산 스트레스 경험 수준도 3.05로 다른
영역의 높은 수준 스트레스 경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나, 보유 자산이 적은 경우에 스트레스 수준이 각각 3.35점, 3.32점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부채 스트레스 경험은 2.31
로 낮았으며, 32.0%만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응
답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가계에 빚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이 부채 스트레스의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수준 부채 스
- 54 -

트레스 경험 빈도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재무스트
레스 수준은 2.52점으로 높지 않았으며, 75.7%의 응답자가 스트레스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으로 등록되었다. 이는 가계가 경험하는 재무
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이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상화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 55 -

<표 4-1> 조사대상자의 재무스트레스 수준
원점수 M(S.D.)
백분위점수 M(S.D.)
재무스트레스 (20점~100점)
50.4(14.92)
38.0(18.66)
지출 스트레스 (7점~35점)
15.4(5.75)
30.1(20.53)
자산 스트레스 (5점~25점)
15.3(4.31)
51.3(21.54)
소득 스트레스 (4점~20점)
10.5(3.65)
40.6(22.82)
부채 스트레스 (4점~20점)
9.2(4.04)
32.6(25.27)
<표 4-2> 재무스트레스 경험 유형
N(%)=568(100%)
소득
지출
자산
부채
1 종류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256 (45.1%)
194 (34.2%)
377 (66.4%)
182 (32.0%)
소득+지출
소득+자산
소득+부채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23.8%)
229 (40.3%)
133 (23.4%)
2 종류 135
지출+자산
지출+부채
자산+부채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166 (29.2%)
117 (20.6%)
161 (28.3%)
소득+지출+자산 소득+지출+부채 소득+자산+부채 지출+자산+부채
3 종류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스트레스 (100%)
127 (22.4%)
96 (16.9%)
123 (21.7%)
107 (18.8%)
소득+지출+자산+부채스트레스
(100%)
4 종류
9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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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재무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스트레스경험
소득 스트레스
소득이 매달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하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하다
고정적인 소득이 줄어 불안하다.
우리 집은 현재 소득으로
수지(수입과 지출)를 맞추기
어렵다.
지출 스트레스
우리 집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월세,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 또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웃, 동료, 친척들의 경조사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가족의 건강관리 비용
및 질병 치료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내구재의 구입 ž 수리
유지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2

3

4

5

116 214 141 81 16
88 156 159 125 40
86 181 168 110 23
78 184 186 94 26

경험
집단
97
(17.1%)
165
(29.0%)
133
(23.4%)
120
(21.4%)

27
202 252 87 23 4 (4.7%)
33
244 205 86 30 3 (5.8%)
34
237 199 98 29 5 (6.0%)
116
89 187 176 95 21 (20.4%)
101
109 187 171 84 17 (17.8%)
74
148 208 138 58 16 (13.0%)

N = 568
M 총 스트레스
(S.D.)
경험 집단
2.41
(1.05)
2.78
(1.16) 2.63 256
2.65 (.91) (45.1%)
(1.08)
2.66
(1.05)

1.90
(.85)
1.84
(.90)
1.88
(.93)
2.60 2.20 194
(1.05) (.82) (34.2%)
2.49
(1.05)
2.27
(1.05)
97 2.43
110 204 166 76 21 (15.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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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재무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스트레스경험(계속)
N = 568
자산 스트레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어 36 82 180 202 68 270 3.32
불안하다.
(47.6%) (1.06)
정기저축이나 곗돈 등을 제때에 139 237 145 41 6 47 2.19
낼 수 없어 불안하다.
(8.3%) (.92)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결혼자금 86 114 135 166 67 233 3.02 3.05 377
마련이 부담된다.
(41.0%) (1.25) (.86) (66.4%)
286 3.38
나의 은퇴 후의 생활이 불안하다 30 95 157 199 87 (50.3%)
(1.09)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안 32 92 175 185 84 269 3.35
되어 불안하다.
(47.4%) (1.09)
부채 스트레스
146 2.54
우리 집의 부채(빚)가 부담스럽다. 139 164 119 111 135 (25.7%)
(1.23)
은행 또는 회사의 대출금이 136 167 129 105 31 136 2.52 2.31
부담스럽다.
(24.0%) (1.20) (1.01 182
주변사람(이웃, 친척, 동료 등)에게 237 175 107 33 16 49 1.97 ) (32.0%)
빌린 돈이 부담스럽다.
(8.6%) (1.05)
지난 한 해 동안 빚이 늘어 196 168 125 58 21 79 2.19
걱정스럽다.
(13.9%) (1.13)
2.52 430
총 재무스트레스
(.75) (75.7%)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은 각 부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단 한 번이라도 4. 그런편이다와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응답자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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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무스트레스 경험의 영향요인
재무스트레스 경험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4-4>와 같다.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 및 하위 스트레스 요인의 경험 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지출ž자산ž소득ž부채ž재무스트레스의 모형은 모두 적합하였고,
독립변수는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 22.7%, 21.4%, 22.1%, 40.1%, 21.0%
의 설명력을 가졌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과 경험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 관측 값과 예측값의 차이 분류 정확도는 각각 72.9%, 72.7%,
66.5%, 79.4%, 76.8%로 나타났다.
재무스트레스의 경우 주요 재무 상태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심리적 요인인 주관적 경제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
로의 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가계의 경제적 요소만이 가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심리적 요인이 스트레스
경험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 스트레스의 경우 직업과, 자녀 수, 주관적 경제 지위, 월평균저
축이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무직과 비교했을
때 노동ž생산ž판매ž서비스직과 자영업 직군에 종사할수록 소득 부문에 있
어 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자녀
가 없는 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소득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주관적 경제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소득 스트
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월평균저축이 커질수록 소득 스트
레스를 경험하질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스트레스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경제지위,
월평균소득, 월평균저축, 금융자산으로 나타났다. 스스로의 경제적 지위
를 높게 인식할수록 지출 시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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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을 더
보유하고 있을수록 지출 시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자산 스트레스 경험 여부에는 직업, 주관적 경제지위, 월평균저축, 총
부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업에서는 사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자영업일수록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
성이 낮았다. 주관적 경제지위와 월평균저축의 경우 스스로 경제 지위를
높게 생각할수록, 한 달 평균 저축하고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자산 스트
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의 경우 총부채
액수가 커질수록 자산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
었다.
부채 스트레스 경험 여부의 경우 연령, 자녀수, 월평균부채상환액, 월
평균저축, 총부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자녀수가 3명 이
상일수록 자녀가 없는 가계에 비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이 많을수록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작은 것에 비해 월평균부채상환액과 총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부채 스트
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무 비율을 통해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여러 지표를 모형
에 포함해 어떤 요인들이 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것은 다
음 표 <4-4>와 같다.
절대적 재무 상태와 다르게 재무 비율은 두 개 이상의 재무 상태를
조합하고 지표를 만들어 기준에 미달하여 가계가 재무적으로 위험상태에
놓여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직관적이나 단순한 절
대적 재무 상태와 더불어 복합적인 재무 비율을 사용하여 재무스트레스
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밝힌다면 가계의 재무 상태와 재무스트
레스간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관찰이 가능할 것이다.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 및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의 하위 요인에
재무 비율을 바탕으로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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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출ž자산ž소득ž부채ž재무스
트레스의 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
수의 설명력은 각각 17.9%, 18.1%, 19.7%, 30.5%, 19.4%이었다.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집단과 경험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 관측 값과 예측값의
차이 분류 정확도는 각각 71.5%, 70.1%, 68.8%, 77.3%, 75.9%로 나타났
다.
재무스트레스 경험 수준에는 주관적 경제지위와 비상자금지표가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재무스
트레스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한 결과와 같이 주관적으로
경제지위를 높게 평가하는 집단이 전반적인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에 심리적인 요인이 주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계의 안정성 지표 중 비
상자금지표에 미달할수록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 경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재무지표는
없었으나 절대적 재무 상태와 비슷하게 주관적 경제 지위가 높다고 응답
한 사람일 경우 소득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고, 사무직을 기
준으로 했을 때,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노동ž생산ž판매ž서비스직에 종사할
수록 소득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스트레스 경험 수준에는 주관적 경제지위, 비상자금지표, 저축성
향지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스스로의 경제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지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고, 소득과 관련된 재무 지표인
비상자금지표와 투자성향지표의 경우 미달할수록 지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적을수록 지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
성이 커진다는 결과처럼, 소득이 문제가 된다면 단순히 소득의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거나, 미래 가계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해 지출 상황에 있어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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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스트레스에서는 절대적 재무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무직과 비교
했을 때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주관적 경제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자금지표에 미달한 집단이 비상자금지
표 수준이 양호한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채 스트레스의 경우 절대적 재무 상태와 마찬가지로 연령, 자녀수
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채부담지표와 저축성향지표 역시도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
이 낮았고, 자녀가 없는 가계보다 자녀가 2명, 3명 이상 있는 가계일수록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채부담지표와 저축성
향지표에서 양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집단일수록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스스로의 경제적 지위를 높다고 평가할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스스로의 주관적 경제지위를 높게 평가
할수록 교육비 부담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선
행연구(이지혜 주소현,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절대적 재무 상태에
서는 월평균저축이, 재무지표에서는 비상자금지표가 다양한 스트레스 경
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월평균저축의 경우 저축액이 많을수록
지출, 자산,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비상자금지표에
서 양호기준에 미달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지출, 자산, 재무 영
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컸다.
재무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재무적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경제적 문제에 대해 가계가 어떻게 인
식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 경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의 경우 가구주의 실직과 같은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음 기
의 소득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전기의 소득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경우 소득은 가계에서 예측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심리적 안정감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지 못하
는 데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강숙자, 2012), 이러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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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득은 가계의 재무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반면 저축의 경우 가계가 재무적으로 곤란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자원 역할을 한다. 이는 안창희(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저축 행동은 재무 상황 만족도와 미래준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통해 비상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면 가계의
일시적인 곤란이나 가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놓
였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
며, 이는 곧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거나 비상자금지표가 양호하지 않은 가계는
재무적 곤경이나 압박에 처했을 때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경험할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
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으로 미리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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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재무스트레스 경험 영향요인
재무스트레스
소득 스트레스
지출 스트레스
자산 스트레스
부채 스트레스
高 수준 경험 =1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 -.004
.996 -.012
.988
.012 1.012
.004 1.004 -.036*
.965
성별(남) -.218
.804 -.116
.890
.320 1.377 -.330
.719 -.051
.950
고졸이하 -.117
.889 -.334
.716 -.346
.708 -.498
.607 -.346
.708
최종
학력
대학원졸
.128 1.136 -.158
.854
.034 1.034 -.005
.995 -.008
.992
일
전문경영관리직
-.343
.710
-.133
.876
-.424
.655
-.247
.781
-.311
.733
반 직업 노동생산판매서비스직
.291 1.338 .698 2.010 -.085
.918 -.041*
.960
.366 1.442
적
자영업 -.179
.836 .714 2.041 -.469
.626 -.890
.411
.507 1.660
특
자가소유(자가)
.028 1.029
.088 1.092 -.219
.804
.125 1.133 -.038
.963
1명
.273 1.314
.310 1.363
.014 1.014
.495 1.641
.298 1.347
성 자녀
2명
.274 1.315 .730 2.076 -.180
.835
.065 1.067
.616 1.852
수
3 명 이상
.559 1.749
.115 1.122 -.155
.856
.374 1.453 1.199* 3.316
시단위 중소도시 이하 -.109
.897 -.186
.830 -.122**
.886 -.325
.723 -.031
.970
주관적 경제지위 -.312
.732 -.332
.718 -.183 *
.832 -.351***
.704 -.075
.928
ln월평균소득 -.253
.777 -.343
.710 -.671
.511 -.094
.910 -.210
.810
ln월평균지출
-.229
.796
-.167
.846
-.020
.980
-.076
.927
-.074
.929
재
ln월평균보험료
.065
1.067
-.022
.978
-.018
.982
-.004
.996
.186
1.204
무
ln월평균부채상환액 -.038
.963
.078 1.081 -.041*
.959 -.106*
.900 .245*** 1.278
적
ln월평균저축 -.219
.803 -.210
.811 -.220
.803 -.188
.828 -.328
.720
ln투자자산
.039
1.040
.060
1.062
.055
1.057
.057
1.059
.013
1.013
특
ln금융자산 -.134
.875 -.085
.918 -.154*
.857 -.115
.891 -.083
.920
성
ln실물자산 -.006
.994
.012 1.012 -.027
.974 -.039*
.962 -.032**
.968
ln총부채
.093 1.097 -.024
.976
.078 1.081 .130 1.139 .172
1.187
상수 6.893 985.692 5.568 261.817 5.533*** 252.896 4.883*** 132.042 2.172 8.773
-2Log우도2
543.629
679.400
627.551
630.147***
520.900
Model χ
86.244
102.485
101.826
95.221
191.585
Nagelkerke R2
.210
.221
.227
.214
.401
분류의
정확도
76.8%
66.5%
72.9%
72.7%
79.4%
*p< .05, **< .01, ***< .001, 기준 : 여성, 대졸, 사무직, 자가보유, 자녀 없음, 대도시 거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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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별 영향요인(계속)
高 수준 경험 =1
재무스트레스 소득 스트레스 지출 스트레스 자산 스트레스 부채 스트레스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
연령 -.008
.993 -.008
.992 .007 1.007
.000 1.000 -.039
성별(남) -.111
.895 -.049
.953 .300 1.349 -.212
.809 .186
고졸이하
.120
1.128
-.238
.788
-.120
.887
-.291
.747 -.074
최종
대학원졸 .117 1.124 -.247
.781 -.036
.965 -.023
.977 -.155
일 학력
전문경영관리직 -.529
.589 -.224**
.800 -.519
.595 -.387
.679 -.421
반 직업 노동생산판매서비스직
.377 1.458 .856 * 2.353 .162 1.176
.081 1.085 .334
적
자영업 -.264
.768 .734 2.083 -.389
.678 -.843*
.430 .427
특
자가소유(자가) -.005
.995 .070 1.073 -.301
.740
.005 1.005 -.083
1 명 .055 1.057 .070 1.073 -.234
.791
.317 1.373 .370*
성 자녀
2
명
.185
1.203
.466
1.594
-.379
.684
.009 1.009 .720*
수
3 명 이상 .301 1.352 -.213
.808 -.300
.741
.229 1.258 1.194
시단위 중소도시 이하 -.072
.930
-.145
.865
-.021
.979
-.254
.776 .113
주관적 경제지위 -.338***
.713 -.358***
.699 -.253***
.777 -.365***
.694 -.077
가계수지지표(미달) .361* 1.435 .271 1.311 .063** 1.065
.426 1.531 .150
비상자금지표(미달) .845 2.329 .376 1.457 .734
2.084 .701* 2.015 .517
재
위험대비지표(미달) -.074
.928 .049 1.050 -.097
.908 -.226
.798 .051
무
부채부담지표(미달)
.619
1.856
.035
1.036
.153
1.165
.196
1.217
1.335***
**
비
저축성향지표(미달) .614 1.849 .404 1.498 .783
2.188
.447 1.563 1.039***
율
유동성지표(미달) .073 1.075 .045 1.046 -.051
.951
.009 1.009 .268
투자성향지표(미달) .361
1.435
.008
1.009
-.019
.981
-.008
.992 -.306
상수 2.575*** 13.126 1.430* 4.179 .212 1.236 2.662*** 14.329 .140
-2Log우도2
550.697
691.481
650.672
646.080
573.027
Model χ 2
79.175***
90.405***
78.706***
79.289***
139.458***
Nagelkerke R
.194
.197
.179
.181
.305
분류의
정확도
75.9%
68.8%
71.5%
70.1%
77.3%
*p< .05, **< .01, ***< .001, 기준 : 여성, 대졸, 사무직, 자가보유, 자녀 없음, 대도시 거주
∴ 지표 : 산출식(양호기준) - 가계수지지표 : 월평균소득/월평균지출( < 0.9),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지출( > 1),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소득 (0 < < 0.2)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소득( < 0.25),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 0.1),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 > 0.1)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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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재무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
재무스트레스 경험은 가계의 주 재무 관리자가 지출ž자산ž소득ž부채와
관련된 재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있어 발생하는 압박감이나 부담을 적절
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관적인 고통이나 압박감을 느낄 때 발생
한다. 이때, 비슷한 재무 상태나 개인적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라도 스
트레스 경험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파악해 보기위해 위계적 방법을 통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자가소유여부, 자녀수, 거
주지역규모, 주관적 경제지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생성되는 상호 작용 항
을 평균중심화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1. 재무관리역량의 조절효과
재무관리역량이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 간에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
지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재무관리역량은 개인의 재무적 특성이 지출ž자산ž부채 스트레스 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Model의 설명력은 Model 1보다 Model 4에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월평균저축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때, 재무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월평균저축이 많
은 집단에서 지출 스트레스 및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하
는 폭보다 월평균저축이 적은 집단에서 지출 스트레스 및 부채 스트레스
를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폭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재
무관리역량은 부채 스트레스 경험과 월평균 소득이 갖는 부적 영향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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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무관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비상자금지표와 투자성향지
표의 기준을 충족시킨 집단에서 지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의 폭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스트레스에서는 재무관리역량이 높을
수록, 비상자금지표에 미달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을 완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스트레스에서는 재무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부채부담지표의 기준을 충족시킨 집단에서 지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
성의 폭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적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써 심리적인 요인으
로 재무스트레스에 작용한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지출ž자산ž부채ž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투자자산이 많아질 때 지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
이 높아지는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산을 잘 관
리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평가할 경우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 스트레스 경험
에는 우선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저축액 및 월평균부
채상환액이 많은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폭보다
월평균저축액 및 월평균부채상환액이 적은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되는 폭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의 경우 재무
적 자기효능감이 총부채가 늘어날수록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스트레스에서도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총부채와 재무스트레스 경험의 정적인 관계를 완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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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부채 스트레스 경험과 월평균소득의 부적인 관계를 재무
적 효능감이 강화하고 있었다. 동시에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월
평균 저축이 많아질 경우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성
향지표에 미달하는 집단에서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결
전반적으로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스트레스 경험
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스트레스에 가계가
직면했을 때,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스트레스 수준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 월평균 저축은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에서 방향성을 강화하거나, 방향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아닌 대립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조절요인이 증가할 때, 독립요인
이 높은 수준인 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 종속변수, 즉 스트레스
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월평균저축의 경우 지출ž자산ž부
채 스트레스 경험과 관계가 있었는데, 다른 변수와는 다르게 각 조절요
인의 효과가 높아질수록 저축이 큰 사람들보다 저축이 적은 사람들의 스
트레스 경험 가능성이 감소하는 크기가 더 컸다. 이는 기존에 상대적으
로 월평균저축액이 높아 어느 정도 외부적인 충격에 대비가 되어있는 사
람들 보다, 월평균저축액이 적어 대비가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재무관리
역량이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효율적으로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재무스트레스와 각 하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가계에서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재무 요인의 상태를 개선하
려는 노력과 함께, 내적인 자원인 재무관리역량이나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내외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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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재무적 특성과 재무스트레스 경험 수준의 관계에서 재무관리역량 및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경험집단 = 1
지출(B)
부채(B)**
재무(B)
지출(B)
연령
-.043
성별(남)
.466*
고졸이하
최종학력
(대졸)
대학원졸
전문경영관리직
통 직업
제 (사무직) 노동생산판매서비스직
자영업
변
자가소유(자가)
수
1명
자녀수
2명
(0명)
3 명이상
1.498*
거주지역(시단위 중소도시이하)
주관적 경제지위
-.174**
-.209*
ln월평균소득(A)
-.768
-.498
-.865**
ln월평균지출(B)
ln월평균보험료(C)
독
ln월평균부채상환액(D)
.331**
립
ln월평균저축(E)
-.178
-.248
변
ln투자자산(F)
.044
수
ln금융자산(G)
ln실물자산(H)
*
ln총부채(I)
.188
.206
조절요인 (M) -.083***(M1) -.093***(M1)
-.082(M2)
-.077***(M2)
**
조절요인*ln월평균소득 (M)*(A)
-.112
조절요인*ln월평균지출 (M)*(B)
조절요인*ln월평균보험료 (M)*(C)
조절요인*ln월평균부채상환액 (M)*(D)
조절요인*ln월평균저축 (M)*(E)
.023*
.043**
조절요인*ln투자자산 (M)*(F)
-.007*
조절요인*ln금융자산 (M)*(G)
조절요인*ln실물자산 (M)*(H)
조절요인*ln총부채 (M)*(I)
-.019*
-2Log우도
568.468***
468.555***
475.151***
557.985***
2
Model2 χ
160.909
243.930
154.721
171.392
Nagelkerke
R
(
ΔModel1->4)
.341(.228)
.488(.384)
.356(.229)
.360(.247)
*p< .05, **< .01, ***< .001 M1 : 재무관리역량, M2 : 재무적 자기효능감
- 69 -

자산(B)

부채(B)*
-.038

-.747*
-.885**
-.502****
-.289

1.573*

-.133

-.546

-.283
-.219*

.325**
-.256

*
.226
-.075***(M2)
-.045*

*
.164
-.068***(M2)
-.080**

.042****
.025

.020*

-.021**
556.630***
168.739
.356(.218)

470.016***
242.469
.486(.382)

<표 4-5> 재무적 특성과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의 관계에서 재무관리역량 및 재무적 효능감의 조절효과(계속)
경험집단 = 1
지출(B)
자산(B)
부채(B)**
부채(B)**
연령
-.038
-.041
성별(남)
고졸이하
최종학력
(대졸)
대학원졸
전문경영관리직
통 직업
노동생산판매서비스직
제 (사무직)
자영업
-.824
변
자가소유(자가)
수
1명
자녀수
2명
820**
.821**
(0명)
3 명이상
1.449
1.521
거주지역(시단위 중소도시이하)
주관적 경제지위
-.197**
-.353
가계수지지표(미달)(A)
.177
**
안전성
비상자금지표(미달)(B)
.768
.555
독
위험대비지표(미달)(C)
지표
립
***
***
부채부담지표(미달)(D)
1.556
1.503
변
저축성향지표(미달)(E)
713*
1.032***
1.053***
성장성
수
유동성지표(미달)(F)
지표
투자성향지표(G)
.424
조절요인 (M) -.202***(M1)
-.069*(M1)
-.150**(M1)
-.081**(M2)
*
조절요인*가계수지지표 (M)*(A)
.058
안전성
조절요인*비상자금지표 (M)*(B)
.058*
-.071*
조절요인*위험대비지표 (M)*(C)
지표
조절요인*부채부담지표 (M)*(D)
.076**
조절요인*저축성향지표 (M)*(E)
성장성
조절요인*유동성지표 (M)*(F)
지표 조절요인*투자성향지표
(M)*(G)
.126*
-2Log우도
587.693***
631.904***
533.293***
525.046***
2
Model χ 2
141.685
93.465
179.192
187.439
Nagelkerke
R
.305
.210
.379
.393
Δ Nagelkerke R2(Model 1 -> 4)
+.192
+.072
+.275
+.289
*p< .05, **< .01, ***< .001, M1 : 재무관리역량, M2 : 재무적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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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부호 요약
스트레스
조절 상호
조절변수 경험
독립변수
여부
변수 작용항
지출
스트레스
월평균저축(-)
+
절 재무관리
월평균소득(-)
대 역량 부채 스트레스 월평균저축(-)
+
지출
스트레스
투자자산(+)
적
월평균소득(-)
월평균부채상환액(-)
+
재 재무적 자산 스트레스 월평균저축(-)
+
무 자기효능감
총부채(+)
상
부채 스트레스 월평균소득(-)
월평균저축(-)
+
태
재무스트레스 총부채(+)
비상자금지표(+)
+
재 재무관리 지출 스트레스 투자성향지표(+)
+
무 역량 자산 스트레스 비상자금지표(+)
부채 스트레스 부채부담지표(+)
+
비
율 재무적 부채 스트레스 저축성향지표(+)
+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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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떤 재무적, 일반적 특징을 지닌 한국 가계가 재무스트레
스 및 부문별 재무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며, 재
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
감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재무스트레스는 가계
가 재무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나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
무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런 재무적 압박감
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가계는 부정적 재무스트레스(Financial
Distress)를 경험하게 되는데, 경제적 부문의 스트레스 경험은 신체 내외
로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계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금융 상품투자의 증가 및 복잡 다각화와 더
불어 저성장시대로 한국경제가 들어서게 되어 한국 가계에 가해지는 선
택의 압박감이 증가하며,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환경적으로 완화될 가능성보다 고착화나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계 내에서 주로 재
무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상을 바탕으로 어떤 요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또한 그런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요인들
이 어떤 방향으로 조절하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568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경험한 재무스트레스와 일반
적 특성, 재무적 특성, 재무관리역량 수준,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대
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66.4%가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소
- 72 -

득 스트레스가 45.1%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지출 스트레스(34.2%)
와 부채 스트레스(32.0%)는 자산과 소득 스트레스에 비해 스트레스를 경
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또한 지출ž자산ž소득ž부채의 하위 부문
에서 단 한 번이라도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분류된 가계는 75.7%로 나
타나, 대다수의 한국 가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것
이다.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 중 2 종류 이상의 하위 부문 스트
레스를 경험한 집단은 지출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가장
많았고, 3 종류 이상의 하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은 부채를 제외한
소득 지출 자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가장 많았다.
둘째, 한국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스트레스 수준은 백분위 표준화한
결과 38.0점으로 높은 정도는 아니었다. 재무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살펴
본 경우 지출 스트레스(30.1점)와 부채 스트레스(32.6점)는 재무스트레스
평균보다 낮았으나, 자산 스트레스(51.3점)와 소득 스트레스(40.6점)는 재
무스트레스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한국 가계가 자
산과 소득 부문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압박감이 전반적인 재무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재무스트레스 부문별로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개인적, 재무적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해본 결과 재무스트레스 경험 여부에는 주관적 경
제지위, 비상자금지표가 영향을 미쳤는데, 주관적 경제지위를 높게 평가
할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았으나, 비상자금지표의 양호기준
을 미달한 집단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 스트레스
경험 여부에는 직업, 자녀 수, 주관적 경제지위, 월평균저축이 영향을 미
쳤다. 사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동·생산·판매·서비스직과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주관적 경제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월평균 저축액이 높을수록 스트레
스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출 스트레스 경험 여부에는 주관적
경제지위, 월평균소득, 월평균저축, 금융자산, 비상자금지표, 저축성향지
표가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경제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월평균소득,
월평균저축, 금융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비상자금지표와 저축성향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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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할수록 지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산 스트
레스 경험 여부에는 직업, 주관적 경제지위, 월평균저축, 총부채, 비상자
금지표가 영향을 미쳤다. 사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영업에 종사할수
록, 주관적 경제지위가 높을수록, 월평균저축액수가 높을수록 자산 스트
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비상자금
지표에 미달한 가계일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채 스
트레스 경험 여부에는 연령, 자녀 수,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저축, 총
부채, 부채부담지표, 저축성향지표가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컸으나, 자녀수
가 3명 이상일수록, 월평균 부채상환액이 클수록, 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부채부담지표와 저축성향지표에서 미달할수록 부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컸다. 월평균저축과 주관적 경제지위는 부채 스트레스를 제외
한 부문의 스트레스에서 모두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 재무지표들의 영향력을 조
절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무관리역량
은 지출, 자산, 부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재무관
리역량은 지출 스트레스와 월평균저축, 부채 스트레스와 월평균저축 간
의 관계에서 완화효과를 보였고, 부채 스트레스와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
는 강화효과를 보였다. 또한 재무 비율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재무관리역량이 조절하는지 탐색한 결과 자산
스트레스와 비상자금지표 미달의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재무관리역량은 지출 스트레스와 비상자금지표 미달집단, 투자성향지
표 미달집단의 관계와 부채 스트레스와 부채부담지표 미달집단의 관계에
서는 대립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지출, 자산,
부채, 재무스트레스에 있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지출 스트레스와 투자자산이 갖는 정적인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자산 스트레스와 월평균소득의 부적 관계를 강화했다. 재무적 자기
효능감은 월평균부채상환액과 월평균저축이 자산 스트레스와 갖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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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에서는 대립효과를 나타내었다. 동시에 자산 스트레스와 총부채
가 갖는 정적인 관계를 완화하였다. 부채 스트레스에서 재무적 자기효능
감은 월평균소득이 부채 스트레스와 갖는 부적인 관계를 강화하였고, 월
평균소득이 부채 스트레스와 갖는 부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대립효과를
보였다. 또한 저축성향지표에 미달한 집단이 부채 스트레스와 갖는 정적
인 관계에서 대립효과를 보였으며, 재무스트레스와 총부채의 정적인 관
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
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재무적 요인들이 재무스트레스 및 하위요인에 미
치는 영향을 일정한 방향으로만 조절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재무적 요
인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재무관리역량이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대
립효과를 보인 요인들은 해석 시 해당 요인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
로 나누어 해석하였는데, 이는 결국 재무관리역량이나 재무적 자기효능
감이 전체 집단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집단 안에서 재무적
자원의 양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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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계가 재무스트레
스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인 재무 상
태나 재무 비율을 통해 복합적인 가계의 재무 상태를 측정하고 어떤 특
성을 지닌 가계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재무 지표뿐만 아니라 재무비율지표를 분석
모델에 포함해 보다 복합적으로 재무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
계의 재무 상태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렇듯 복합적으로 어떤 요인
들이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특정 재무적 상태
에 놓여있거나, 특정 재무적 문제가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데 있어 보다 더 심도 깊은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분석결과 월평균저축이나, 비상자금지표와 같이 가계가 재무적
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
거나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재무스트레스도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곤경에 처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경
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마
련되어 있는 경우 재무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가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
한 일정 수준의 금액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가계 차원에서는 비상자
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서는 소비자 교육을 통해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집단에 대
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반면 소득이나 가계수지지표의 경우 재무 상태를 평가할 때 가
장 중요한 지표이나, 소득이 지출 스트레스 경험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외에는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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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 증가나 가계수지의 조정이 재무스트레스
경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
레스는 Lazarus와 Launer(1978)의 연구에서처럼 개인의 역량에 비해 외
부의 자극이 크거나 정보가 과다 공급될 때 발생하는 압박감이나 불안감
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것이다.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
은 불확실성을 예측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기에 가계의 소득이 급
격하게 적어지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
닌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재무나,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소비자에게 심리 상담이나, 재무 코칭을 실행함에 있어 소득의 증
가나 지출과 소득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를
권장하는 것도 좋으나,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재무관리역량이나,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기르거나 미리 경제적 충
격에 대비해 둘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주관적 경제지위는 재무스트레스 및 하위 부문에 있어 스트레
스와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스스로의 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한다
고 해서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요인이기에 과도하게 스스로의 경제지위를 낮게 평가해서 스트레스를 경
험하지는 않아야 한다. 스스로의 경제적 지위를 과도하게 낮게 평가한다
면,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심리적으로 더
허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자신의 재무 상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력을 재무적 자기효
능감과 재무관리역량이 어떤 방향으로 조절하는지 탐색한 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역량에 따라 조절의 방향이 강화, 완화,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적 특성과 재무스트레스 및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
상이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재무
관리역량이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전체 집단이나 전체 집단 중 부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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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라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비
슷한 재무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충분한 재
무관리역량이 존재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신념이 존재한다면,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결
과적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지출, 자산 및 부채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변
화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개인의 재무 상태가 재무스트레스 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폭을 재무적 자기효능감 및 재무관리역량으로 적절하게
해소한다면 재무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보다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상
태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부채상환
액, 총부채 규모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계는 스스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탈피할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에서
도 지역상담센터와 연계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취
약계층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재무스트레스와 관련된 후속연구 진행할 때, 단순히 재무
상태나 개인의 일반적 특성 이외의 요인들 중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요인이기
에 재무적 자기효능감 이외에 사회적 지지나 부부의사 재무의사 소통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연구를 수행함에 중요
할 것이다.
둘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어 예상과는 다르게 효과의 방향
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는 자료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전에는 전 집단에 대해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역량
이 동일한 재무 상태에 놓여있을 때,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을 낮춰
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경험
가능성을 감소시켜주긴 했으나,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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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되는 폭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재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재무
상태에 대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서는 개인의 재무스트레스가 어떤 요인
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측정의 단위를 개인으로 한정하였
다. 또한 분석 시에도 가계 전반의 재무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개인의 재무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무스트레스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
하는지 살폈다. 허나,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개인은 가계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고, 공동의 지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을 분배하게 된다. 그러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가계 전체를 측정 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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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Part 0. Screening Question
※ 본 설문에서 재무 의사결정자란 가계 내에서 재무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재무적 행동 (저축, 투자, 차용, 보험 구매 등)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구성원을

설문내용

No.

1.

2.

의미합니다.

비고
② 아니오로
응답한 응답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귀하께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귀하께서는 귀댁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셨습니까? 자신이 참
여한 정도를 100% 내에서 자유롭게 평가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100, 배우자와 같이 상의해서 의사결
정을 하면 50 등)
(_______)%

연구대상 :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이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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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한 대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

○ 설문 문항을 꼼꼼히 읽고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내용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대학교졸(중퇴포함) ④ 대학원졸(중퇴포함)

비고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문ž경영ž관리직 ② 사무직 ③ 노동ž생산ž판매ž서비스직 ④ 자영업 ⑤ 그 외기타
5 귀하의 거주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6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배우자 있음) ③ 이혼 ④ 사별
6-1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③ ④ 만
6-1로 이동
①의
경우
6-2로 이동

6-2

몇 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6-3 배우자와 가계의 재무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시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7

아래의 사다리가 귀하의 가계의 경제지위를 나타낸다고 상상하고
응답해주세요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경제적으로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다리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다리 옆의 O에
V표시 해 주세요

8

귀하의 가구 구성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을 포함)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9 귀하의 거주지역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대도시 ② 시단위 중소도시 ③ 군단위 소도시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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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문항중
②번으로 답
한
사람만
응답

○ 꼼꼼히 읽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o.
1.

2.

3.

4.

5.

6.

설문내용
세금을 제외한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________만원
귀하의 한 달 평균 총 소비 지출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________만원
귀하가 매달 지출하는 민영 보험료는 얼마나 되십니까?
(민영보험은 보장성보험, 자동차 보험, 여행자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 등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포함되며, 저축성보험, 연금보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________만원
귀하가 매월 부채를 갚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___만원
귀하는 매월 얼마나 저축하십니까?
________만원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투자자산은 얼마입니까?
(금융 투자자산은 펀드ž주식 채권ž국공채 등이 있습니다)
________만원
귀하가 금융 투자자산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7.

8.

9.

(수시 입출금식 예금, 예ž적금 등이 있습니다.)
________만원
자가를 포함하여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얼마입니까?
________만원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보유액은 얼마입니까?
________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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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문항을 꼼꼼히 읽고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설문내용
비교구매와 계획적 지출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예산만 잘 세워두어도 윤택한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돈을 쓸 때에는 가족의 목표에 맞게 우선 순위를 정하
고 그에 따라 써야한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매 달 조금씩 갚기만 하면, 부채청산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다.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같이 불안정한시대에 저축을 한다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다.
나는 사실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
적은 액수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나의 소득수준과 욕구를 파악해 스스로
예산을 짤 수 있다.
나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비해 비상금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액수와 납부시기를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신용을 사용할 때 이자율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신용사용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금융비용 차이를 가늠할 수
있고,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남으로부터 빌린 돈은
제 때에 갚아낼 수 있다.
나의 신용등급이 낮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금리나 환율변동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예상될 때,
발빠르게 대처하여 내 재산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나의 위험감수성향(예. 위험회피-위험선호)에
알맞은 상품(예. 정기예금-파생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안을 선택할 때,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충이라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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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별로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설문 문항을 꼼꼼히 읽고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다고
생각하면 O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X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No.
1
2

3

4

설문내용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에는 실질소득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지출이 모두 가장 큰 기간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일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이다.
지출계획을 세울 때, 선택적 지출보다는 필수적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신용을 이용하면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미래의 소득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신용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은 더 많이 든다.
6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신용등급도 비슷하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5

7

8

9
10

부채를 갚아주는 제도이다.
①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저축을하는 것과, ②매월 100만원씩 5년을 저축
하는 것, 이 중 더 많은 돈이 모이는 경우는 ② 이다.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될 경우, 장기 금융상품 보다는 단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산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놓으면 변동성이 켜져서 위험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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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 설문 문항을 꼼꼼히 읽고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o.

1.
2.

3.

4.
5.
6.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않다

편이다

7.

8.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2.
23.

편이다

그렇다

보통

그런

매우

이다

편이다

그렇다

대출을 받는다
나는 나의 재무 관리에 자신이 없다.
나는 은퇴 이후 자금에 대해 걱정이 된다.

설문내용
우리 집은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월세,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 또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웃, 동료, 친척들의 경조사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가족의 건강관리 비용 및 질병 치료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은 내구재(가구・가전제품・자동차 등)의

불안하다.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결혼자금 마련이 부담된다.
나의 은퇴 후의 생활이 불안하다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하다.
소득이 매달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하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하다
고정적인 소득이 줄어 불안하다.
우리 집은 현재 소득으로 수지(수입과 지출)를

맞추기 어렵다.
우리 집의 부채(빚)가 부담스럽다.
25. 은행 또는 회사의 대출금이 부담스럽다.
주변사람(이웃, 친척, 동료 등)에게 빌린 돈이
27.

이다

애를 먹는다.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면 나는 보통

24.

26.

매우

계획을 유지하려 한다.
나는 재무적 문제에 직면하면 문제 해결에

구입 ž 수리 유지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어 불안하다.
정기저축이나 곗돈 등을 제때에 낼 수 없어
15.

그런

나는 나의 재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때 나는 기존

○ 설문 문항을 꼼꼼히 읽고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o.

보통

부담스럽다.
지난 한 해 동안 빚이 늘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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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않다

편이다

Abstract

A Study on Consumer's
Financial Stress Experience and
Influencing Factor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y and
Financial Self-Efficacy
WooJin, Jung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whole lifetime, Households should manage its earning,
find new source of income, manage its assets, save some part of
income or do borrowing for maintain the constant consumption level.
Through many types of financial managing action, household choose
one alternative selection which is the most fit for own economic
status. With choosing one option, household may feel the subjective
pressure or be put into financial difficulties. unless the financial
difficulties are solved well, the household will experience th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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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As financial stress is a part of psychological factor, it could be
occurred by many kinds of causes. If household cannot afford to
meeting the desirable consumption level or instability of future
income or increased uncertainty of assets by increasing percentage of
investment assets or don't have any ability to sol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e financial stress could be occurred. Essentially, stress
is caused by a combination of anxiety, threats, and frustration, which,
if not adequately addressed, could be a barrier to rational decision
making, in extreme cases, physical and mental pain, and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overall household welfare.
While the research on these financial stress is ongoing,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o pay attention to what factors are acting as the
stress source for the financial stress and how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is adjusted based on the overall financial condition or financial
ratio. Financial stress is primarily directly related to financial
condition and, if there are sufficient internal resources to cope with
financial problems, consumers may not experience financial stress
even if the objective financial situation is unstable. Therefore,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all financial status
and financial stress, and how internal resources,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and financial self-efficiencies, control these relationships.
Financial stress is a subjective assessment of the pressure,
tension, and pain that a household's main financial manager feels
when making financial decisions regarding income, expenditure, assets
and liabilities, or when there is a lack of resources to escape from
financial problems. Based on this definition, we looked at what
personal and financial factors led households to experience financial
stress. [Study Question 1] analysed the overall financial stress level
- 101 -

of a household and what sub-factor a household experiences stress.
[Research Question 2] analysed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experience of financial stress. [Study Question 3]
identified whether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s on the experience of
financial stress is adjusted due to their financial management abilities
and financial self-efficacy.
In this study, it involved economic activities in the 20s and 60s,
and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568 subjectives who answered
themselves as a main financial decision makers within the household,
and found that 75.7 percent, or 430 respondents, experienced financial
stress at least once. According to the sub-categories, 66.4 percent
experienced asset stress, 54.1 percent experienced income stress, but
more than 34.2 percent experienced expenditure stress or 32.0 percent
experienced debt stress. This indicates that the vast majority of
households experience financial stress and, primarily, experience
financial stress in the area of assets or income.
In addition, the subjective economic status, the below standard of
emergency-fund index affect financial stress. Job, the number of
children, the subjective economic status, monthly saving affect income
stress. Spending stress experience is effected by the subjective
economic status, monthly income, monthly saving, financial assets, the
below standard of emergency-fund, the below standard of propensity
to investment index. Asstes stress experience is effected by the age,
the number of children, monthly debt-redemption, monthly saving,
total debt, the below standard of emergency-fund index, the below
standard of propensity to investment index. The higher the subjective
economic status, the less likely it was to experience financial and
financial stress sub-factors, excluding debt stres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maller the monthly average savings or inco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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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r the monthly average debt repayment or total liability, the more
likely it is to experience financial stress than the group that satisfied
the index.
At last, financial management abilities and financial self-efficacy
have an negative relationship with financial stress experience.
Financial management abilities and financial self-efficiencies were
each affected by the stress of expenditure, assets, debt and the stress
of expenditure, assets, debt and financial stress. However, these
adjustments did not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factors
and financial stress and sub-factors in a certain direction. In
particular, if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or financial
self-efficiencies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state, it was seen that, ultimately, the
direction in which the financial stress was not experienced, but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xtent of the reduction in financial
stress between groups that had a lot of that financial factor and
those who did not.
Suggestions to pres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stress experienced by households has been
found to be more relevant to shortage of resources to resolve the
difficulties such as income or emergency funds than expectable
shortage of household income or household's balance, unless there is
a sudden change.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will always be
necessary for the household itself to prepare enough emergency funds
to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crisis that will be faced in the
future, or to develop a habit of setting aside a lump sum of money.
Second, when implementing psychological counseling or financial
coaching for household who has experienced stress, due to an
individual's financial or economic factors, it would be bett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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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or financial self-efficacy, an
internal resource that can positively relieve stress rather than
encourage an increase in income or a way to rebalance household
balance. Third, instead of being frustrated and too pessimistic when
stressed in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strive to create a
positive psychological mechanism. Finally, it is thought that the
government will need to provide support not only for households
experiencing financial stress, but also for improving psychological
conditions to escape from the current stress situation.
Keyword : Financial Stress, Financial status, Financial
Magement ability, Financial Self-efficacy
Student Numebr : 2017-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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