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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바람직한 금

융행동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토대로 아동대

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적용

한 후, 해당 프로그램이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 형성에 긍정적

인 효과를 주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아동

에게 필요한 8가지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선정한 뒤, 6가지 개인

재무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8차시로 구성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준실험설계-비동등형 통제집단설계’를 

따랐으며,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실행을 위해, 서울 소재 사립도서관 

1곳과 인천 소재 사립도서관 3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아동 27명을 표집한 뒤, 8월 10일부터 11월 20일 사이의 기간 동안 개

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실행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효과평가

를 위해,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에 참여한 

아동 중, 분석 자료가 적절하게 수집된 15명의 아동의 결과 자료를 실

험집단의 분석 자료로, 서울, 경기, 강원권 지역에 거주하며, 실험집단과 

유사한 학년 구성을 가진 15명의 아동에 대한 결과 자료를 통제집단의 

분석 자료로서 채택한 뒤, 총 30명에 대해 SPSS 25.0 Windows용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교육효과를 통계적으

로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평

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치기

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의미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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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8가지 개인재무관

리 영역별 가치로서 돈 벌기 영역에서 성실과 감사의 가치,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의 가

치, 돈 쓰기 영역에서 정직과 절제의 가치,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의 가

치,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를 최종적인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로서 선정하였다.

  둘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정된 8가지 아

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기반으로, 8차시의 개인재무관리 영

역별 내용체계 및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목표를 선정하였으며, 가치

탐구 학습과정과 스토리텔링 교육방법을 적용한 뒤, 교육내용과 활동을 

채택하여 총 8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돈 벌기 영역에

서 성실과 감사의 가치,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의 가치, 돈 쓰기 영역에서 정직과 절제의 가

치,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의 가치,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8차시의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셋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들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8가지 가치 성향이 통

제집단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본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필요한 

8가지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성향 증진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들은 인지적 차

원, 정의적 차원, 심동적 차원의 가치 수준에서도 통제집단 아동들보다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므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질적평가 결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아동들은 인

지적 차원에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중, 돈 벌기 영역에서 성실의 

가치, 돈 벌기 영역에서 감사의 가치,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에 대한 가치,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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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목표의 성취를 보였고, 이 외에도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에 대한 가치

를 형성하기 위한 학습목표의 일부 성취와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 형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적 

차원에서도 실험집단의 아동들은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에 대한 가치,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를 기르기 위해 수립한 학

습목표의 성취를 보였고, 이 외에도 돈 벌기 영역과 관련하여 감사의 가

치가 향상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심동적 차원에서도 실험집단의 아동들

은 돈 벌기 영역에서 감사의 가치,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의 가치,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

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학습목표가 성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외에도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과 돈 벌기 영역과 관련하여서도 긍

정적인 행동이 나타났으며, 경제 및 금융 관련 서적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독서 실천 행동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 정

의, 심동적 차원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형성에 전체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들은 본 프로그램을 접하기 이

전에 별도로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지만, 교육을 받

은 이후 8가지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수준에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아동의 어린 시절에 이루어져야 할 가치에 대

한 내용을 다루는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성향이 정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비롯하여 행동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둘째, 부모대상 질적평가 결과, 아동들에게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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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양적평가 결과에서 실험집단 아동에

게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에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가 증진된 결

과를 뒷받침하고 확증해 주며, 이를 통해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

램이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인재무

관리 영역별 가치를 함양시켜 주는 데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자녀들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가 긍정적으로 증진될 수 있

었던 요인으로서, 부모들은 각 차시 주제별로 제시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내용과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 흥미로운 활동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구체적 조작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 수준에 효과적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금융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구

성하고 적용할 때, 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받은 후에 나타난 자녀들의 긍정적인 측

면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변화로 인해, 참여집단 아동들의 부모들

은 만족과 함께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했고, 자

녀가 계속적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 언급된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과 함께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신의 습관 개

선뿐만이 아니라, 자아중심성을 벗어나 타인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차

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형성시켜 주는 금

융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계속되는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이 돈을 버는 것과 관

련하여 성실한 근로태도를 형성하고, 돈을 버는 수고에 대해 감사하며, 

돈을 빌리기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신용태도를 갖고, 돈을 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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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성 있는 저축태도를 기르며, 돈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정직하고 절제하는 소비태도를 갖고, 돈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 

준법의 가치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며, 돈을 나누는 것과 관련하

여 타인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력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육적 장점을 가지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가정과 학교 내외의 다양한 금융교육 현장에 보급하여 활성

화시키면, 아동기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바람직한 금융행동을 

형성시켜 주는 금융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에 아동이 함양해야 할 가치에 대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성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프

로그램의 향후 활용 방안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를 

통한 가정교육 내용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실과 수업 및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시ᆞ도ᆞ구

청별 국공립 및 사립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양 프로그램으로, 지

역 아동복지센터의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 지역 건강가

정지원센터의 상시운영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평생학습센터의 아동대

상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아동대상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자신과 가정,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학교 밖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국공립 및 사립 기관 및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역 센터들이 서로 협조하여 금융교육 연계 체계를 더 확장함으

로써, 아동이 금융교육을 접할 수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조력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자와 학습자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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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판단 

및 선택에 대한 사고력을 증진시켜 주는 금융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이를 

통해 공감과 참여,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균형 있고 긍정적인 개인재무관

리 영역별 가치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

용을 담은 지도안, 또는 지침교재의 광범위한 보급이 필요하다. 구체적

인 방법으로, 학교나 학교 밖의 지역사회 교육 현장을 통해 부모와 교육

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교류 싸이트나 카페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교육과 관련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현장을 통해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어린 

연령층인 유아와 함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기반 

금융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아동기의 각 연령층을 고

려하여 교육내용 간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차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교육에 초점을 둔다고 할지라도, 금

융교육에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지식개념의 이해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에 필요한 내용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다양한 상황을 소재한 교

육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다양한 삶의 현장과 시

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금융교육 내용 소재를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아동, 가치기반 금융교육,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프로그램 개발, 가치탐구 학습과정, 스토리텔링

학  번: 2016-3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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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그 

어느 때 보다도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사회경

제적 문제들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물질주의적 가치관과‘부(富)’에 대

한 막연한 환상, 다양한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

한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 효과는 현대인들에게 강박성 구매와 충동성 구

매, 중독성 구매와 같은 각종 소비자 문제를 부추기고 있어 개인과 가정

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

적 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다. 

  아동들도 범람하는 인터넷이나 TV 광고, 또는 모바일 전화기와 같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부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그

대로 담겨 있는 과도한 상업적 광고에 노출되고(Dickinson, 1990; 김진

숙 외 2012 재인용), 또래 집단들 속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경쟁심(강지

현 외, 2010), 비정상적인 소비욕구와 구매습관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신현주 외, 2017). 이에, 아동에게 바람직한 소비 행동을 형성시켜 주

기 위해 물질과 관련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금융교육은 개인에게 소비자로서 요구되는 건전한 가치관 및 행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금융감독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따라서 금융교육은 소비자의 금융생활에서 나타나는 올바르지 못한 금융 

관련 인식과 태도, 습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개인의 바람직한 소비 행태를 증진하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 나아가 사

회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금융교육은 금융문맹 퇴치를 목표로 국내를 포함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을 위해 행하여지고 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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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지속적 과제로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져 온 금융문맹퇴치를 위한 노력을 회의적인 관점에서 바

라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가 금융교

육이 금융이해력을 더 높이 증진하고, 금융 행동을 개선시키며, 재무성

과 향상에 이르는 인과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Willis, 

2011).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져 온 금융교육은 금융 

관련 지식과 금융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

고, 양적인 차원에서도 성공적으로 성장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소비 행태를 유도하는 것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

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보제공과 지식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금융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

화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왔다는 것이다(이의선, 문정숙, 2014). 

이는 행동을 이끄는 근원이 되는 가치 형성의 목표가 금융교육에 있어서 

그동안 소홀이 여겨져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아동과 관

련하여, 금융지식보다는 금융가치관이 아동의 금융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크게 나타난 선행연구(강지현, 천혜정, 2010)를 참고해 볼 때, 아동

의 바람직한 금융행동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면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금융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금융교육을 도덕교육, 혹은 인성교육 차원으로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의 교육으로 보지 않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지혜와 가치관을 길러주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박 철, 

2007). 이처럼 금융교육은 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일부인 돈에 대

한 주제를 다루므로,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금융지식 개념을 이해하는 

교육에 앞서, 생활교육 차원에서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을 키

우도록 이끄는 금융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돈은 책임감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이 자신의 주변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

이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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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 삶에서 요구되는 지혜와 가치관

을 기르고,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는 교육으로서 자리할 수 있을 것이

다.

  아동기는 소비자로서 자신의 내면적 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경제 구조 안에서의 소비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지식과 태

도, 기능을 습득하는 초기 단계의 소비자 사회화과정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동기의 경험은 후기 성인 생애의 인지유형과 

행동유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서정희, 1999), 아동기 때부터 형성된 

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바람직한 습관은 평생의 습관과 연결된다

(강지현, 천혜정, 2010; 손상희 외, 2017). 

  특히, 6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기는 학동기에 해당하고(정옥분, 

2019), 7세부터 아동들은 경제개념 발달의 특징상 돈에 대한 가치를 인

식하게 되는 시기에 들어간다(박성은, 2002). 이 시기는 아동의 초등학

교 저학년 시기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발달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초등

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형성시켜 주고, 자신의 

돈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 이와 관련

된 적합한 가치가 아동에게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동기에 초등학교 수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체계 

내의 일부 금융지식 관련 내용요소만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므로(한진

수, 2018b),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올바

르지 못한 인식과 태도를 수정하고, 개인재무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가치

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학교 내외의 학습현장에서 금융교육

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가치교육을 포함하여 

지식교육 이상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식 외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아동금융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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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이 금융소비자로 행동하고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가장 근원

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가치에 기반을 둔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이 갖추어야 할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는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

그램의 내용을 설계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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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바람직한 금융

행동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아동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또

한, 해당 프로그램이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성향에 미치는 효

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내외의 교육현장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금융교

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가치 중심적인 금융교육을 

돕는 구체적인 교육 자료로 선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으로도 실제

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중요성

과 개념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가치기반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금융지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차원적 금융역량의 통합적 형성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1-1.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는 무엇인가?  

      1-2.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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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금융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동에게 금융교

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고찰한 후, 아동의 금융이해력과 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그동안 이루

어져 왔던 아동금융교육의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금융교육의 실태

를 살펴본 후, 가치기반 금융교육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가치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또한, 금융생활 관련 가치 중, 경제윤리의식에 대해 살펴본 

뒤,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

며, 교수전략으로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1 절  아동의 금융역량과 금융교육

       1. 금융교육의 개념 

  금융교육은 개인의 금융이해력을 증진시키고 금융생활에 필요한 다양

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금

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동 개발한「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연구보고서(2010)에서는 금융교육을 개인과 가계의 재무 안정

을 구축하고, 개인이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설

명하고 있으며, 이기춘(2012)은 금융교육, 즉 금융소비자교육1)

(Consumer Finance Education)을 빠르게 변화하는 미시·거시적 금융

환경 속에서 소비자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지식과 태도, 기

능 등의 소비자역량을 갖추어 소비자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1)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교육, 신용교육, 화폐관리교육, 금융자산관리교육, 투

자교육, 소비저축교육 등 여러 가지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은승,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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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최은진과 최현자(2005)는 금융소비자교육을 개인재무관리교육

(Education for Personal Finance 또는 Personal Financial 

Education)과 상통하는 의미로 보았는데, 금융소비자교육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경제 환경 가운데 있는 개인이 금융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활동 및 경험들을 

체계화하여 평생 동안의 경제 자원 관리와 연관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개인재무관리의 개념은 예산수립과 현금관

리, 부채관리, 신용관리, 위험관리, 은퇴설계 등의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최현자, 2010; 김시월, 노영래, 2013), 개인

재무의 대상은 개인으로서, 개인과 가족, 가계를 모두 통칭하며, 개인재

무관리의 초점은 주로 가계의 경제활동결과에 보다 관심을 둔다(최현자, 

2010). 경제교육이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과 원리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금융교육은 경제에 관한 이해를 금융,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개인재무관리에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조영

석, 2010).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금융교육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금융교육은 

금융생활에 대한 건전한 인식, 선택,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식ᆞ기능ᆞ

태도 및 가치를 포함한 다차원적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아동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개인재무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아동이 갖추어야 할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를 함양시켜 주는 금융교육에 초점을 둔다. 

       2. 아동금융교육의 중요성

  소비자는 소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화폐 사용에 대한 문제

에 자주 대면하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도 구매를 통해 자신의 

용돈 사용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는 소비자에 속하는데, 아동은 용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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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되면서 화폐와 소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용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터득하고 배우게 된다. 이러한 아동

기는 일반적으로 광의에서는 출생부터 청소년기 전 시기인 12-14세를 

의미하고, 협의에서는 6-7세부터 12-14세까지의 초등학교 재학 시기

에 있는 아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2세 말기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아동소비자로 규정할 수 있다(이기춘, 김정은, 

2012; 고성자 2004).

  이러한 아동기에 아동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게 되는 소비자사

회화 과정을 지나게 된다. 아동의 소비자사회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

는 사회화 작용인에는 부모와 동료집단, 대중매체, 학교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아동의 소비자사회화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아동소비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 소비자사회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점차 주변 환경, 즉 동료집단, 학교,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사회화가 촉진되어 간다(이기춘, 김정은, 2012). 

  또한, 현대의 아동소비자는 가족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비생

활의 참여가 증대하였고, 가정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있어서도 소비

자로서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의한 가계 고소득과 함

께 저출산에 기인한 가정의 자녀수 감소로 인해 아동의 지위가 향상됨으

로써 소비자로서 사용하는 자유재량의 소비액이 증가하였고, 소비성향을 

자극하는 대중매체를 통한 마케팅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는 반면, 

소비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자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기춘, 김정은, 2012).  

  이 외에도 과잉보호적이고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아동소비자는 조절되지 못하는 충동성 소비욕구를 가졌다 할지라도 관대

한 대우를 받는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제미경 외, 2014). 따라서 이와 

같이 모방적, 충동적 소비자사회화의 특성이 나타나는 아동기에는 긍정

적인 금융생활 가치관을 형성해 주고, 바람직한 소비행동을 유도하는 아

동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



- 9 -

우고 그것을 내재화시켜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도덕성 발달 과

정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도덕성 발달 과정은 다른 사회화 과정처럼 어

린 시기에 그 기초가 형성되고, 학동기 동안 확고해진다(조복희, 2012). 

이러한 도덕성 발달은 일생동안 계속되며, 아동기에 형성된 사고의 확신

은 그 이후의 도덕적 경험의 기반이 되므로 중요한데, 사회학습이론에서

는 도덕성 발달을 학습되는 행동으로 간주한다(추병완, 2007). 도덕적 

실재론 단계의 아동은 모든 규칙은 절대 권위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믿

으며, 도덕적 자율성 단계에 있는 아동들은 인지 발달에 의해 자아중심

성이 감소하고 탈 중심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덕적으로 성숙해 간다고 주장하였는데, 7세부터 10세 까

지의 아동들은 도덕적 실재론과 도덕적 자율성이 공존하는 과도기 단계

에 있다고 볼 수 있다(조복희, 2012), 

  이와 같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로서 Piaget는 아동에게 

규칙을 존중하는 마음과 사회와의 결속감을 개발시키기 위해, 아동의 도

덕 판단을 분석하였다. 그는 아동은 7세가 되면 규칙을 절대적이고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던 생각을 점차 벗어나 상대적으로 여기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외부의 객관적 현상을 분간하며, 타인의 입장에 생각할 수 있는

‘가역적 사고’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남궁달화, 

1995). 

  이와 같이 살펴본 내용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도덕적 자율

성이 시작되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아중

심성을 벗어나 타인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차원의 금융생활 관련 가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와 친구들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학습을 통해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므

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수행자들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의 금융생활에서 적용

이 가능한 가치교육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아동이 금융생활에 대한 가치교육을 또래 친구들과 학습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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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서로 관찰할 수 있고, 친구관계에서도 금

융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들을 실천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건전한 금융생활 문화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

하기 쉽고, 실제 금융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

치교육 내용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3. 아동의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은 생애동안 효과적으로 금융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 금융자원을 유지하는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금융

감독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대다수의 금융교육에서는 금융이해

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금융교육이 수행되고 난 뒤에는 대체

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평가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 연구에는, 한진

수(2018a)가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에서 개발한 초등학생 5~6학년용 BFT(Basic Financial 

Test)를 번역하여 국내 5~6학년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연구

가 있다. 이 연구에서 국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

는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나타나 미국 초등학생의 수준보다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한국 초등학생들의 금융지식이 모든 내용 요소에서 

탁월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 초등학생은 기회비용과 이자의 원리에 관한 

이해력 부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욕구 충족의 방법과 기

회비용, 재화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미국 초등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윤, 예산, 비용과 편익 비교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국 초등

학생의 이해도가 미국 초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또한, 금융이해

력 수준의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업 성적과 사회 과목에 대

한 선호도, 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태도는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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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에 천규승과 김솔(2016a)이 측정한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측정에서는 평균 점수가 76.6점으로 나타나, 측정 이전에 예측한 평균 

60점 이하의 가상 점수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79.6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점수인 72.2점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남녀 학생들의 점수 간 격차는 금융지식 내용 면에서는 금융의

사결정, 수입과 지출, 저축과 자산 영역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신용과 부채,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또한, 올바른 돈 관리 습관을 가진 아동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편승아(201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행동과 소비

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의 도덕수준과 합리적 소비습관이 금융이해력과 어

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이해력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예절, 협동, 준법, 계획, 알뜰, 금전관리로 나타

났으며, 과시, 환경 요인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함이 타당하게 나타났다. 또한, 금융이해력

이 높은 지역에 속하는 초등학생은 예절, 협동, 준법, 과시에 대한 측면

에 있어서도 더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

는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금융교육을 더 강화하여 금융이해력 향

상을 도모하고, 도덕성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

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아동의 돈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돈 관리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생활에 필요한 가치 관

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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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의 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아동의 경제개념 발달상의 특징과 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해 

살펴보면, 아동기는 돈에 대한 관심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시

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와 돈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 아동들은 소비행태에서도 부정

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성은(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구체적 조작기인 7~11세 사

이 아동들은 경제개념 발달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7부터 아

동은 돈의 종류와 교환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돈에 대한 가

치를 인식할 줄 알게 되어 물건에 가격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또한, 이

때부터 소유욕이 커져 돈에 대한 흥미가 생겨 용돈 받기를 원하는데, 이 

시기에는 특정 품목의 소유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저축할 수 있고, 부

모의 소비습관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8세 아동은 간단한 산술능력과 함

께 동전의 가치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므로 원하는 물건의 구매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부터 아동은 계획을 세워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물물교환에 능숙하며, 재산과 소유에 대한 관심이 커져 소유욕이 강해진

다. 9세 아동은 계산과 기록이 가능하고, 큰돈을 소유하고자 하며, 개인

과 사회적 차원의 돈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고용주 및 고용인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이

해할 수 있다. 10세에서 11세의 아동은 모든 수에 대하여 계산이 능숙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집안일을 하거나 집밖에서 돈을 버는 것을 시작하

기도 한다. 또한, 돈에 대한 소유 욕구가 예전보다 더 커지므로 용돈 조

절 능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점과 돈의 제한성을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일주일 예산을 세우기도 한다.   

  Estess와 Barocas(1994)도 5세부터 14세까지 아동들의 연령별 경

제개념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5세 아동은 돈에 대한 관심

이 크지 않으나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선호하며, 물건을 소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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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집착을 갖지 않는다. 6세의 아동은 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

나 저축에 대한 개념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으며, 소유 욕구가 크나, 소

유권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아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도 한

다. 7세 아동은 집안일을 통해 용돈을 벌기도 하며, 나중에 자신에게 필

요한 것을 사기 위해 저축을 실천하기도 한다. 8세 아동은 물건 구입할 

때 필요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돈을 그냥 가져가기도 하는 행동이 나타

나기도 한다. 9세 아동은 많은 돈을 셀 수 있고 소유하기 바라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고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돈을 요구한다. 

또한, 물건마다 가격이 다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조금씩 저축을 실천한다. 초등학교 고학년기인 10∼11세의 아동은 

큰 액수의 지출을 위해 계획을 세워 저축을 실천한다. 이 시기에는 돈을 

벌고자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간혹 집밖에서 돈을 버는 것을 시작하기도 

한다. 12∼14세 아동은 손해나 이익에 대한 개념을 인식할 수 있고, 저

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돈 소유에 대한 욕구가 커져 돈에 대

한 관심이 많아진다. 또한, 쇼핑을 좋아하고 자신의 옷 구매에 대한 관

심이 크며, 지출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보다 비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을 실천하기도 하나, 즉시 구매하

고 싶은 물건과 저축을 통해 구입해야 되는 물건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

기도 한다. 이 시기는 정직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한데, 거짓말을 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미국 Nevada 대학 Extension Center에서 취학 전 아동과 초

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돈에 대한 경제개념 발달상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파악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학 전 아동은 직관

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직접 돈을 만지고 볼 수 있을 때 저

축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모든 돈의 가치를 같은 것으로 보

고, 지폐보다 동전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

며, 어른들이 하는 일을 모방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상업과 TV프로

그램에 나오는 환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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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

하는데, 돈에 대한 개념은 형성되어 있으나 동전과 지폐를 옳게 지명할 

수 없고, 부모의 소비습관을 모방한다. 또한, 가계에서 원하는 물건을 가

져와야 할 때 지불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주어진 돈으로 어느 

정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충동구매에 약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실제 수준보다 더 복잡한 주

제로 돈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친구

들 사이에서 선호되고 유행하는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며, 돈 소유에 대

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1년 정도의 장기 저축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 또한,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며, 돈을 버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돈의 제

한성을 알고 물건 값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 지침이 필요하며,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산수를 활용할 수 있다(박성은, 2002 재인용).

  다음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아동의 빈부에 관한 인식을 파

악해 본 연구에는 김진숙과 정선욱(2012)이 아동이 속한 사회계층 및 

연령에 따라서 빈부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아동의 인식과 관련하여 빈부에 대한 지각과 

빈곤의 원인, 사회계층 이동가능성과 빈곤 해결 방법 등을 파악해 보았

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 아동들은 가난은 나쁜 것이나 가난한 사람은 

나쁘지 않고, 부는 좋고 부러운 것이나, 부자는 욕심이 많고 안 좋은 사

람으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들은 부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빈부가 대물림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빈곤의 원인과 해결은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로 인지하였다. 빈곤한 아동들은 

가난을 절대적 빈곤으로 여겼고, 비빈곤 아동들은 상대적 빈곤으로서 인

지하고 있었으며, 운명론적 시각이 빈곤 아동들에게서 나타났다. 반면, 

비빈곤 아동들은 부의 축적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저학년 아동들은 빈부에 대하여 개념적 이해를 하고 있는 반면, 고학년 

아동들은 가난을 자아의 성취동기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돈을 

벌게 되는 경로와 올바른 소비 생활 중심의 구체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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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였다. 

  한진수(2016b)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아동들과 중학교 2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용돈 기입장 쓰기나 정기적인 용돈 지급 등에 대해 올바른 습관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고, 돈 쓰는 방법과 저축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학생이 조사대상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었으며, 

학생들은 교사보다 부모로부터 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 것으로 드

러났다. 소비는 나쁜 것이고, 저축은 좋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39%

나 되었으며, 돈에 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과 

용돈 기입장 쓰고 있는 학생, 돈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

진 학생이 돈에 관해 알고자 하는 태도가 높은 것으로서 나타났다. 반

면, 학생의 성별 및 돈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의 태도는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학생들의 

돈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습관과 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금융교

육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교육하는 기회 제공이 절실하고, 학교 급별로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돈 관련 지식을 수준별로 차별화하여 가르칠 수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강지현과 천혜정(2010)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돈에 대한 가치관(가

치지향적, 물질지향적)이 용돈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

구결과, 조사대상 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물질지향적 가치관(돈

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등.) 보다는 가치

지향적 가치관(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등.)을 소

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

적 변수와 용돈관련 변수 중, 학년과 용돈액수에 대한 주관적 지각, 용

돈기입장 기록정도에 따라서 돈에 관한 물질지향적 가치관이 차이가 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에 대한 가치지향적 가치관은 학년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의 용돈소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

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돈에 대한 가치관과 용돈 기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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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초등

학생의 용돈 소비행동에는 돈에 대한 가치관과 용돈관련 변수가 사회인

구학적 특성과 금융지식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는 7세

부터 아동들은 경제개념 발달상 돈에 대한 가치에 관해 알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돈에 대한 소유욕과 저축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부모의 소비

습관을 모방하는 단계에 들어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

니는 다수의 아동들이 빈부에 운명론적 시각, 물질지향적 가치관 등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

었고, 아동의 용돈 소비행동에는 돈에 대한 가치관과 용돈관련 변수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금융지식보다 더 중요한 영향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형

성과 함께, 합리적인 돈 사용 및 관리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생활과 실제 사회생활에 있어서 

돈을 벌게 되는 경로와 올바른 소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요구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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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아동금융교육 실태

  아동금융교육의 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 학교를 포함하여 정부주도 

및 민간주도 차원에서 수행되어 오고 있는 아동금융교육의 현황을 살펴

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금융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루어져 온 아동금융교육의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1. 아동금융교육 현황

         1) 학교 금융교육 현황

  학교 금융교육은 학생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년별로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금

융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한진수, 2017).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은 초등학교 사회과와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교과목은 국

민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학생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교육되고 있으나, 초

등학교의 사회과 및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내용체계 내에서는 금융

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습요소는 학습 단계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한진수, 2018b). 

  구체적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3, 4학년의 사회 과목에

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정보 습득 및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성취 기준이 1개 제시되어 있었으나, 2015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모두 제외되어 성취 기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과목의 경우, 2009개정 및 2015개정 교육과정 모두에 

금융교육 관련 성취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두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단원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경제 성장과 무

역 등에 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금융교육 관련 내용 요소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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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 않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부, 2015a; [표 2-1] 참

고). 

  초등학교 실과 과목은 3, 4학년 군 교육과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5

학년 과정부터 개설되는 과목에 해당하고, 5, 6학년 실과 과목의 경우,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득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용돈 관리,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 진로 탐색과 설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

으나, 2015년 개정에 들어와 학교 가정과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초, 중, 

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초, 중등 학습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자 위계적 연속성을 강조하여‘자원관리와 자립’이라는 대단

원 아래‘관리’와‘생애설계’라는 중단원을 공통 내용체계로서 선정하

게 되었다. 이를 반영한 결과,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교육과정에서는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용돈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

는데, 이는 이전에 포함하고 있었던 내용 요소들을 모두 축소, 개편하여 
모두 제외한 결과에 해당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b; 한
진수, 2018b). 

 [표 2-1]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금융교육 내용요소

참고: 교육부. (2015b).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

호, 별책 10.

  한편, 한진수(2018b)는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금융교육 표준안에서 중

영역의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를 분석기준을 토대로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내용요소를 평가해 보았는데, 초등학교 교

학교 급 학년 사회과 가정과

초등학교

3~4학년 없음 ×

5~6학년 없음
- 용돈 관리

- 합리적 소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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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초등학생들의 균형 있는 금융교육을 위하여 

제시한 19개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중, 5개(26.3%)만을 제시하고 있으

며,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학교교

육을 통해서 주로 합리적인 소비와 용돈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용돈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한 합리

적인 소비생활 방법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라는 내용으로 학

교 금융교육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8b, p. 

10-11).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가정과에 해당하는 5, 6

학년 실과 교과를 통해 생활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용돈관리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 특히 초, 중등 학습의 

위계적 연속성을 중요시 여기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구성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사회과 및 실과 교육과정 내

에 구성되어 있는 금융교육 관련 내용체계에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필요

한 균형 있는 금융 교육내용 지식이 고르게 편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5, 6학년 실과 과목의 경우, 금융교육 관련 성취 

기준이 2009개정 3개에서 2015개정 1개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학교 

금융교육 내용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특히 사회 과목에서 금융교육 

관련 성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금

융교육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서 분석되고 있다(한진수, 

2018b). 또한, 앞서 고찰한 내용과 같이 아동은 학동기가 시작되는 1학

년 때부터 돈에 대한 가치를 알기 시작하며, 화폐의 종류와 교환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고, 돈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여 저축을 하거나 

부모의 소비습관을 모방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현행 교육과정에는 이

러한 아동의 경제개념 형성의 발달적 차원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초등학

교 1학년부터 4학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식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위해 기본적인 금융생활 

관련 가치교육을 포함하여 지식교육 이상의 내용을 다루는 금융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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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금융

생활 관련 가치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주도 금융교육 현황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에는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금융감

독원에서는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초, 중, 고, 대학생, 성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교육 대상의 교육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금융교육에는 초등학교와 금융회사 상호간에 자매결연을 체결

하여 교육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하고 지속적인 방문 및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식의‘1사 1교 금융교육’이 있다(금융감독원, 2018). 이는 

금융감독원이 범 금융권과 협력함으로써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 7월 이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의 각 금융회

사 소속 점포들이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종

류의 체험 및 방문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1사 1교 금융교육은 

2017년에 들어와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현장 금융교육

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점의 개선을 위해 더욱 확대 추진되었

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의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하고자 하였고, 

전국 각지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금

융감독원, 2017).

  또한, 금융감독원은 학교나 다양한 금융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 및 체험활동 콘텐츠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금융교육 단편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발달단계와 수준을 참작

한‘금융교육익힘책’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금융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동/하계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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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교사 금융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에 대한 금융교육 강

화를 위해 금융교육 수요를 반영한‘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을 운영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년에 금융교육의 내실화

를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1사 1교 금융교육에 참여하는 금

융회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강사연수를 실시(총 28회, 2,223명 대상)

하였으며, 1사 1교 금융교육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개선사항 마련을 위

해 권역별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4회)를 개최하였고, 1사 1교 금융교육

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학교와 교사, 금융동아리, 금융회사, 금융회사 직

원 등을 대상으로(2016년 중) 우수 사례를 선정(120명)하여 시상

(2017년 2월) 하였다(금융감독원, 2017).

  기획재정부에서도 경제교육의 일환으로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어린이 및 초등학교 교사와 강사를 교육대상으로 

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교육기관과 지역경

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

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의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8).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또 다른 기관에는 한국은행이 있다. 한국은행에

서도 경제교육의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의 초등학

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계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어

린이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관련 온라인 동영상 학습, 경제금융용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

제교육 활동으로서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벽지학교 등의 소외계층 어린

이를 초청하여 방문견학 행사와 특별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은

행, 2018).

  이 외에도 정부주도 설립 전문 기관으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있는데, 한

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교육 차원에서 어린이 대상의 금융교

육 관련 동영상과 교육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 대

상의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교육 시범 초등학교 운영 및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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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관 요청에 의한 전문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소

비자원, 2018).

  이와 같이 정부주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관에 의해 여러 가지 유형의 

금융교육이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정부주도 차원의 금융교육은 시스템

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미

흡하다는 지적이 많다(조영석, 박송춘, 2010). 또한, 금융교육을 실시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효과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정부주도 금융교육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

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민간주도 금융교육 현황

  아동금융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기관에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2003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허

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의 주요 활동으로는, 금융교육 전문 강사를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찾아가

는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 동반 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어린이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금융 

뮤지컬, 금융기관과 손해보험협회, 초등학교가 서로 결연하여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이 외에도 초등학교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교재 및 교구의 개발과 보급, 금융이해력 측

정, 금융캠프, 산업현장 방문학습과 도서벽지 어린이를 위한 금융 체험, 

사회·경제교사 대상의 해외 산업시찰 연수 등의 금융현장 초청 체험관 

견학 교육,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 금융교육 우수학교 및 우수강

사 선정과 시상, 전국 금융 백일장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청소년금

융교육협의회, 2019). 

  소비자단체로서 서울 YMCA의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하는‘경제나라 신용캠프’를 실시하여 왔고, 한국 YMCA 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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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은 국민은행과의 협약체제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 지원 모델

로서‘경제체험센타(http://www.yezone.org)를 개설하여 경제, 금융소

비자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기존의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청소년의 신용교

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어린이를 대상으

로 체험 위주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E라는 통합적 교육 개념, 

즉 교육(Education), 체험(Experience), 놀이(Entertainment) 특성으

로 하여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펼쳐오고 있다. YMCA 전국연맹의 주요 

사업에는 상설체험관 전시와 찾아가는 경제교실(금융소비자교육, 녹색소

비자교육, 지구촌경제교육, 직업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고, 저소득층 어

린이를 대상의 찾아가는 경제교실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

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금융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다

(이은승, 2007).

  금융기관에서도 금융교육이 실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KB국민은행

은 2002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금융계몽운동(Kid Bank 

Program)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금융교육 전담의 TFT를 구성

하는 등, 가장 활발한 금융교육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인 사

업으로서‘돈은 고마운 친구(2003. 7)’,‘돈을 알자! 경제를 알

자!(2003. 11)’등의 금융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전국 각지의 학교와 공

공도서관 등에 무료 배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오프라인 금융교육 차원

에서는 KB어린이 금융캠프, 온라인 금융교육 차원에서는 초등학생과 부

모대상의 금융교육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과 하

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의 은행들도 금융교실, 또는 학교 순회 금

융교육 강연 등을 실시하여 왔다. 국내의 카드회사들도 조기 신용교육을 

추진해 왔는데, 2003년에 비씨카드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초등학생 

대상의 신용관리 시청각 비디오인‘1013부자 되기’를 제작하여 서울과 

경인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무료 배포 사업을 실시하였다(이은승, 

2007).

  한편,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합리적인 투자문화 조성과 투자자 보호

의 목적 아래 설립된 기관으로서, 온라인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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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 금융교육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금융교육 교원 연

수의 내용에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에 대한 금융 경제교육의 

필요성 증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학교금융교육에 요구되

는 금융투자의 이해’과정을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상품별로 구분

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교사들에게 금융과 자본시

장,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여주고자 조력하고 

있다(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2018). 

  신용회복위원회는 초등학생들에게 신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고 올

바른 경제관념의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신용교육 활동을 펼

쳐오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요 활동으로서 초등학교에 신용교

육 전문 강사를 직접 파견시켜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교육원

의 포털사이트(www.educredit.or.kr)를 통해 돈의 개념과 저축 및 소

비, 신용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금융지식 내용을 초등학교 어린이의 수준

에 맞춰 구성하여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신

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는 인근의 초등학교와‘1사 1교 결연’을 통해 

다양한 신용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2018).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 외 기관을 통해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 스스로가 인지하는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의선 외, 2014).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실시하고 있

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금융교육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채택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서 학교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교육 프로그램들은 사전 준비가 체계적이

지가 않고 일회성에 그치는 강의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

고되었고(이은승, 2007), 금융교육 내용의 실용성 측면에서도 제고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이 있다(변혜원, 2010).

  지금까지 학교를 포함하여 정부 및 민간주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온 금

융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교육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교육의 

수행내용과 주안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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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교육기관별 금융교육 수행내용 및 주안점

기

관

교육

주체
수행내용 금융교육의 주안점

학

교

초등

교육
실과교육

용돈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필

요와 욕구를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방법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정

부

주

도

금

융

감

독

원

1사 1교 

금융교육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현장 금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

는 부족한 점의 개선
교사 

금융교육 연수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어린이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금융회사 소속 

직원 대상

강사연수

금융교육의 내실화

권역별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

1사 1교 금융교육을 위한 공감대 확산

과 개선사항 마련

금융감독원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초·중·고 

금융교육 

내용제공

시장 경제 원리에 적합한 체계적인 금

융지식을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

들에게 교육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어린이 

경제교육 

경제교육의 일환으로서의 금융교육 강

화

한국

은행

소외계층 

어린이  

금융교육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벽지학교 대상

의 경제교육 차원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교육

소비자의 권리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증진시키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소비자교육 차원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전국

투자자교육

협의회

초등학교 교사

대상 학교 금융

교육 직무 연수

교사들에게 금융과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여주고자 조력함

YMCA 경제나라 신용 금융소비자교육, 녹색소비자교육,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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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 내외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은 저소득

층 및 소외된 어린이를 포함한 아동, 초등학교 교사 및 금융교육을 담당

하는 강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및 금융계몽운동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투자교육, 신용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

한, 주로 지식위주의 교육으로서 금융이해력 향상과 금융교육에 대한 사

회적 공감대 확산, 금융교육의 내실화 및 개선사항 마련, 그리고 금융교

육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것 등을 주안점으로 두

어왔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교육주체별 금융교육의 수행내

용과 주안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체로 금융교육 강화, 금융지

식에 대한 이해력 향상, 경제관념 확립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학교 

내외의 금융교육 현장에서 금융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금융역량 중에

서도 특히 아동이 갖추어야 할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함양하는 것

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금융교육은 거의 이루어져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민

간

주

도

전국

연맹

캠프/경제 체험

센타/찾아 가는 

경제교실

촌경제교육, 직업교육, 저소득층 어린

이들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찾아가는 금융

교육/주말 어린

이금융교실/1사

1교 금융교육

청소년 중심의 금융교육 강화

신용회복

위원회

초등학교 신용

교육/1사1교 신

용교육

초등학생들에게 신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고, 올바른 경제관념의 확립에 

도움을 줌
KB 국민

은행 등

금 융 계 몽 운 동 

및 금융교육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금융계몽운동 

및 금융교육 강화

비씨카드
초등학교

조기신용교육
초등학생 대상의 신용관리



- 27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를 기반으로 아동을 위한 가정 및 학교 내외용 금융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실행효과를 살펴봄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아동금융교육의 내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내용체계 및 금융교육과 관련된 프로

그램을 개발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은 초ᆞ중ᆞ고등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교육을 위한 범주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범주에는 금융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내용으로서, 소득ᆞ소비ᆞ저축과 관련된 유형과 지식을 

다루는 영역, 자산 및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자산관리, 화폐와 통

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화폐, 금융시장과 제도, 및 분쟁에 대

한 내용을 다루는 금융,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과 종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신용에 대한 영역이 있었다. 또한, 학교 금융교육을 위

해 필요한 경제의식으로서 절약과 합리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윤리, 신

용카드 사용의 계획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신용관리,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배려, 청부(靑富)의식과 관계된 부(富)의식, 노동윤리와 기업윤

리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윤리, 법질서 준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익 존중, 총 여섯 가지의 의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범주를 제

시하였다. 그러나 이 범주에는 경제개념 및 원리가 더 중심적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금융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함양시켜 주기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금융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의식 관련 내

용의 분량 증강과 재구성이 필요하다(최현자, 최은진, 2005 재인용).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은「초·중·고 금융교육 표

준안」을 개발하여, 아래 [표 2-3]과 같이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해 필

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제공하였다. 금융교육 내용의 대영역 주제로는 금

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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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보험을 제시하였고, 중영역의 내용요소로서 합리적 금융생활, 개인 

재무관리, 금융 서비스와 보호, 예산, 수입, 지출, 저축, 투자, 신용관리

와 대출, 부채관리, 위험관리, 보험과 같은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하위 성취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에 제시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에는 2003년 초ᆞ중ᆞ고 금융교육 범

주에서 구성되었던 금융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의식 관련 내용이 제외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가치와 관련된 금융교육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수행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초·중·고 금융교

육 표준안」개발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의 연

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금융교육은 금융생활에 관한 지식, 기

능, 가치 모두를 금융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가정이나 사회

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에 비해 시장 경제 원리에 적합한 체계적 금융

지식을 학생들에게 강화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개발 

의도는 학교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지식의 강화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개발된「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2010)에는 금융지

식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성취기준들이 주를 이루

어 구성되고 있으며([표 2-3] 참고),「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통해 금융생활과 관련된 가치에 대한 내용을 학교교육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금융교육에서 금

융생활 관련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개발된「초·중·고 금

융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가치와 관련된 금융교

육에 대한 범주와 성취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금융지식 중심으로 구성

된 내용을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보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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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금융교육 내용

대영역 중영역 성취기준

Ⅰ. 금융과 

의사결정

1 . 합 리 적    

   금융생활

1. 상품거래에 돈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2.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3.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례를 말할 수 있다. 
2. 개인

  재무관리

1. 삶을 살아감에 있어 돈 관리가 중요함을 인  

  식한다.
3. 금융 서

비스와 보호
1. 대표적 금융회사들이 하는 일을 이해한다.

Ⅱ. 수입과 

지출관리

1. 예산

1.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  

  고, 실제로 계획을 세워본다.

2. 용돈 기입장 쓰기의 의의를 알고 이를 실제  

  로 작성한다.
2. 수입 1.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해한다.

3. 지출

1. 구매 의사결정에 물건에 대한정보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2. 다양한 지불 수단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비  

  교할 수 있다.

Ⅲ. 저축과   

  투자

1. 저축

1. 저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형태의 저축 방법이 있음을 이해한  

  다.

3. 은행을 방문하여 저축 계좌를 만들고, 저축  

  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2. 투자

1. 돈의 가치를 시간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  

  다. 

2. 투자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Ⅳ. 신용과 

부채관리

1. 신용

  관리와 

 대출

1. 신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신용사용의 장단점  

  을 파악한다.

2. 부채     

   관리
1. 부채의 개념을 파악한다.

Ⅴ. 위험관리  

   와 보험
1. 위험관리

1.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헌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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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금융감독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금융감독원은 위에 제시된「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금융감독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을 토대로,「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

융」(2012) 교과서를 개발하였다.「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융」교과

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식을 제공하고, 돈을 현명하

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르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

되었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와 삽화 등, 다양

한 자료가 활용되어 금융관련 지식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이해할 수 있다”,“설명할 수 있다”,“알 수 있다”,“세울 

수 있다.”,“관리할 수 있다”,“비교할 수 있다”,“습관을 기를 수 있

다”,“할 수 있다”,“제시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 유형을 사용한 학

습목표가 진술되고 있고, 금융역량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와 같은 구

성요인 중, 지식과 기능 측면의 금융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내용이 주로 

제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금융생활에 필요

한 가치교육의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점애(2013)는 초등학생을 위한 소비자역량 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하

였고, 이에 대한 학습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수행하고자 2009 개정 교육과정(4학년) 및 2007 개정 교육과

정에 따라 개발된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의 소비자역량교육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소비자 금융역량, 소비자 거래역량, 소비자 시민역량

의 3개 영역 중심으로 보완한 뒤,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소비자 금융역량과 관련된 내용에는  

재무설계력과 관련하여 용돈 사용 계획과 실천, 수입 및 지출 관리에 대

한 내용, 금전관리력과 관련하여 화폐의 종류와 중요성, 금융기관의 이

용, 저축 및 투자와 같은 소비자교육 차원에서의 금융교육 내용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는 소비자 금융역량에 대한 교육내용 중, 

한다. 

  2. 보험
1. 보험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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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능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치와 관련된 금융역량을 

함양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성영애 외 5인의 학자들은 아동소비자의 화폐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001). 연구자들은 아동소비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사회성 발달의 특성상 자기중심성이 강한 심

리적 경험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동들에게는 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교육내용과 결부시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생활

습관과 경제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

다. 이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이며, 구체적인 화폐관리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을 기초다지기, 계획세우기, 실행하기의 3개 분류

체계로 분류하였고, 돈의 가치와 미래설계, 용돈관리, 저축 및 투자, 소

비지출 및 구매의 5개 주제에 따라 모두 15개의 교육안을 개발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돈과 관련된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돈의 내재가치와 

외재가치에 대해 아는 것과 선택할 때 만족할 줄 알고 비용 및 다른 사

람을 고려할 줄 알기, 돈과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갖기, 집안일을 한 

대가로(또는 학교성적의 대가로) 용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옳지 않

다는 것 이해하기, 부모 사랑의 크기와 용돈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

을 이해하기,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 생각하

기와 같은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화폐관리교육 프

로그램의 내용에서는 주로 용돈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돈에 대한 가치관

을 교육하기 위한 내용이 더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내용 및 금융교육 관련 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금융교육 표준안 및 이에 기초한 

교과서의 내용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지식과 기능 측면의 금융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적합하나, 금융생활과 관련된 가치를 길러주기 위한 내용

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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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치기반 금융교육

  본 연구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

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치기반 교육의 개념

과 가치기반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가치기반 금융교육과 관

련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경제윤리에 대한 이론 및 주장

들과 아동이 갖추어야 할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대한 관련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치교육을 위해 활용된 교육방법에는 어

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 적합한 교육방법은 무

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1. 가치기반 교육의 개념과 가치기반 금융교육의 중요성

  가치는 개인이 가진 특정 행동양식이나 최종적 존재 상태를 이끄는 지

속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 및 결정

을 할 때에 필요한 행동 양식이며, 개인 자신의 행동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Rokeach(1973)에 의하면, 가치는 어떤 특정 행동의 양식이나 존재의 

목적 상태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것보다 더 추구할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속적 신념으로서, 가치체계는 그러한 신념들을 중요

성에 따라 일정하게 체계화시킨 것을 뜻한다(유병열 외, 2014 재인용). 

또한, 가치는 개념이나 신념으로서 바람직한 최종 상태나 행동에 속하

며, 특정 상황을 초월하는 것, 또는 행동과 사건에 대한 선택이나 평가, 

그리고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Schwartz & Bilsky, 1990), 일반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존

중, 배려, 예절, 정의, 시민성, 인류애, 용기 등과 같은 것이 있다(유병

열, 윤영돈, 2014). 가치는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나, 종종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Josephson 

Institute,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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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치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가치관이 있다. 가치관은 가

치에 대한 관점, 또는 견해로서,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을 가치교육이라 

하고, 가치교육은 교사가 아동이나 학생들이 가치에 대한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의미한다(남궁달화, 1997). 이러한 가치교육

은 학습자들에게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

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등을 이해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주

고, 다양한 가치들을 서열화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가치관

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남궁달화, 1994).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치교육은 아동과 학생들이 가진 건전하지 못한 가치를 선호하는 관점

을 건전한 가치를 선호하는 관점으로 변화시켜 주도록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남궁달화, 1997). 

  이와 같은 가치교육은 어떠한 상황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에 대해 다양

한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그 가치들을 다루어 봄으로써 합리적인 

가치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며(김지영, 권덕수, 2011), 자신과 

타인에게 필요한 가장 적합한 가치를 발달시키는 연습으로서, 문제해결

력과 의사결정력을 증진시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유도하는 교육

(김강희, 2005)으로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가치에 대한 교육 중에서도 아동이 갖추어야 할 개인재무관

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관점을 정립할 수 있게 하고, 실제생활에서 아동

이 접할 수 있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문제 상황에 대해 올바른 가치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을 돕

는 금융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건전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아동을 위한 금융교육은 아동소비자에게 바람직한 재무적 의사결정능

력과 금융생활과 관련된 생활습관을 형성시켜 주고, 금융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대처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은승, 

2007). 특히 아동기에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돈의 개념과 

소유, 예산, 미래 계획, 용돈관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소비, 저축 

등과 같은 소비자지식과 기술적 내용 이외에도 정직함이나 남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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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내용을 배우는 도덕교육과 가치관 교육이 가능하므로, 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와 같은 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성영

애 외, 2001). 

  한편, 아동이 돈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용돈에 대한 올바

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동이 용돈을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강지현, 천혜정, 2010). 가치관이나 

습관의 형성은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아동기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형

식의 금융교육을 계획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시기에 소비행

동의 형태가 결정되고, 이때 아동이 습득한 소비행동은 성인기의 소비행

동에 그대로 연결되므로, 아동기에 이루어지는 소비패턴 지도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또한, 아동기는 소비자사회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재무교육 프로

그램에서는 돈과 관련된 가치교육을 중요시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경제

와 사람 사이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프

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윤정혜 외, 

2001). 

       2. 가치기반 금융교육의 내용

         1) 경제윤리 측면에서의 가치교육 내용

  본 논문은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함양시켜 

주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금융생활과 관계된 가치 중, 경제윤리의식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을 고찰

해 보았다.

  경제윤리는 인간의 여러 행동 중, 경제적 행동에 관한 윤리적 판단 기

준을 의미한다(이정락, 2008). 또한, 경제윤리는 경제활동의 목적과 행

동양식, 그리고 조직양식을 규제하는 종합적 가치의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경제활동에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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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가치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다(박향숙, 2012). 경제윤리는 경제발

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며 사회가 물질적 풍요로 인해 타락하지 않

고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준수되어야 하므로 중요하며, 경제윤

리와 경제발전은 인간과 물질 사이의 관계, 인간과 사회 간의 관계가 서

로 상생관계를 유지하여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에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심은보, 2003). 또한, 경제윤리의 문제는 논쟁적이고, 사

회적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으로서, 사고와 행동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경제윤리의 문제는 사실

의 문제가 아닌 당위와 실천의 문제인데, 경제 실천의 문제는 현실을 바

탕으로 성립한다(이정락, 2008). 

  한편, 소비자학에서도 경제윤리의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김정훈(2003)은 경제윤리의식의 하위영역을 기업윤리와 직업윤리, 근로

윤리, 소비윤리, 절약과 검소윤리, 공동체윤리, 공정성윤리, 근면윤리, 기

부윤리, 법 준수윤리 가치와 같이 분류하였는데, 경제윤리의식으로서 금

융생활 관련 가치와 연관 있는 소비윤리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과소비 

및 사재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공공 소비재를 소중히 여

겨 절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원재활용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보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구성하였

다. 이희숙 등(2010)은 경제윤리를 소비윤리, 직업윤리, 기업윤리, 근로

윤리, 공정성, 공동체, 기부윤리, 법준수 윤리, 근면윤리와 같이 분류하였

으며, 경제윤리 중, 소비윤리를 과소비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금

전거래 상황에서 정직하게 도덕성을 지키는 것, 공공 소비재를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정락(2008)은 기독교 경제윤리의식에 근거하여 학교금융교육

에 적용 가능한 금융관련 기독교 경제윤리의식을 도출하였고, 이를 돈 

벌기, 돈 불리기, 돈 쓰기, 돈 빌리기, 돈 나누기와 같이 금융생활 역역

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째, 돈 벌기에서 필요한 윤리로는 부지런함, 성

실, 정직, 공정심과 같은 윤리를 중요하게 보았고, 일할 때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의식, 또는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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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돈 불리기에서는 절약, 저축, 투자, 상부상조 윤리가 요구되며, 

저축을 위해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저축의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

째, 돈 쓰기에서는 계획성, 예산 세우기, 절제, 자족의 윤리가 요구되고, 

건전한 소비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돈 빌리기에서는 약속 이

행과 신뢰성, 신의에 대한 윤리가 필요하고, 약속을 신중하게 이행하는 

신용관리의식을 꼽았다. 다섯째, 돈 나누기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대함, 

기부, 나눔, 이웃사랑의 윤리가 필요하고,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떠나 자

신의 필요뿐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돌아보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허지선(2016)도 바른 경제관 확립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경제교육 차원에서 금융교육 내용을 제

시하였다. 구체적인 금융교육 내용에는 경제의 의미, 행복, 돈, 일, 소비, 

나눔, 용돈관리와 같은 대주제가 구성되었고,‘살림살이’경제, 소유와 

행복, 돈의 가치, 노동의 가치, 소비습관, 나눔의 당위성, 바른 경제습관

과 같은 내용으로 소주제가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경제윤리 의식으로

는 공동체의식, 절제 및 자족, 물질의식, 근로의식, 소비의식, 이웃사랑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경제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경제윤리관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정생활에서 이를 실천함으

로써 올바른 경제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가정연계 경제교육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경제윤리는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임할 때 최소한의 도덕과 상식을 

준수하기 위해 제시되는 가치규범이다(이재석, 2020). 이는 물질적 풍

요로 인해 사회가 타락하지 않고,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준수되

어야 하는 상생의 윤리로서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위해 사회구

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의 가치, 정의, 정직, 관용, 

상호 존중 및 협력과 같은 내용의 가치들을 포함한다. 경제윤리의 근간

이 되는 윤리적 원리에는 제한된 의미의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의무론 

등이 있으며, 다양한 경제윤리의 내용 중, 소비윤리는 사재기나 과소비

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금전거래 시 도덕성을 지키는 것,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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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제윤리의식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지켜져야 하는, 당위적이고 실천적 

성격을 가진 경제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포한 긍정적인 측면의 가

치라고 할 수 있다.  

 

         2)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교육 내용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 어린이의 학
습을 위해 옛 조상들이 중국 고전의 선현들의 금언(金言) 및 명구(名句)
를 편집하여 만든 책인「명심보감(明心寶鑑)」, 한국 전통의 야담과 속
담을 살펴본 연구, 자녀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서양 고전 문헌으로서 유
대교의「탈무드」와「토라」, 아동을 위한 금융교육 지침서, 국내외 문
헌 중,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에 대한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
하여 살펴보기 위해, 근로의식, 저축의식, 소비의식, 신용관리, 공동체의

식과 같은 경제윤리의식에 따라 금융생활 영역을 돈 벌기, 돈 불리기, 

돈 쓰기, 돈 빌리기, 돈 나누기와 같이 분류한 이정락(2008)의 연구와 

소비윤리, 신용관리, 배려, 부(富) 의식, 직업윤리, 공익 존중의 내용요소

로 금융교육 범주의 경제윤리의식 영역을 제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의 초ᆞ증ᆞ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중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결합하여 개인재무관리 영역을 크게 돈 벌기, 돈 쓰기, 돈 불리

기 및 돈 지키기, 돈 쓰기, 돈 내기, 돈 나누기 영역으로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돈 벌기

  선행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하여 부지런하고 성실

한 노력, 근면과 같은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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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사람의 부지런한 노력과 충실을 강

조하여 지나친 욕심과 마음의 방탕을 경계하는 교훈이 들어 있으며(이종

찬, 2008), 한국 전통 야담집에서는 돈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

실한 노력이라고 보는 한국의 옛 선조들의 가치관을 찾아 볼 수 있고(김

자혜, 2015),「토라」에서는 요셉이나 야곱과 같은 인물 중심의 이야기

를 통해 자녀들에게 성실함과 근면함(부지런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박기현, 2010).

  국내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를 살펴보면, 돈 벌기 영역과 관련된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로서, 돈을 벌 때 양심을 지키고 만족하는 것, 

아동에게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용돈을 줌으로써 돈

에 대한 신중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자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을 사용한 일을 함으로써 돈을 꾸준하게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이대희, 2012). 또한, 아이들에게 돈은 땀과 노력의 대가로 생성된

다는 것(박 철, 2007)과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모으는 것(허지선, 

2016),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재정적 독립을 이루는 것, 부지런함으

로 근면, 성실하여 돈을 벌어야 된다는 내용(신용준, 2014)이 제시되고 

있다. 

  국외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를 살펴보면,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

존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아이들에게 자신의 일에 자

부심을 가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

용이 있었다(Allen & Oliva, 2001). 한편, 외국의 지침서에서는 부모들

이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할 기회를 주어 용돈을 벌게 하거나 재활용품을 

모아 돈으로 바꾸는 것 등,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근로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는데(Lieber, 2016; Kettl-Romer, 2010; 

Burkett & Osborne, 2001; Estess & Barocas, 1994), 이를 통해 돈

을 모으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근면해야 한다는 것(Lieber, 2016)과 적

합한 방식의 일을 통해 돈을 모으는 것(Kettl-Romer, 2010; Estess 

& Barocas, 1994), 노동의 가치와 돈과 노동의 관계를 이해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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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자립심을 갖는 것(Estess & Barocas, 1994), 일에 대한 좋은 습

관을 갖는 것(McCarthy, 2009),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Burkett & 

Osborne, 2001)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서양 고전과 한국 

전통의 문헌,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내용에서는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하여 성실과 근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았다. 또한, 국내외 연구 내

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일할 때에 양심을 지키는 것, 부지런

함, 재정적 독립,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돈을 꾸준히 모으는 것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외국 연구 내용에서의 특징은 자녀가 돈을 모

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적합한 방식의 일을 통해 자녀가 돈을 모으는 것을 체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 [표 2-4]는 선행연

구에서 개인재무관리 영역 중, 돈 벌기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다.

 [표 2-4] 돈 벌기

분야 돈 벌기 관련 연구
한국 전통 성실/부지런함/노력/충실 김자혜(2015), 이종찬(2008)

서양 고전 근면/성실 박기현(2010)

국내 연구
양심/만족/꾸준함/노력/부지런함/

근면/성실/정직/감사/돈의 소중함

이대희(2012), 허지선(2016),

박 철(2007), 신용준(2014),

이정락(2008)

국외 연구

최선/노력/근면/부지런함/성실/

노동/책임성/자립심/독립/

일에 대한 좋은 습관/감사

Allen & Oliva (2001),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Kettl-Romer(2010),

McCarthy(2009),

Liebe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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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돈 빌리기

  개인재무관리 영역 중, 돈 빌리기 영역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담

겨 있는 내용에는 국내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에서 돈을 빌리는 것

과 관련하여 먼저 자녀에게 돈 빌리기(Borrowing)에 대한 개념을 가르

쳐 주어야 하고, 돈을 빌리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박 철, 2007).

  국외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금융교육의 핵심 교훈으로서 재정적 책임성을 기르는 것(Fabris & 

Luburić, 2016; Estess & Barocas; 1994; Kettl-Romer, 2010)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 있었고(Fabris와 Luburić, 2016), 금융행동 변화

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개념의 지식만이 아니라, 금융생활에 대한 습관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이를 위해 청소년과 어린

이들이 신용태도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는 것(차용)에 대한 책임성을 기

르고 그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으며(Fabris & 

Luburić,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녀들에게 신용 문제에 있어서 

신의, 즉 신중하게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

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Burkett & Osborne, 2001). 

  위의 내용을 통해, 돈 빌리기 영역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 즉 차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통적

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국외 연구에서는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책

임성, 또는 차용에 대한 책임성을 길러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 [표 2-5]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 중, 돈 빌리기

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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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돈 빌리기

        (3)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저축태도와 관련된 영역으로서 돈을 불리고 지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

을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교육을 위한 교훈서로서 성인과 아동들에게 널

리 읽혀지고 있는 고전인「탈무드」를 살펴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저축 습관을 길러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김동

사, 1997). 유태인 부모들은 이를 통해 가족 간에도 돈 관리에 대한 엄

격한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의 학교 입학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 주고, 장성한 뒤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나 결혼시의 지참

금, 주택자금, 건강자금, 은퇴자금, 비상자금 등과 같이 인생의 출발과 

안전, 필요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여 미래에 필요한 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재무설계를 시작하게 하고 있으며, 대를 이어 미

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과 관련된 돈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박기

현, 2010). 

  국내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규모 

있게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박 철, 2007), 저축태도를 기르기 

위해 부모가 아이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고 목돈이 점점 불어나는 기쁨

을 느끼게 해주어야 하며(이대희, 2012), 더 나아가 저축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신뢰받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야 

한다는 것, 즉 아이들에게 용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과 

용돈의 한계를 정확히 체감하고 선택하는 것, 자아통제를 통해 돈 사용

분야 돈 빌리기 관련 연구
국내 연구 신중함 박 철(2007)

국외 연구 책임성/신중함

Kettl-Romer(2010), 

  Fabris & Luburić(2016),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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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만족지연의 능력을 길러 소비에 대한 인내심을 형성하는 것이 

어린이에게 필수적이라고 보는 내용이 있었다(이상건, 2006). 

  한편, 국외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가치

를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Allen & Oliva, 

2001; Coloroso, 1995; Godfrey, 2000). 또한, 학부모와 학교는 학생

들에게 돈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긴급사태 및 노후에 대비 등에 대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Godfrey, 2000), 돈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신중함(McCarthy, 2009; Coloroso, 1995), 저축의 중

요성(Allen & Oliva, 2001; Fabris & Luburić, 2016; McCarthy, 

2009), 개인 예산 책정의 중요성(Fabris & Luburić, 2016)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밖에도 극단적인 절약

과 낭비는 모두 좋지 않으므로, 소비와 저축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절히 

조절하여 돈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내용

이 있었다(Godfrey, 2000).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과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자녀에게 저축태도를 형성해 주기 위해 실질적으로 저축을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과 자녀에게 돈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길러주는 것

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히, 국내의 아동대상 금융교

육 지침서의 내용과 다르게 서양 고전 및 외국 연구 내용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 또는 인생의 출발과 안

전, 필요를 대비하는 것, 균형 있는 돈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 [표 2-6]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 중, 돈 불리기 및 돈 지키

기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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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4) 돈 쓰기

  소비태도와 관련된 돈 쓰기와 영역과 관련하여「명심보감(明心寶鑑)」

에는 돈을 아껴 쓰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 있다. 이는 성공하는 

사람은 지극히 하찮은 물질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

람은 지극히 귀한 것일지라도 천하게 여긴다는 내용으로서,‘사물을 아

끼는 마음가짐’이 사람의 인생에서 성패의 갈림길을 좌우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다. 또한, 사람에게 재물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신중함이 요구되고, 재물과 관련하여 청렴함이 필요하며,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검소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데, 옛 조상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근본 교훈으로 삼아 어린이들을 훈육

하는 내용으로 삼았다(이종찬, 2008). 

  한편, 유태인의 고유 예배의식에 사용되는 경전인「토라」에는 자녀에

게 절대로 무의미한 돈을 주지 않을 것과 돈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도

록 하는, 돈 사용에 대한 신중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

고, 자녀들이 돈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청렴하며, 인내하도록 하는 인성

이 길러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돈에 대한 올바른 습관이 

형성되도록 교육하고 있다(박기현, 2010).

  국내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에서 돈 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분야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관련 연구
서양 고전 저축의 중요성/미래대비 박기현(2010), 김동사(1997)

국내 연구

저축의 중요성/

책임성/자아통제/

참을성

이대희(2012), 이상건(2006), 

박 철(2007), 

국외 연구

신중함/계획성/책임성/

저축의 중요성/

미래대비/균형/위험대비

Godfrey(2000), 

LeBaron 외(2018),

Allen & Oliva (2001),

Fabris & Luburić(2016),

McCarthy(2009), Coloroso(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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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소비태도와 관련하여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규모 있게 쓰고 돈 

쓰기(Spending)의 개념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박 철, 2007), 자녀가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낭비를 줄이는 절약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

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신용준, 2014; 이대희, 2012). 또한, 초등학

교 아동들에게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용돈사용 의식을 길러 줌으로써 돈

을 함부로 사용하는 비경제적 활동, 즉 상술의 유혹으로부터 절제하는 

것, 뽑기나 내기를 즐기는 사행심을 경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용돈 기입장을 통해 충동구매에 대해 절제하고 계획성 있는 지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문점애, 2013; 이

대희, 2012). 

  국외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에서는 돈을 쓰는 데에 필요한 소비

태도와 관련하여 부모가 사회 학습 및 인지 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자녀

의 소비에 대한 동료의 압력, 광고의 영향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내용이 있었다(Allen &  Oliva, 2001). 

또한, 부모가 용돈지출에 의한 소비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선택과 관련

하여 재정적 책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

으며(Allen & Oliva, 2001; Fabris & Luburić, 2016; Burkett & 

Osborne, 2001; Estess & Barocas: 1994; Coloroso, 1995), 이를 

위해 먼저 지출과 전형적인 지역 금융 상품 사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되고 있었다(Fabris & 

Luburić, 2016). 이와 함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신중하게 쓰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현명한 소비자는 돈을 주의 깊게 잘 

쓰는 사람이므로, 자녀가 실질적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

비를 위해 조사하고 계획하는 자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Godfrey, 2000; McCarthy, 2009; Kettl-Romer, 2010), 자녀들의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필요와 욕구, 욕망 간의 차이

를 구별하여 지혜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강

조하는 내용이 많았다(Burkett & Osborne, 2001; Estess & 

Barocas: 1994). 한편, 부모는 자녀와의 돈에 대한 대화를 통해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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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주어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방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때 부모

가 아이들에게 기다리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은 돈 사용과 관련된 가치

를 교육하는 것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Lieber, 2016).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서양고전 및 외국연구 문헌에서는 돈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

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한국 전통 및 국내 연구 문헌에서는 돈을 

아껴 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태도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신중한 소비 지향, 국내에서

는 소비 절약을 지향하는 사고가 특징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돈

을 쓸 때에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것은 국내외 연구 내

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였다. 다음 [표 2-7]은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 중, 돈 쓰기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다. 

 [표 2-7] 돈 쓰기
분야 돈 쓰기 관련 연구

한국 전통 아끼기/검소/청렴/욕심경계 이종찬(2008)
서양 고전 신중함/솔직함/인내 박기현(2010)

국내 연구 절제/절약/검소/계획성/솔직함

 편승아(2017), 신용준(2014), 

박  철(2007), 이대희(2012),

문점애(2013)

국외 연구

현명함/신중함/

자제/우선순위 구분/

청지기의 의무/균형/

저축을 통한 더 나은 소비/

절약/책임성/절약/만족지연

Coloroso(1995),

McCarthy(2009),

Kettl-Romer(2010),

Allen & Oliva (2001),

Fabris & Luburić(2016),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Lieber(2016), Godfre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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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돈 내기

  국내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에서는, 시민의식과 관련된 돈 내기 

영역과 관련하여 부모가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자녀에게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었다(박 철, 

2007). 

  외국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에서는 부모와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

동에게 시민의식을 형성해 주기 위해 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아동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Estess & Barocas, 1994). 이

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를 이용할 경우, 팁이나 교통요금, 세금, 통행료, 티켓을 사기 위해 정해

진 액수의 돈을 계산해서 내야 할 것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Allen & Oliva, 2001; Godfrey, 2000). 

  위의 내용을 통해, 시민의식과 관련된 돈 내기 영역과 관련하여 국내

외 연구 문헌에서는 아동에게 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가치를 이해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일부 외국의 지침서에서는 아동에게 금융생활과 관련하여 시민의식

을 형성해 주기 위해, 서비스 이용 후 각종 요금을 정확이 내는 것을 가

르쳐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제시된 구

체적 방안을 교육내용 개발과정에서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2-8]

은 개인재무관리 영역 중, 돈 내기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한 것이

다.  

[표 2-8] 돈 내기
분야 돈 내기 관련 연구

국내 연구 세금납부의 중요성 박 철(2007), 

국외 연구 책임성/세금납부의 중요성/준법

Godfrey(2000), 

Estess & Barocas(1994),

Allen & Oliv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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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돈 나누기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돈을 나누는 것과 관계되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명심보감(明心寶鑑)」에서는 돈

에 대한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여 재물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를 조정

과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현대 경제

계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기업 윤리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금전적 이윤을 남겨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권장해

야 한다는 교훈에 해당한다(이종찬, 2008). 한편, 한국 전통 야담을 살

펴보면, 돈은 머무를 수 없고, 구제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제시되고 있다(김자혜, 2015). 

  유대교에서는 유태인들이 자신들만의 깊은 신앙과 뿌리 깊은 공동체의

식 위에 돈에 대한 각별한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기현, 

2010). 유태인 부모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임을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데, 구체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스스로 저축할 수 있는 저금통을 마련

해 주어 자선을 하기 위한 저축 습관을 기르고 있으며, 자녀가 모은 돈

을 교회당에 갈 때 가져가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자선을 의미하는 체다카(Tzedakah)

라는 말은‘정의(正義)’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유태인에게 있어서 자

선 행위는 정의 그 자체의 의미로 통하며, 유태인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

에게 사회의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지혜로 여기도록 가르친다(김 하, 2008). 

  국내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에서 돈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내용

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자신뿐만이 아닌, 주위 사람

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위해 돈을 행복하게 사

용하는 것을 터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신용준, 2014), 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때 가치가 더 높은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

들에게 자발적인 기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돈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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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는‘진정한 부자’(박 철, 2007), 또는,‘행복한 부자’(이대

희, 2012)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국외의 아동대상 금융교육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가 아이들

에게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개선을 위해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것(McCarthy, 2009)과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는 데에 돈을 사용

할 줄 아는 것(Estess & Barocas, 1994), 자신의 용돈 중, 약간의 돈

을 떼어 가난한 사람이나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Godfrey, 

2000; Burkett & Osborne, 2001; Allen과 Oliva, 2001; Lieber, 

2016), 기부를 통해 작은 액수일지라도 자신의 행운을 타인과 공유하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돈을 통해 아이에게 미덕을 가르치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야 하며(Godfrey, 2000), 기부를 통해 필요와 욕구체계를 강화시

켜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Lieber, 2016).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돈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는 전

체적인 문헌에서 타인을 위해 돈을 자선, 기부, 환원(구제)함으로써 공

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전통의 문헌에서는 기부나 자선

보다는 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

상으로 돈을 나누는 것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행복, 

행복한 부자, 또는 진정한 부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연구 내용에는 아동에게 부(富)를 이루되, 돈을 기꺼이 다른 사람

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부자(富者)에 대한 가치를 형성시켜 주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가 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2-9]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 중, 돈을 나누는 것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 제

시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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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돈 나누기  

       3. 가치기반 금융교육 방법

  가치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채택을 위해, 가치교육을 목적으

로 사용되는 교육방법으로서, 가치구성 요소를 적용한 교육방법과 가치

탐구학습을 활용한 교육방법,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치구성 요소를 적용한 가치교육 방법

  가치구성 요소를 적용한 가치교육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가치구

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교육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Rokeach(1973)는 인간이 소유한 모든 신념의 형태에 있어서 가치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가치는 바

람직한 것에 관한 하나의 인지로서, 인간이 어떠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

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행동해야 할 정확한 방법, 또는 노력해야 할 정

확한 목적 상태를 인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가치는 

인간이 그 가치에 대한 정서적인 것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정서적인 것이

며. 셋째, 가치는 그것이 작용할 때 어떠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중개변인

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동적 요소를 가진다고 보았다(남궁달화, 

분야 돈 나누기 관련 연구
한국 전통 구제/사회적 환원 김자혜(2015), 이종찬(2008)

서양 고전 자선/배려/정의
박기현(2010),

김  하(2008), 김동사(1997)

국내 연구 행복/자발성
신용준(2014),

이대희(2012), 박 철(2007)

국외 연구 이타성/나눔/기부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McCarthy(2009), Lieber(2016),

Godfrey(2000), Allen & Oliv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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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이와 같이 가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측면들은 인간이 삶

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금융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가치교육의 방법에 적용될 수 있다. 가치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 중, 래스(Raths), 하민(Harmin), 사이몬(Simon)이 개발한 가치명

료화 모형의 교육방법은 처음 세 단계의‘선택하기’과정에서 인지적 요

소가, 다음 두 단계인‘소중히 여기기’과정에서 정의적 요소가, 마지막 

두 단계인‘행동하기’과정에서 심동적 요소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이와 같은 세 가지 가치구성 요소를 적용한 가치교육 방법은 학습자에게 

이성과 정서, 행동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

서 장점을 가진다(남궁달화, 2009). 

  이러한 세 가지 가치구성 요소를 적용한 가치교육 방법은 최근 환경교

육 분야에서 감수성을 일깨워 환경 가치의 실천을 유도하는 단계적 교육

방법으로서, 환경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자각단계, 실생활의 환경적 문제

를 해결하고 탐구하도록 하는 소양단계,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과 참여 

방안을 찾아보는 능력 단계로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으며(최석진 외, 

2001; 박미정, 최병모, 2003), 단순 지식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감정

적인 설득을 통해 학습자가 환경문제에 관한 책임을 느끼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강민정, 

2014). 이러한 단계적 환경교육방법은 소비윤리교육에서도 활용되고 있

으며(송인숙, 천경희, 2009),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서도 아

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단계적 환경교육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단계적 환경교육방법을 적용한 사례에는 김혜영과 이

상원(2016)이 그림동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초등학교 아동들에

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초

등학생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 ․ 기능 ․ 태도 ․ 행동의 종합적 능력을 조

화롭게 갖춘 환경소양을 기르기 위해 4단계의 과정을 구성하였다. 이 단

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을 열고 동기를 유발하는 도입 단계, 그

림동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상황 속으로 들어가 환경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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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전개 단계, 다양한 감성적 체험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나누는 

확장 단계, 느낌을 정리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실천 단계로 고안되었으

며, 이와 같은 단계적 교육방법을 적용한 뒤, 설문지를 통한 사전ᆞ사후 

검사를 실시 후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정량적 평가와 학생 행동 관찰 및 

작품발표, 면담 등을 통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주었고, 실천의지와 태도, 행동 변화 측면에

서 초등학생의 환경소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계적 환경교육방법은 금융생활에 대한 가치교육에서도 응용될 수 

있는데, 금융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에서도 가치구성 요인을 고려한 교육방법을 활용

하는 것이 유용하다.

         2) 가치탐구학습

  가치탐구학습은 1950년대 후반 존 듀이(John Dewey)의 제자 레스

(Raths)가 뉴욕 대학에서 강의 방법론 연구 중, 고안된 것으로서, 본래

는 도덕과나 교육학에서 논의되는 가치 명료화 수업에서 유래되었다(김

희경, 2014). 가치탐구학습은 가치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도

와주는 학습이라 할 수 있는데, 가치탐구학습에서 자신의 가치를 명료하

게 인식하는 과정,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비교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최

적의 가치를 결정하여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

힐 수 있다(이종향, 2013).  

  이와 같은 가치탐구학습 방법은 경험의 결과로서의 '가치'보다는 가치

가 내면화 되어가는 '가치화 과정'을 중시하고, 가치판단을 위한 논리적 

구성요소들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통해 정당한 가치판단을 유도하는 전

형적 가치분석방법을 적용함을 통해 가치갈등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하는 데에 특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김희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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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징을 가진 가치탐구학습은 연구자에 따라 대표적으로 세 가

지의 모형이 있다. 첫째, 학습자가 가치문제 상황을 반성적으로 성찰하

고, 개인이 선택한 가치를 소중히 여겨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래스(Raths), 하민(Harmin), 사이몬(Simon)

에 의해 개발된 가치명료화 모형, 둘째, 갈등을 중심문제로 인식하고, 이

성을 가치논쟁의 중요한 중재자로 바라보면서 점차적인 단계적 접근 방

법을 사용하는 쿰즈(Coombs), 뮤크스(Meux), 카드위크(Chadwick)를 

중심으로 고안된 가치분석 모형, 셋째, 가치와 가치체계, 가치탐구자의 

본질, 가치탐구의 기술 및 촉진방법에 대한 이론 등을 바탕으로 계열성

이 있는 일련의 활동들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시몬즈(Dale Simmons, 

1977)의 가치탐구 워크숍이 있다(남궁달화, 1997 재인용). 

  이와 같이 외국에서 고안된 가치탐구학습 모형 외에 학습자의 내면화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탐구학습 모형으로서, 국내 연구자인 남궁달화

(1997)가 개발한 가치탐구학습 모형이 있다. 이 모형은 문제상황인식, 

선택하기, 긍지갖기, 행동하기, 내면화하기의 5단계로 구성되는데, 각 단

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상황 인식 단계에서 학습자는 다

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문제 상황을 인식한다. 둘째, 선택하기 단계에서 

교육자는 구체적인 가치 갈등 상황을 제시해 주고, 학습자들은 가치 갈

등 상황에서 드러난 사건들을 토대로 문제, 또는 토론의 주제를 찾아낸 

뒤, 가치를 분석한 후 자유롭게 선택한다. 셋째, 긍지 갖기 단계에서 학

습자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와 입장, 관점 등에 대해 근거를 찾아내고, 

최대한의 합리적 주장을 마련한 뒤,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

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선언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택한 가치와 입장, 관점을 확인하며 그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나

타나는 결과를 예상한다. 넷째, 행동하기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선

택한 가치와 입장, 관점 등이 자신의 주변 일상에서 적용된 사례를 찾아

보며, 그 가치를 따라서 행동한다. 다섯째, 내면화하기 단계에서 학습자

는 선택한 가치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며, 실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습득, 또는 인식된 가치에 적응해야 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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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살펴본 내용을 통해, 가치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가치탐구

학습은 대체로 선택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법, 사

실의 확실성을 평가하여 타당성을 명료화하는 방법, 타인의 가치에 대해 

친숙해지고, 가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는 방법 등과 

같이, 감정과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가치를 내면화하고, 의지를 통해 행

동을 이끄는 접근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탐구학습 방법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위해 적용하기 위

해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방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위에서 소개한 가치탐구학습 중, 가치명료화 과정을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인성교육에 적합하게 활용하여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는 권재은의 연구(2015)가 있다. 연구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가치명료화 단계를 적용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

신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도하

였으며, 12차시의 프로그램 교육 후,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효

과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문제 상황 제시 단

계와 행동하기의 마지막 하위 단계인 일상생활에서 일관성 있게 반복하

기 단계에서 이야기를 활용하였는데, 동일한 가치를 선택한 학생들이 함

께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동참한 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만

들어 보고 공유한 뒤,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활용한 가치명료화 단계를 적용한 수업을 통해, 교사는 전문성

이 향상되고 학생에 대한 이해심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

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학생들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가치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자율적인 태도 및 책임감 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 능동적으

로 참여할 수 있었고, 모둠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가치명료화 단계를 통해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스스로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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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에 제시된 다양한 가치탐구모형을 수업모형으로 재구성하여 

인성교육에서 고르게 활용한 사례에는, 초등학교 도덕과교육을 위해 6차

시의 인성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 연구(강권현, 

2003)가 있다. 연구자는 도덕과에서 봉사활동, 성실, 정직성, 배려, 타인

존중 등과 같은 가치를 주제로 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천과 체험 중심, 가치의 내면화, 판단과 행동의 자율성, 성취감을 심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치명료화 모형, (가치)개념분석 모형, 가치갈등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치갈등 모형은 정직성에 대한 인성가

치를 교육하기 위해 활용된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안이었는데, 가치갈

등 모형은 가치 갈등 사례를 제시해 주고, 관련 규범 선택 결과를 예상

한 뒤, 자신의 입장을 최종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다. 이 밖에도 연구자는 가치교육을 위한 적합한 교육방법으로서 역할놀

이 모형, 배려 모형, 봉사학습 모형, 가상체험 모형과 같은 다양한 학습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명언과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활용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의 바람직한 인성이 조화

롭게 길러지도록 도모하였다. 연구자는 단계별 과정을 활용하는 합리적

인 방식으로써 수업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고, 1단계에는 명언 감상 후, 

나의 생각 기록하기, 2단계에는 주제토론 및 토의, 학습활동, 문제 상황 

제시, 체험해 보기, 3단계에는 점검 및 평가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학

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최근 경제교육에서는 가치탐구학습 모형을 재구성하여 프로그램

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종향(2013)은 세 가지 가치탐구학습 모형, 

즉 가치명료화 모형, 가치갈등 모형, 가치분석 모형을 토대로 유아경제

교육에 적합한 가치탐구학습 모형을 재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

며, 이를 만 5세 유아에게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였다. 연구자는 

공유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경제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 아래, 유아

들의 경제사고력 증진과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을 증진, 공동체의식 

형성, 합리적인 경제생활 실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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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방법 중, 교수원리로서 생활중심의 원리, 상

호작용의 원리, 통합의 원리, 탐구중심의 원리를 적용하였고, 교수학습과

정으로서 경제문제 인식 단계, 경제문제해결안 모색 단계, 경제문제해결

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단계,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가치동기 

내면화 단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교사의 역할을 환경구성자, 

상황적용자, 개념지원자, 사고촉진자, 동기부여자로 설정하였으며, 교수

학습자료로써 동영상과 그림자료, 견학자료, 활동지, 역할극 자료와 소

품, 체험자료를 활용하였고, 프로그램 평가로써 유아평가 및 프로그램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치탐구모형을 적용한 유아경제교육 프

로그램은 유아들의 경제개념, 의사소통태도,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10]은 세 가지 가

치탐구학습 모형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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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가치탐구학습 모형의 비교분석

출처: 이종향. (2013). 가치탐구모형에 기초한 유아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구분 가치명료화모형 가치갈등모형 가치분석모형

교

수

학

습

절

차

1. 가치명료화모형 

2. 자유롭게 선택하기 

3. 여러 대안에서 선택  

  하기 

4. 각 대안들의 결과를  

  사려 깊게 생각하여  

  선택하기

5. 선택한 바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이  

  야기하기

6. 선택한 바를 행동으  

  로 옮기기

7. 생활 속에서 반복하  

  여 행동하기

1. 가치갈등 사태 제시 

2. 관련된 규범의 확인 

3. 관련 규범의 의미

  명료화 

4. 문제사태의 성격분석

5. 양립된 입장의 결과

  예상 대안의 결정

6. 자기 입장의 선택 및 

  정당화

7. 자기 입장의 수정 및 

  대안 탐색

8. 학습내용의 정리

1. 가치문제의 제시

2. 관련된 가치 확인

3. 대안의 검토

4. 대안의 결과 예상

5. 대안의 결정

6. 대안의 실천 동기

  부여

장점

ᆞ 자신의 가치를 분명  

  히 인식하게 함

ᆞ 자율적이고 주체적  

  인 판단의 기회제공

ᆞ 자신의 가치와 타인  

  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함

ᆞ 가치를 선택하려는

  논리적 사고 촉진

ᆞ 의사결정능력 향상

개인 간, 집단 간의 가

치갈등을 해소할 수 있

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

공함

단점

ᆞ 가치 상대주의를 조  

  장함

ᆞ 자유를 지나치게 존  

  중함

ᆞ 기본 학습능력이 필  

  요함

ᆞ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림

ᆞ 학습자의 발달수준   

  고려

ᆞ 지나치게 인지적 측  

  면만 강조

ᆞ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림

적용

가능성

유아대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적용가능성 확인

유아대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적용가능성 확인

유아대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적용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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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 가치탐구학습 모형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종향(2013)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모든 모

형이 유아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모형임이 확인되었다. 

특별히, 가치탐구학습 모형 중, 가치갈등 모형은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데 용이하고, 가치를 선택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를 촉진

시키며,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데에 장점을 가진 모형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3)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가치교육과 관련된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교육대상과 교육주제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교육 방법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학습방

법과 모둠을 활용한 토의 및 토론 활동, 협동 학습, 스토리텔링 학습방

법과 같이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유용한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금융생활 관련 가치교육에는 초등

학교 고학년(3~6학년)아동 대상의 화폐관리교육(성영애 외, 2010)이 

있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기초다지기, 계획세우기, 실행하기

로 나눈 뒤, 돈의 가치(돈의 개념과 경제순환, 돈의 종류 및 가치, 돈 관

리의 중요성, 자원의 중요성, 선택(의사결정), 미래 설계, 용돈 관리, 저

축과 투자, 소비지출 및 구매와 같은 대영역의 주제 아래 15개의 교육

안을 고안하였고, 돈 관리 및 돈과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저축 및 소

비태도 등, 돈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주제 토론과 활동지 작성, 

돈과 관련된 속담 맞추기 게임, 또는 만화나 그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학습 등의 교육방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방법을 통

해 전체적으로 상호학습 및 참여교육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교육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에 입각한 초등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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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2008)이 있다. 연구자는 교육방법으로써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함

께 실제 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생활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다

양한 학습활동과 체험학습의 기회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주

도 기관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학습방법들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효과적인 시청각 학습과, 토의․토론 학습, 스토리텔링 학

습, 모둠활동을 통한 협동학습, 극화 학습(역할놀이), 문제 해결 학습, 

신문기사 자료를 활용한 시사학습 등의 교육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최경민(2017)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학

교 교육과정의 재구성 실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

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실

행한 뒤, 이에 대한 수업 효과를 살펴보았다. 프로젝트 중심 학습은 지

식의 습득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 학습에 참여하고, 급

우들과 함께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책임감과 공

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프로젝

트 중심 학습에서 교사는 설명식 암기식 수업으로 모든 것을 이끄는 존

재가 아닌, 전문가적 시각에서 조언을 제공해 주는 퍼실리테이터적 역할

을 한다. 프로젝트 중심 학습 방법은 생각교환 중심 활동, 토의 및 토론 

중심활동, 움직임 중심활동, 음악 및 미술 중심활동, 상호평가 중심활동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학습방법을 수업에 적용해 본 결

과,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습 과정의 경험을 통해 

공감과 배려심, 협력심, 책임감, 효능감 등의 바른 인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스스로 깨닫고 체득할 수 있었다는 효과가 파악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바른 인성 가치를 함

양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교육방법이 아닌, 실생활의 주제를 중심

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유도하여 급우들과 함께 적극적

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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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중에서도 스토리텔링 학습방

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화폐관리교육이나 경제교육에서 활용되고 있

다. 스토리텔링은‘스토리(Story)’와‘텔링(telling)’이 결합되어 만들

어진 합성어로서, 텍스트 중심의 스토리를 연구대상으로 보았던 관점에

서 벗어나, 이야기가 전달되는 현상 자체로 연구관점이 이동하는 과정에

서 파생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스토리는 텍스트와 같은 정태성에 초점을 

두고,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작용과 같이 동태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때, telling의 개념에

는‘드러내다’,‘나타내다’의 의미가 포함되며, 사전적 의미의 

storytelling은 이야기를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의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

므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매체와 방식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스

토리텔링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김광욱, 2008). 

  한편,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가 가능하고, 사회적 현상과 자연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는 특

성이 있는데(송길연 외, 2008; 김정석, 2014).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을 통한 학습을 선호하고, 상상력

이 풍부하며, 표현능력이 창의적이고,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발달적 특

성을 가지므로, 스토리텔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회

성 발달을 촉진시켜 주고, 상상력을 개발시켜 주는 데에 가장 적절한 교

육 방법으로서 제안되고 있다(김정석, 2014).

  또한, 스토리텔링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는 단계적 성찰이 가능

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났는데(강문숙, 2014),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경우, 이와 같은 매체들은 시

각적 자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

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켜 풍부한 상상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매

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정석, 2014). 이와 함께 스토리텔

링은 강력한 이미지와 상징을 담고 있으므로, 지적이고 감정적인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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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을 통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영향을 미쳐 이야기를 들은 청자에게 

이야기와 인물,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 덕이나 결핍 등을 기억하게 한다

고 주장되고 있다(Howard Kirchenbaum, 1995).

  이와 같은 교육효과가 있는 스토리텔링 학습 방법은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덕목이나 가치 등을 아동들에게 체화시켜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친숙한 이야기를 활용한 방법으로서 되고 적용되고 있다(최윤화, 

2014). 이 외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김해연, 2007; 신정

희, 2016)이나 환경교육(김현숙, 2003; 김혜영, 이상원, 2016) 등의 가

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교육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고, 아동 대

상의 공감교육(김정석, 2014), 창의성교육(이진희, 2009; 서영미, 

2009), 대인관계향상교육(이채원, 2014)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다.

  Howard Kirchenbaum(1995)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모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며, 큰 소리의 음성이나 녹음기 등, 다양한 사용

한 방식을 사용한 스토리텔링은 의사소통의 다른 형태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가치교육을 위한 탁월한 도입이자 기회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생활 관련 가치교육 및 인성교육에서는 가치의 내면화 및 의지 변화

를 통해 실천을 유도하는 단계적 교육방법과 실생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학

습자 중심 교육방법이 효과적임(성영애 외, 2010; 이정락, 2008; 최경

민, 2017)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과 상상력 개발에 적절한 교육 방

법임(김정석, 2014)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를 함양시켜 주는 금융교육을 위해, 학습자에게 가치의 내면화 

및 동기유발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돕는 학습자 중심의 단계별 교육방

법으로서, 이종향(2013)이 경제교육에서 적용한 가치탐구모형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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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사고력 수준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서 만화나 그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학습방법이 활용된 사

례(성영애 외, 2010)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의 발달적 특성에 맞추어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돕고, 아동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으로서 동화를 활용한 스

토리텔링을 학습기법으로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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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

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를 도출하여 선정한 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과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제 1 절 프로그램 개발절차 및 방법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먼저 프로그램 개발절

차를 알아보고, 선행연구 분석과 부모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내용 타당도 평가를 통해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위해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내용체

계 및 목표를 선정하고, 교육 방법을 적용한 뒤, 개발된 가치기반 아동

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

하였다. 

 1. 프로그램 개발절차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ADDIE 모

형(Analysis(분석), Design(설계), Development(개발), 

Implementation(실행), Evaluation(평가); Seels & Richery, 1995)을 

활용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되는 모형에는 

High-IMPACT 훈련모형, 결과기반 HRD 모형, 경영성과지향 ISD 모형 

등이 있는데(정재삼, 1998), 그 중에서도 ADDIE 모형은 교수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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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적,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장점(윤옥한, 2017)이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ADDIE 모형을 가치기반 금융교육의 개

발 절차로써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이루어

진 각 단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아동금융교육에 반영할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도출하고, 부모대상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도

출한 가치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

하는 과정을 거쳐, 아동금융교육에 반영할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먼저, 선정된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관련 영역별 가치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체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선정된 교육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가치기반 아동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과 활동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프로그램 내용 적절성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 시안을 수정한 

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최종안을 구성하였다.

  셋째, 실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구성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
로그램을 현장교육을 통해 실행하였다.
  넷째, 평가 단계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졌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양적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과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을 혼합하여 사용하

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험ㆍ통제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사후 자기평가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험집단 아동 
부모대상 프로그램 효과평가 응답지를 수집하여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
였다. 이와 같은 단계로 구성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는 다음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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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절차

분

석

⦁ 아동금융교육에 반영할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도출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가치도출

- 부모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 아동금융교육에 반영할 최종적인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선정

설

계

및

 

개

발

⦁ 프로그램 내용체계 및 목표 설정

-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기반

⦁ 교육방법 적용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교육방법 선정

⦁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최종안 구성

-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활동 구성

- 전문가 집단 대상 프로그램 내용 적절성 평가 및 시안 수정

실

행
⦁ 프로그램 실행: 현장교육

평

가

⦁ 프로그램 효과 평가: 

- 아동대상 사전·사후 자기평가 

- 부모대상 프로그램 효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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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가치도출 방법

        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도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한국전통문헌으로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글자를 이해할 만한 어린 시절부

터 필수적으로 배워왔던 책인「명심보감(明心寶鑑)」과 옛 선조들의 가

치관이 담겨 있는 한국 전통 야담집, 서양고전 문헌으로서 자녀교육을 

위한 교훈서로서 성인과 아동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는「탈무드」와

「토라」, 국내외 다양한 경제교육과 금융교육, 부모교육, 초등교육 등의 

연구 및 문헌 내용으로부터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해당되는 의미

단위들을 모두 통합하였다. 

  둘째.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들 중, 개념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 단위끼리 군집을 구성한 뒤, 유사한 의미단위나 중복되는 의미단위

는 대표적 개념의 의미단위로 통합시킨 후, 각 의미단위들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대표적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는 의미단위들을 개념이 서로 유사

한 것끼리 함께 묶어 하위 범주의 군집을 구성한 뒤, 각 하위범주 간의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하위 가치항목의 

개념을 수립하였다.

  넷째, 전체적인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완·수정 과정을 거쳐, 개

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도출하였다.

        2) 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평가 

  선행연구 분석에서 추출된 가치 항목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고, 학부

모가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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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

시하였다.

         (1) 분석 방법

  집단심층면담은 질적연구방법의 한 가지로서, 특수한 주제에 관한 그

룹 토의를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 목적에 적합하게 참여자의 경험과 신념

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김성재 외, 

2000). 이와 같은 집단심층면담에서는 숙련된 중재자의 확고한 방향성

을 통해 자발적인 집단 역동성과 정보 및 통찰의 상승효과가 나타나며, 

그룹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상호작용은 다른 수단으로써 쉽게 획득되지 

않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Stewart & Shamdasani,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심층면담 기법을 통해 교육

내용 선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 참여자 모집

  본 연구의 집단심층면담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거주 지역이 동일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개인재무관리 측면의 생활을 지켜본 경험

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동질성 확보는 

원활한 그룹역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

되는데(김미진, 2015), 동질성 확보를 위한 고전적 방법에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배경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연구주제

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경험을 더 중요한 요소로 하여 동

질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김성재 외, 2000).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집담심층면담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목적적 표출 방법(김성재 외, 200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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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모 도서관의 평생교육 담당 관계자에게 

연구목적과 집단심층면담의 목적 및 내용, 문서화된 참여자 선발 기준을 

제시해 주고 면담 참여자 모집에 대한 공고를 의뢰하였다. 일반적으로 

집단심층면담에서 한 그룹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를 6명에서 10명 선

으로 구성하는데(김성재 외, 2000),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게시판 및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공고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자녀로 둔 

학부모 8명을 면담 대상자로 모집한 뒤,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여 집단심

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모집된 참여자들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연령대에 속한 학부모들이었

다. 교육수준은 모두 고졸 이상으로서 주로 대졸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

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

고, 전체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는 주로 1명이었으며, 자녀의 학

년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편이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집단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조사내용 

  다음 [표 3-2]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7가지 가치 항목의 사전

참여자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전체 

자녀수

(명)

저학년 

자녀수

(명)

자녀 

학년

(학년)

자녀 

성별

(남/여)
1 여 만 34세 대졸 2 1 1 남
2 여 만 42세 대졸 2 1 3 남
3 여 만 37세 고졸 3 1 1 여
4 여 만 38세 대졸 1 1 3 남
5 여 만 43세 대졸 2 2 1/3 남/남
6 여 만 44세 고졸 2 1 3 여
7 여 만 46세 고졸 2 1 3 여
8 여 만 35세 대졸 3 1 2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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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치항목

의 사전적 개념을 집단심층면담에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먼저 제시해 주

어 각 가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의 이해를 도운 뒤, 이를 토대로 반 구조

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3-2] 가치 항목의 사전적 정의 

  본 연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집단심층면담의 주요 질문은 첫

째, 개인재무관리 영역(돈 벌기/돈 빌리기/돈 불리기와 돈 지키기/돈 쓰

기/돈 내기/돈 나누기 영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는 무엇인가? 둘째,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기타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는 무엇인가? 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질문의 방식은 김성재(2000)의 질문 제시 방식 5가지(시작질문, 도입질

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를 활용하였다.

        (4) 면담절차

  집단심층면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장소는 참여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Y사립

도서관의 세미나실을 활용하였다.

  둘째, 집단심층면담 실시 전, 참여자인 부모자신과 초등학교 저학년 

가치 

항목
정 의

정직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
책임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
절제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
성실 정성스럽고 참됨
감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준법 법률이나 규칙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키는 것
나눔 나누는 것, 또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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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셋째,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자리를 적절히 배치한 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면담내용의 전사를 돕기 위해 참여자들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녹음기를 배치하였다. 

  넷째,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문헌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7가지 가치 항목에 대해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참고자료를 

제시해 줌으로써, 심층면담의 참여자가 가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

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다섯째, 연구자가 직접 면담의 진행자가 되어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면담을 위한 소요시간을 참여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다음으로, 연구의 

목적과 면담과정에서 지켜야 될 사항 및 면담 진행 환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준 뒤,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진행시, 보조연구원

은 면담의 분위기와 참여자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반영하여 진행된 내용

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였고, 면담이 끝난 뒤에는 녹음한 면담내

용을 즉시 전사함으로써 자료를 문서화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집단심층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연구윤리 준수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면담 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절차,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및 개

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 전원에게 먼저 온라인상으로 공지해 주

어 설명해 준 뒤, 면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집단심층면담 수행 전, 

사전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게 한 후, 취합하였다. 또한, 연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함

으로써,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취합한 동의서들은 연

구윤리규정을 토대로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을 준수하여 보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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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의된 공개범위 내용만을 연구 목적에 맞게 활용하였다.

        (6)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집단심층면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Stewart & Shamdasani, 2015)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주제가 유사한 내용과 단어

를 서로 유목화하고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반복적 비교 방법과 개방 

코딩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항목에 대한 선행연

구 분석결과와 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평가를 위해 실시한 집단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치 개념

을 확정하였다.

       3. 프로그램 시안 구성 방법

          1) 구성 근거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에 대한 선택과 판단의 과정을 요구하는 금융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치탐구학습 모형에 근거하여 프로

그램을 구성하였다. 가치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 중, 가치탐구학습 

모형은 경험의 결과로서의 '가치'보다는 가치가 내면화 되어가는 '가치화 

과정'을 중시하며, 가치판단을 위한 논리적 구성요소들에 대해 타당성 

검증에 의한 정당한 가치판단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갈등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하는 데에 

특별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된다(김희경,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가치탐구학습 모형, 즉 가치명료화 모형

과 가치갈등 모형, 가치분석 모형을 유아경제교육에 적합한 가치탐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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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모형으로서 재구성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한 사례로서, 유아들의 경제

사고력 증진과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 증진, 공동체의식 형성, 합리

적인 경제생활 실천을 목표로 하는 이종향(2013)의 유아경제교육 프로

그램에 적용된 가치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하였다. 유아경제교육 프로그램

에 적용된 가치탐구학습 모형의 교수학습과정은 경제문제 인식 단계, 경

제문제해결안 모색 단계,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단계,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가치동기 내면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가치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유아경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유아들

의 경제개념과 의사소통태도, 공동체의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습단계를 크게 도입, 전개, 정리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 중,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동기 유발, 전개 단계에서는 상황이입

이 이루어진 후, 가치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문제인식, 문제 해

결안 모색,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였으며, 이후 다양한 활동 진행 및 발표 시간을 갖은 뒤, 정리 단계에서

는 가치내면화 하기 및 실천다짐 과정을 구성하였다. 

         2) 프로그램 교육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융생활에 적합한 올바른 가치들을 아동들에게 교육하

기 위하여 동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학습방법을 교육방

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주제와 연관된 내

용이 담긴 그림 동화책, 동영상 자료, 동화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PPT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상상력과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아동들

이 스스로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활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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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토리텔링을 위한 동화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

링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동화 선정시 교육내용의 연관성과 아동의 

연령과 집중력 및 사고력 수준, 작품의 심미성과 흥미도를 고려하고(이

광원(2013), 교육시간 확보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유의점

(김정훈, 2017)을 참고하여,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스토리

텔링을 위한 동화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를 위해 흥미와 교

훈을 주는 동화 중,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에 대한 주제를 가

르치기 위해 적합한 내용이 담긴 전래동화와 성경이야기, 창작동화를 선

정하였는데, 먼저 이와 같은 동화의 개념과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본 뒤, 

이를 활용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화는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童心)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또는 그

런 문예 작품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a), 학생들의 흥

미를 유발하여 경험과 즐거움을 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

의 상상력과 창의력, 사고력 등을 자극시켜 지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창

의성을 함양시키는 좋은 교수 매체라 할 수 있다(이재순 외, 2008). 

  다양한 동화 중, 전래동화는 먼 옛날에 살았던 서민들의 생활모습과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서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고, 옳고 그

름의 판단에 대해 직접적인 강요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교훈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임진선, 2008). 또한, 

전래동화에는 교환과 소비, 화폐에 대한 내용이 현대의 창작동화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타나 있으므로 경제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짧은 내용을 통해 아동이 경제적 동기나 의

도를 해석하기 용이하므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동의 인지구조에 적

합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아동의 경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김영주, 

2015). 이러한 전래동화는 소비자교육에서도 흥미를 주는 윤리교육 자

료로서 권장되고 있는데, 전래동화는 경제생활에서 가져야 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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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소비자교육도

구로서 설명과 논의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정훈, 2017). 

  한편,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에는 우화(국립국어원 표준국

어대사전, 2019b)가 있다. 대표적인 우화에는 이솝우화를 꼽을 수 있는

데, 이솝우화는 아동의 도덕성을 교육하기 위한 도덕적 가치 주제를 내

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1∼2학년의 도덕성

의 수준에 적합한 자료로서 평가되고 있다(김정수, 2008). 

  다음으로, 성경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사회 윤

리에서 경제 문제는 매우 비중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크리스채너티 투

데이 한국판, 2019). 기독교 분야에서는 물질관이나 재물관, 그리고 부

자에 대한 인식 관련 언급과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특히 성경에는 재물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구절이 대략 

700절에 이르는데, 성경에는 노동과 소득,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동체를 위한 나눔에 있다는 것으로 일관적인 강조가 나타난다. 그러므

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의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나 방법 등은 현

대인을 위한 개인재무관리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김성숙, 2009). 

  마지막으로, 창작동화를 활용하였다. 창작동화는 일반적으로 환상성을 

중심으로 하는 환상동화와 사실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동화로 분류된

다. 생활동화는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과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

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소재를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사실적 묘사를 

통해 다루는 동화이다. 생활동화는 실제 생활의 일들을 소재로 다룬 생

활 동화로서 주로 현대시대가 배경이며, 어린이나 어른 등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내용 구성에서 갈등의 상황은 주인공이 생활 속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발전해 가는 특징이 있

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창작동화는 아동이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면

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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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백미경, 2010).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적 장점을 가지는 다양한 유형의 

동화들을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적용을 위해 활

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과 소득, 부의 축적 및 나눔과 관련된 주

제와 연결되는 일부 동화들에 대하여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로 선정된 

가치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이해 수준에 적합하게 개작을 수행하였

다. 개작은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 다시 짓는 것으로서, 원작이나 

다른 작가의 작품을 고쳐서 다시 짓는 것을 뜻한다(네이버 사전, 

2019). 이다혜(2013)에 의하면, 교사가 수업자료로서 동화를 활용하고

자 할 때, 학습목표에 적합한 문법이나 어휘표현 등을 이미 출간된 동화

에서 찾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때 동화를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목표

에 맞게 적절히 개작하여 사용할 경우, 수업에서 교사가 의도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수월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동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육방법의 

통합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목표에 맞추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담은 동화를 통해 흥미를 유발시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둘

째, 실제 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지혜와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준다. 셋째, 학생들의 상상력과 사고력 등을 자극시켜 지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삶에 필요한 가치교육을 위해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적 효과를 가진 동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본 연구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효과적

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

발을 위해 활용될 동화의 채택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치기반 아

동금융교육을 위해 스토리텔링에 활용될 동화의 내용은 아동들에게 흥미

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아동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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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전래동화와 이솝

우화, 성경이야기, 창작동화를 중심으로 개인재무관리 관련 특정 가치와 

연관된 내용요소가 담긴 심미적인 이야기를 선별하였다. 둘째, 이야기를 

통해 아동이 적절하게 사고력을 발휘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였다. 셋째, 

학습하는 아동들의 흥미도와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동화 속의 이야기

가 담긴 PPT 자료화면 및 그림책 등, 시각매체의 이미지를 활용함으로

써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넷째, 아동의 집중력 

수준과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을 가진 이야기만을 선정하였

다.

      4. 전문가 평가 방법

  개발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문가 평가를 위

한 전문가 집단의 수는 일반적으로 전문가 5인에서 9인에게 검토 받은 

경우 등으로 다양한데(김희경, 2014; 오경선, 2018; 성영란, 2016), 본 

연구에서는 Lynn(1986)이 제시한 근거, 즉 최소 3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가 이상적이라는 내용을 적용하여 서울시 중학교 가정과교사 1명과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4명, 용인시 초등학교 교사 1명을 대상으로 총 6

명을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고, 2020년 2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

일간 E-mail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과정 진행 중, 평가 

항목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기타 의견 등은 전화통화 및 SNS를 통해 

설명하고 보충하였으며, 평가지를 통한 답변을 받은 뒤, 전문가 집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받기 위해, 선행연구(김

희경, 2014; 성영란(2016; 오경선, 2018)에서 제작된 전문가 평가지를 

참고하여 전문가 프로그램 평가지를 구성하였다. 평가지를 위한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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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교육내용요소, 교

육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적합성과 구안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부록 2> 참고).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은 첫째, 교육내용의 목적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적합성, 둘째, 교육내용요소의 적합성, 셋째, 학습자의 요구 

및 관심에 대한 적합성, 넷째, 교육방법의 적합성, 다섯째, 현장 적용 가

능성, 여섯째, 평가방법의 적절성, 일곱째, 프로그램 차시별 적합성이며, 

이에 대하여 4점 리커트 척도(4점: 매우 적절하다, 3점: 적절하다, 2점: 

부적절하다, 1점: 매우 부적절하다)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개방

형 질문지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총평과 보완 및 개선사항, 기타

의견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

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의도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적절성 평가에 참

여한 전문가 평가 집단의 구성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전문가 평가 집단의 구성

교사 기관 구분 교육경력 최종학력
A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15년 대학원 졸업
B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5년 대학 졸업
C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16년 대학 졸업
D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가정과 교사 11년 대학원 졸업
E 용인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10년 대학 졸업
F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20년 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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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도출

     1.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가치도출을 위해. 앞서 고찰한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

리 관련 가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한국전통 및 서양고전 문헌, 국내외 

다양한 경제교육과 금융교육, 부모교육 등의 연구 및 문헌을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이정락(2008)의 금융생활 영역 분류와 연구와 한

국교육과정평가원(2003)의 초ᆞ증ᆞ고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중간 연구

보고서의 금융교육의 범주 분류에 대한 내용을 결합하여 개인재무관리 

영역을 크게 돈 벌기, 돈 쓰기,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돈 쓰기, 돈 내

기, 돈 나누기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한 뒤, 선행연구 연구 및 문헌으로부

터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들을 6가지 개인재무관리 영역별로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내외 경제교육, 또는 소비자교육 등의 연구물에

서는 아동에게 필요한 경제개념과 경제의식, 소비자역량을 제시하고 있

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아동이 갖추어야 할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라고 볼 수 있는‘욕구 절제 및 자족’,‘돈의 소중함’,‘기부와 

봉사’(이정락, 2008),‘소비생활 반성’(문점애, 2013) 등과 같은 가

치들을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의미단위로서 도출하였다. 

  또한, 국외 문헌 번역서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돈에 대한 가

치를 함양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서에서는 돈과 관련하여 준

법의 가치를 길러주기 위해 아동에게 교통요금과 세금납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통행료를 내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Godfrey, 2000), 이와 같은 내용으로부터‘준법(교통요금 및 

세금납부의 중요성, 통행료를 내는 것에 대한 가치)’이라는 개념을 돈 

내기 영역에서 하나의 의미단위로서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2종의 한국전통 문헌과 2종의 서양고전 문헌, 

8종의 국내 연구 및 문헌, 10종의 국외 연구 및 문헌, 총 22종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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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헌으로부터 6가지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의미단위들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영역별 가치들 중, 개념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단위끼리 군집을 구성을 구성한 뒤, 유사한 의미

단위나 중복되는 의미단위는 대표적 개념의 의미단위로 통합시켰다. 구

체적으로,‘계획’이라는 의미단위는‘계획성’으로,‘저축’은‘저축의 

중요성’으로,‘미래의 필요대비’는‘미래대비’와 같이 의미를 통합시

킨 뒤, 각 의미단위들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였다. 두 번째 단계까지

의 가치도출 절차를 거친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결

과 내용은 다음 [표 3-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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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개인재무관리

영역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관련연구

돈 벌기

근면/정직/감사/

성실/부지런함/충실/양심/

만족/꾸준함/노력/부지런함/

돈의 소중함/최선/노동/

책임성/자립심/독립/

일에 대한 좋은 습관

김자혜(2015), 이종찬(2008),

이대희(2012), 허지선(2016),

박 철(2007), 신용준(2014),

박기현(2010), 이정락(2008),

Allen & Oliva (2001),

Kettl-Romer(2010),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McCarthy(2009), Lieber(2016)

돈 빌리기 책임성/신중함

박 철(2007), 

Kettl-Romer(2010), 

Fabris & Luburić(2016),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균형/계획성/

참을성/저축의 중요성/

미래대비/책임성/자아통제

박기현(2010), 김동사(1997),

이대희(2012), 이상건(2006), 

박 철(2007), McCarthy(2009),

Godfrey(2000), 

McCarthy(2009),

Coloroso(1995),

LeBaron 외(2018),

Allen & Oliva (2001),

Fabris & Luburić(2016)

돈 쓰기

만족지연/

우선순위 구분/

청지기의 의무/

현명함/자제/균형/

절약/계획성/책임성/

신중함/솔직함/인내/절제/

저축을 통한 더 나은 소비/

아끼기/검소/청렴/욕심경계

문점애(2013),

이종찬(2008), 박기현(2010),

 편승아(2017), 신용준(2014), 

박  철(2007), 이대희(2012),

Godfrey(2000),

McCarthy(2009),

 Kettl-Romer(2010),

Allen & Oliva (2001),

Fabris & Luburić(2016),

,Estess & Barocas(1994),

Burkett & Osborne(2001), 

Lieber(2016), Coloroso(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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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표적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는 개인재무관리 영

역별 의미단위들을 개념이 서로 유사한 것끼리 함께 묶어 각 개인재무관

리 영역의 하위범주 가치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하위범주 가치항목 개념 선정은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을 위해 활

용되고 있는 다양한 인성 덕목 중, KEDI 인성검사지(현주 외, 2014)의 

제작을 위해 사용된 인성교육 덕목으로서 성실, 배려, 책임, 예의, 자기

조절, 정직, 시민성 항목과 김해연(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인성 덕목 

중, 자기통제, 성실, 예의범절, 사랑, 타인배려, 정직, 준법정신, 봉사정

신, 책임감 항목을 참고하여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가치 항목들과 가장 

흡사한 단어들을 뽑아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로 구성된 각 의미단위들의 

내용을 상호 검토한 뒤, 성실, 감사, 책임, 절제, 정직, 준법, 나눔과 같

이 7가지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하위범주 가치항목으로 선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항목들에 대

해 전체적으로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완·수정 과정을 거쳐 다음 

[표 3-5]의 내용과 같이 도출하였다.

돈 내기
세금납부의 중요성/

책임성/준법

박 철(2007), Godfrey(2000), 

Allen & Oliva (2001),

Estess & Barocas(1994)

돈 나누기

구제/사회적 환원/

자선/배려/정의/행복/

자발성/이타성/나눔/기부

김자혜(2015), 이종찬(2008),

박기현(2010), 김  하(2008), 

김동사(1997), 이대희(2012), 

박 철(2007), 신용준(2014)

McCarthy(2009),

Allen & Oliva (2001),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Lieber(2016), Godfre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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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항목 
개인재무관리

영역

가치

항목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관련연구

돈 벌기

감사 감사/돈의 소중함/만족
허지선(2016), 이대희(2012), 

 이정락(2008), Godfrey(2000),

Burkett & Osborne(2001)

정직 양심/정직 이대희(2012), 허지선(2016)

책임 자립심/독립심/책임성
Estess & Barocas(1994),

Allen & Oliva (2001)

성실

성실/충실/꾸준함/노력/

부지런함/근면/최선/

노동/돈의 소중함/

일에 대한 좋은 습관

김자혜(2015), 이종찬(2008),

박기현(2010), 이대희(2012), 

박 철(2007), 신용준(2014), 

Kettl-Romer(2010), 

Allen & Oliva (2001),

Burkett & Osborne(2001), 

McCarthy(2009), Lieber(2016)

돈 빌리기 책임 책임성/신중함

박 철(2007), 
Kettl-Romer(2010), 

Fabris & Luburić(2016),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책임
미래대비/책임성/

저축의 중요성/계획성

박기현(2010), 김동사(1997),

이대희(2012), 이상건(2006), 

박 철(2007), McCarthy(2009),

Coloroso(1995), 

LeBaron 외(2018),

Allen & Oliva (2001), 

Fabris & Luburić(2016)

절제 자아통제/참을성/균형 이상건(2006),  Godfrey(2000)

돈 쓰기

책임 계획성/책임성/현명함

박기현(2010), 이대희(2012),

문점애(2013), McCarthy(2009),

Allen & Oliva (2001),

Kettl-Romer(2010),

Fabris & Luburić(2016),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Coloroso(1995), Godfrey(2000)

절제

신중함/아끼기/검소/

청렴/욕심경계/인내/

절제/절약/자제/균형/

청지기의 의무/

이정락(2008), 편승아(2017), 

이종찬(2008), 신용준(2014), 

박 철(2007), 이대희(2012), 

편승아(2017), 김자혜(2015), 

Allen & Oliv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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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항목의 개념들을 6가지 개인재무관리 영역(돈 벌기, 돈 빌리기, 돈 

빌리기 및 돈 지키기, 돈 쓰기, 돈 나누기, 돈 내기; [표 3-6] 참고)에 

따라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전체적으로 선행연구 문

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는 책임과 절제

였으며, 개인재무관리 관련 책임과 절제의 가치에 해당하는 의미단위들

은 돈 쓰기 영역에서 가장 많은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

다. 개인재무관리 영역별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의미단위들을 분석

해 보면, 돈 벌기 영역에서는 성실의 가치에 해당하는 의미단위들이 가

장 많이 제시되고 있었고, 돈 빌리기 영역과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

역에서에서는 책임의 가치에 해당하는 의미단위들이, 돈 내기 영역에서

는 준법의 가치에 해당하는 의미단위들이, 돈 나누기 영역에서는 나눔의 

가치에 해당하는 의미단위들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한편, 개인

재무관리 관련 감사의 가치에 해당하는 의미단위들은 돈에 대한 만족과 

만족지연/우선순위 구분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Godfrey(2000), Lieber(2016), 

McCarthy(2009), 

Kettl-Romer(2010),

정직 솔직함 박기현(2010), 박 철(2007)

돈 내기
준법 세금납부의 중요성/준법

Godfrey(2000), 

Allen & Oliva (2001),

Estess & Barocas(1994)

책임 책임성 박 철(2007)

돈 나누기 나눔

구제/사회적 환원/자선/

배려/정의/행복/자발성/

이타성/나눔/기부

김자혜(2015), 이종찬(2008),

박기현(2010), 김  하(2008), 

김동사(1997), 이대희(2012), 

박 철(2007), 신용준(2014),

McCarthy(2009),

Allen & Oliva (2001),

Burkett & Osborne(2001), 

Estess & Barocas(1994),

Lieber(2016), Godfre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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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함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돈 벌기 영역에서 전체 의미단위들이 제시

되고 있었고, 개인재무관리 관련 정직의 가치는 돈 벌기 영역과 돈 쓰기 

영역에서 각각 같은 빈도수로 제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 빈도분석

 참고: ●표는 영역별 제시 빈도수 1순위를 의미함

분류 가치항목

개인재무관리  

영역
정직 책임 절제 성실 감사 준법 나눔

돈 벌기 (2) (3)
●

(15)
(6)

돈 빌리기
●

(5)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

(6)
(3)

돈 쓰기 (2) (11)
●

(23)

돈 내기 (1)
●

(3)

돈 나누기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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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평가 

 

       1)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자녀에게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인식

  자녀를 위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돈 벌기, 돈 빌리기, 돈 불리기와 돈 지키기, 돈 쓰기, 돈 내기, 돈 

나누기와 같이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돈 벌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해요.”

  돈 벌기 영역과 관련해서는 근로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고, 참여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어떠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 질문해 보았다. 이에, 참여자들은 성실과 

감사, 정직, 책임의 가치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성

실의 가치가 가장 많이 강조되었고, 다음으로 감사의 가치가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성실의 가치가 돈을 벌기 위한 기본 가치이며, 

돈과 일과의 관계를 인식하는데 이해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을 지적하였

고, 성실의 가치는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맡은 바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성실의 가치가 부지런하고 근면하
며, 충실하게 꾸준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로 나타난 내용과 일부 개
념이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들은 돈이 아이들에게 오기까지의 경

로를 이해하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므로 성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부모가 주는 돈을 당연히 여기

지 않고, 부모가 성실히 노력한 대가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즉, 참여자들은 부모가 주는 

돈을 자녀가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성실한 노동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사의 가치도 

형성되고, 성인기가 되어서도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 선행연구에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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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중, 성실의 가치는 돈 벌기 영역과 관련하여 가

장 많이 언급된 가치였다([표 3-6] 참고). 

  저는 요즘 시대는 즐길 거리가 많고, 살기가 편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
들이 힘들고 성실하게 뭔가를 해야 물질을 벌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많이 나약해져 있
지 않나 싶어요.                                            (참여자 8번, 2019. 8. 3)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에게 성실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7번, 2019. 8. 3)

  저희 아이들이 아직 돈을 벌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당연히 돈을 번다
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돈을 번다는 게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성실이 필요하다고 아이한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부모님도 하기 싫지만, 일을 하기 싫지만 책임감으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너희에게 맛
있는 것을 사준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1번, 2019. 8. 3)

  우리 아이는 아빠가 돈이 항상 많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회사 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요. 그것을 받아서 그냥 쓰기 때문에 돈이 오는 경로, 버는 경로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런 개념이 아예 형성이 안됐어요, 저는 돈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자기한테 
올 때까지는 그 사람이 열심히 벌었고, 그것이 남이 힘들게 벌어서 준 것이라는 것을 생
각하고 감사히 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힘들게 벌수도 있
고, 돈은 노력한 대가니깐, 돈을 버는 경로를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참여자 3번, 2019. 8. 3)

  성실하게 노력한 대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이를 교육하고자 노력하는 부모도 있

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노동의 가치, 또는 돈과 노동의 관계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 자녀에게 책임감과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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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Estess & Barocas, 1994). 그러나 자녀의 말과 행동을 통

해 자녀가 돈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적합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네가 착한 일을 다섯 번 하면, 엄마가 포인트 한 번에 백 원씩으로 해서 다섯 번으
로 오백 원이 채워지면 돈을 주겠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그랬더니, 이제 그걸 알고 
자기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착한 일을 막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더라구요.“엄마. 나 이쁜 짓~!”...(모두 웃음)... 이러고...아이가 착한 일을 하면 돈
을 받을 수 있는 대가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굳이 찾자면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지 않
나? 그 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숙제는 하기 싫지만 백 원을 
얻기 위해 숙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참여자 1번, 2019. 8. 3)

         (2) 돈 빌리기: “돈을 빌릴 때 책임감과 절제가 필요해요.”

  참여자들은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빌릴 수밖에 없는 상

황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은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을 인식하고, 

빌린 만큼 갚을 수 있는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선행

연구에서 금융생활 관련 책임의 가치는 돈 빌리기 영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약속을 지키는 신중함과 빌린 돈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표 3-5] 참고), 이는 부모가 의미하는 책임의 의

미와 일부 일치한다. 또한, 대출광고가 만연한 현실에서 돈을 빌려 소비

하는 안 좋은 행동이 생기기 전에 절제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자녀를 교육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없었다.

 

  돈을 안 빌리면 제일 좋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아
이에게 현실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돈을 빌린다는 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건데, 빌린 만큼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있는 책임감을 가르
쳐서 확인하고....,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빌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1번, 201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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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빌리면 좋지만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볼 때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엄마가 빌려주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본인이 크게 책
임져야 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그게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여자 8번, 2019. 8. 3)

  ○번 어머님 말씀처럼, 요즘 세상이 편리하니깐 소비하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핸드
폰으로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소비하는 것도 너무 쉬워
진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이래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절제로 체크했어요.                                  (참여자 3번, 2019. 8. 3)

    (3) 돈 불리기와 돈 지키기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계획 아래 돈을 어떻게든 모으는 게 있어

요.” 

  연구자는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과 관련하여 저축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참여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교육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여 보았다. 참여자들은 저축태도와 관련하

여 책임의 가치로서 계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즉흥적으로 무

작정 돈을 쓰지 않고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충분히 계

획하고 돈을 모으는 것을 계획성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책임의 가

치를 미래에 필요한 돈 사용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 또는 인생의 출
발과 안전, 필요를 대비하는 것, 균형 있는 돈 관리 및 저축의 중요성을 
의미하였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언급한 계획성에 대한 내용과 유사한 부
분이 있으나, 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일부 응답에서는 자녀가 

돈을 모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을 대견하게 여기는 내용도 있었

고, 저축태도는 소비태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계획성은 소비절제로, 

그리고 저축으로 이어진다고 응답한 내용도 있었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

의 구체적인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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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계획 아래 돈을 어떻게든 모으는 게 있어요. 용돈을 어
떻게든 모아서, 원하는 것을 사요. 모든 생각이 구글 기프트 카드에 집중되어 있긴 한
데,“한 달에 만 원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한 달에 만원씩 7, 8월을 모아서 살 수 있
다.”고 말을 해주니깐 어떻게든 모아서 원하는 3만 원짜리 카드를 사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모아 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은 안했어요. 자기가 모아서 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구요. 
                                                          (참여자 4번, 2019. 8. 3)

  계획성이요. 즉흥적이지 않고 충분히 계획하는 거. 저는 아이한테 좀 이야기 했어
요.“엄마가 돈을 벌러 나가야 해.”“여름 휴가가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해.”라고 하면, 
자신의 요구가 있어도“안 돼지.”하고 절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니까 어
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중략)...돈을 내가 사고 싶은 곳, 내
가 필요한 곳에 다 쓰게 되면, 반드시 써야 하는 영역에 꼭 구멍이 생기게 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돈을 쓰기 싫은 부분이 있지만, 받은 돈으로 준비물을 사야 될 수도 있고, 
놀러갈 때 서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성 있게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영역에 따라 돈을 나눠서 할당하는 것이요.               (참여자 1번, 2019. 8. 3)

  아이들한테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불리기는 어른
들 영역이라고 생각하구요. 돈을 지키려면 이거는 저축태도와 소비태도가 관련되는데, 
돈을 지키려면 소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하니깐요. 돈은 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절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7번, 2019. 8. 3)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저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즉 통장에 저축한 돈을 눈으

로 볼 수 없으므로, 돈이 돌아오지 않거나 쓸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가

지고 있었다.

  우리 아이도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게 좋은 건 알지만, 그런데 거기에다 넣으면 돈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금통에 넣어 놓아도 돼지저금통에 
얼마가 있는지, 돈이 있는지 계속 확인해요. 돈을 꺼내서 계속 확인해 보고,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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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제가 안 갚았다고 그러고, 그래서“다시 넣어 놓았잖아.”하면, 그래도 돈
을 계속 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이에게 금융에 대한 것, 이자에 대해
서도 설명해 주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잘 잊어버리고, 저금한 돈은 내 손을 떠난 돈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6번, 2019. 8. 3)

  지금 6번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제가 아이들에게 명절에 
받는 돈을 통장으로 만들어서 저축을 하도록 시켜줬어요. 지금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들
어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딸도 돈을 딱 받게 되면, 제가 받는 
용돈을 반은 소비하고 반은 저축하는 것으로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돈
을 만원 받으면 5천원은 저축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당장 은행에 가서 입금을 못하더라
도 통장 안에 돈을 껴놓고 나중에 입금하려고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나중에 쓰는 돈이란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쓰지 못하는 돈이니까, 자기 손에 없고, 
저축하는 돈은 눈에 안보이니까, 계속 그 돈이 있는지 엄마한테 확인을 해요......(모두 
웃음)......                                                  (참여자 7번, 2019. 8. 3)

  위와 같이, 저축에 대한 기본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자녀의 잘못된 저

축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에게 저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시켜 주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초ᆞ중ᆞ고 금융교육 표준안 연구

보고서(금융감독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에서는 금융교육의 지식

목표는 금융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사실

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고, 지식을 활용

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

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자녀들에게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명

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참여자는 없었다.

    (4) 돈 쓰기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면,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그 돈을 다 쓰고 돌아오려  

해요.”

  자녀를 위해 교육해야 할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로서 돈 쓰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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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소비태도가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참여자가 가진 의견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가치는 절제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돈 쓰기 영역과 관련하여 금융생활과 관련하여 절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표 3-6] 참고). 참여자들이 응

답한 소비절제의 의미는 쓰고 싶은 데에 돈을 다 쓰지 않고 아껴 쓰는 

것을 뜻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절제의 의미가 돈을 아껴 쓰고, 검

소하며,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여 신중

하게 소비하는 것 등을 의미한 것에 포함된다. 한편, 절제의 가치는 개

인재무관리에 있어서 자녀들이 가장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가치였으

며,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소비태도와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중요한 가치

는 정직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네. 저도 절제인 것 같아요.“돈을 많이 쓰면 우리 좋은데 휴가 갈 수 없어. 우리 큰 
집에 이사 가야 하는데.”하고 이야기해요.“오늘은 그럼 만원 안에서 골라봐라”라고 
하면, 마트에서는 마트 안에서 고를 수가 없어요.“진짜. 그럼. 돈 쓰면 우리 큰 집으로 
이사 못가지.”하는걸 아는데, 제가 아이에게 절제를 강조했을 때, 그것을 아이가 앎에
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필요 없으면 안사야 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은 못 사도, 만원을 무조건 다 쓰려고 해요. 절제의 개념이 안 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건데, 잘 안 돼요. 절제 개념의 폭을 잘 잡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1번, 2019. 8. 3)

 네. 저희 아이도 절제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면,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그 돈을 다 쓰고 돌아오려 해요. 저희 아이가 집에 있을 때 용돈을 받으면 저금통에 넣
지만, 그런데 옷을 입고 나가서, 밖에서 받으면 밖에서 다 써야 한다고 알고 있더라고
요. 제가 엄마 돈 없어. 우리 돈 아껴 써야 해. 그러고 아껴 써야 한다고 말을 해줘도 
아이가 마트가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를 다 쓰려고 해요. 
                                                          (참여자 3번, 2019. 8. 3)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 절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2번, 201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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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비태도와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재무관리 관

련 가치를 정직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아동들은 돈을 벌 수 없

고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돈을 쓸 때에 정직하게 말하고 쓰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인데, 정직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
거든요. 아이들이 돈을 쓸 때에, 예를 들어 용돈이 있는데 엄마한테 다른데 썼다고 하
고, 말한 것과 실제 사용한 출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직
하게 게임카드를 사는데 썼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정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4번, 2019. 8. 3)

  저는 자녀들에게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
고 있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정직을 꼽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
모님 지갑에 손대지 않고, 친구물건을 탐내지 않고, 내가 가진 용돈 안에서 정직하게 필
요를 채우고 하는 것이 돈 쓰기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참여자 1번, 2019. 8. 3)

       (5) 돈 내기: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를 해야 해요.”

  돈 내기에서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참여자들

에게 자녀에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지 질

문해 보았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가치는 준법의 가

치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준법의 가치는 돈 내기 영역과 관련하

여 가장 관련 있는 가치로 분석되었다([표 3-6] 참고). 참여자들은 개

인재무관리 관련 준법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요금이나 세금을 정해진 날

짜에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선행연구에서 준법의 가치

를 시민적 의무로서 교통요금, 세금, 통행료를 내는 것, 또는 정부에 내

는 세금납부의 중요성으로 본 것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유사하나, 세금

을 내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준

법의 가치를 지켰을 때에 즐거움과 혜택이 있고, 요금이나 세금 지불은 

사회와 개인 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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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녀들에게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돈 내기 영역에서 개인재무관리 관

련 준법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이 외에도 참여

자들은 돈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성실, 정직, 

책임의 가치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개인재무관리 관련 준

법의 가치는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자녀들이 가장 잘 모르는 가치였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교육하기 어려운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로 나

타났다. 

  돈을 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면 내야지 하지만, 저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아이에게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설명이 어려워요. 아이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렵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3번, 2019. 8. 3)

  저도 돈을 쓰고 버는 거가 준법과 관련이 있다고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가치가 흘러가지 않았겠죠. 그런 거를 아이한테 알려주지 못했어
요. 저는 처음에 뭐가 부족할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전혀 돈에 대한 가치에 대
해 몰라요. 돈이 필요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쓰고 싶지 않아도 돈을 분배해서 내야 하
는 세금이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1번, 2019. 8. 3)

  요금이나 세금 지불은 사회와 개인 간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속도 반드
시 지켜야 하는 약속인거죠. 요금이 쓴 만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회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준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5번, 2019. 8. 3)

    (6) 돈 나누기

      :“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함께 같이 잘 살아야 해.”

  돈 나누기에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

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교육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참여자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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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이와 관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에서 나눔과 감사의 가치를 교

육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나눔의 의미는 다른 사람, 또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눔의 가치를 타인을 위해 돈을 자
선, 기부, 환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것, 또는 돈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의미로 보는 내용에 포함된다. 선행연구에서 나눔의 
가치는 돈을 나누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 있는 가치로서 분석되었다

([표 3-6] 참고). 일부 참여자들은 돈을 나누기 위해 종교적인 이유에 

기인하여 나에게 있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도 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다 함께 잘 사는 것, 기부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는데, 기부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라고 있었다.

  저는 기부를 크게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지나가면서 아이가 길거리에서 다리가 한
쪽 불편한 사람을 보면, 아이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을 해요. 저는“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함께 같이 잘 살아야 해.”라는 것을 가르
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강하게 심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자
기가 아닌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한테 나눔의 가치를 강하게 심어주고 싶어요. (참여자 3번, 2019. 8. 3)

  돈을 나누려면, 먼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돈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종
교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
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걸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4번, 2019. 8. 3)

  저도 종교적인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배려하고, 힘든 것 같이 짐져주고, 이해하고, 사랑하
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이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1번, 201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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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에서 유니세프광고도 보고, 그쪽에서 아프리카 아이들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하기도 해요. 저희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상을 탄다고 가봤는데, 거기서 의료단체에 도움을 줄 것이냐, 먹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인지 체크해서 기부하는 종이를 받았어요. 기부를 해본 적이 없지만, 아이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기부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커서도 혹시나 내가 계속 이어서 기부를 
해 나가지 않을까 해서 아이를 위해 기부를 했었어요. 단돈 만원이었지만, 기회가 되서 
했는데, 아이가 커서도 기부를 했으면 싶어서 나눔을 선택했어요. 
                                                          (참여자 7번, 2019. 8. 3) 

  한편, 참여자들은 소비태도와 관련해서도 개인재무관리 관련 나눔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참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나눔의 의미는 

본인의 돈의 일부를 타인을 위해 쓰는, 베푸는 소비를 의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눔의 의미를 돈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의미와 유
사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단 돈을 쓰는 것은 나를 위한 필요로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누려면,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아껴야지, 남에게 쓸 수 있으니깐 자녀에게 
돈쓰는 것에 있어서 필요를 채우기만 하기 보다는, 본인의 필요를 좀 아껴서 남을 위해 
나누는 소비, 베푸는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4번, 2019. 8. 3)

      2) 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평가 결과 및 시사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대상 집단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선행연구 분석결과(참고 [표 3-6])에 대한 내

용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개인재무관리 영역별로 우선순위가 일치하게 
나타난 영역은 돈 벌기 영역(성실), 돈 빌리기 영역(책임), 돈 불리기 
및 돈 나누기 영역(책임), 돈 쓰기 영역(절제), 돈 내기 영역(준법)이었
고, 돈 나누기 영역에서는 감사와 나눔의 가치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분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었지만, 선행연구 분석에서 도출된 개인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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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영역별 1순위 가치와 부모가 중요하다고 보는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1순위 가치가 일치하므로,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모대상 집단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가 아동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는 응답자에 
따라 한 가지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와 2가지의 가치가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답변 유형이 있었으며, 참여자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개
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5개 영역에서 1순위가 
일치하게 나타났고, 1개 영역에서 2가지의 가치가 동등한 1순위로 나타
났다. 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검증에서 나타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부모
응답 내용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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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검증에서 나타난 부모응답 내용

 참고: ●표는 영역별 응답 빈도수 1순위를 의미함

  또한, 집단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부모들의 응답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가치 항목을 개인재무관리 영역별로 적합하게 조정하면, 가치기반 아동 

금융교육을 위한 적합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부모대상 집단심층면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는 감사의 가치였고, 전체 개인재무관리 영

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가치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의 가치였으며, 

절제의 가치는 자녀가 잘 알지만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가치로 나타

났다. 또한, 준법의 가치는 자녀들이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개인재무관리 

분류 가치항목

개인재무관리  

영역
정직 책임 절제 성실 감사 준법 나눔

돈 벌기 (1) (1)
●

(5)
(3)

돈 빌리기 (1)
●

(4)
(3) (1)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1)

●

(4)
(3) (1)

돈 쓰기 (2)
●

(5)
(1) (1)

돈 내기 (1) (1) (2) ●

(5)

돈 나누기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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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치이자, 부모가 교육하기 가장 어려운 가치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구체

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태도를 형성하기 위

해, 성실의 가치를,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태도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책임의 가치를 가정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

행연구 분석 결과와 일치하므로 돈 벌기 영역에서 근로태도와 관련하여 

개인재무관리 관련 성실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며, 

성실의 가치를 올바르게 함양하기 위해서는 돈과 노동과의 관계, 일의 

방식 선택과 일하는 과정에 필요한 가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

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또한, 돈 빌리기 영역에서는 신용태도로서 개

인재무관리 관련 책임에 대한 가치를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

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아동이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인식과 마음자

세에 대한 교육내용의 구성이 요구된다.

  둘째, 참여자들은 돈 쓰기와 관련하여 소비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

로 돈 쓰기 영역에서 소비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

의 가치를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의 가치는 자녀가 잘 알지만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가치이

므로,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아동에게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의 가

치에 대한 내용을 돈 쓰기 영역에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를 함양

하기 위해서는 소비욕구 절제에 필요한 가치의 내면화 및 동기유발을 유

도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돈 내기 영역과 관련하여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재

무관리 관련 준법의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근거를 토

대로 돈 내기 영역에서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개인재무관리 관련 준

법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준법의 가치는 자녀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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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잘 모르고 있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이자, 부모가 교육하기 가장 

어려운 가치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재무관리 관련 준법 

가치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 개념을 제공해 주고,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고 직접 활동해 보도록 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가치의 내면화와 동기유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의 개인재무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나눔과 감사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서 나눔의 가치가 유일하게 우선

순위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나눔의 가치가 동일하게 우선순

위를 나타낸 결과와는 일치하므로, 돈 나누기 영역에서 개인재무관리 관

련 나눔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여 이를 교육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에 근거하여 감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를 통해 개

인재무관리 관련 나눔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내면화 및 동

기유발을 유도하는 학습 방법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돈을 불리고 지키기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로서 책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책임의 가치가 중요

하다고 보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서 자녀에게 계획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와 관련된 저축태도로서 책임의 가치와 관련하여 계획성이 

중요하다는 내용과 결부된다. 그러나 개인재무관리 관련 책임의 가치는 

돈 빌리기 영역에서 요구되는 신용태도로서 우선적으로 할당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에 요구되는 계획성에 대한 가치를 기르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아동이 가진 잘못된 저축에 대한 개념을 

수정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지원해 주고, 아동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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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적합하게 교육내용을 제공해 주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 및 습관에 대한 교육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참여자들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개인재무관리 관

련 가치는 감사의 가치였고,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개인재무관리 관련 감

사의 가치는 돈 벌기 영역의 하위범주로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돈 벌기 영역에서 감사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적합하다. 아동에게 감사의 가치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소득의 관

계를 이해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내

용 요소로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개인재무관리 관련 감사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태도 및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곱째, 돈을 쓸 때에 부모에게 돈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개인재무관리 관련 정직의 가치가 돈 쓰기 영역의 하위범주

로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돈 쓰

기 영역에서 개인재무관리 관련 정직의 가치를 다루어 주어는 것이 적합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금전

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바람직한 금융행동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개인적, 가정적 차원의 금융생활을 잘 영위하고, 올바른 가치를 

가진 미래 사회의 경제인으로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3.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선정 

  부모대상 집단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응답내용을 교육

내용 요구 사항으로 반영함으로써, 최종적인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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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립하고 선정하였다. 다음 [표 3-8]은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체

계 및 학습목표를 수립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

역별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표 3-8]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과 부모대상 내용 타당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아동 아

동에게 함양해야 할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로서 정직, 감사, 성실, 책

임, 계획성, 절제, 준법, 나눔의 가치를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8가지 가치로서 선정하였다. 이와 같

은 가치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로 

선행연구에서 가장 제시 빈도가 높은 가치와 집단심층면담 결과 중, 참

여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가치가 일치할 경우, 이를 해당 영

역을 위한 주제 가치로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돈 빌리기 영역과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

서 가장 높은 제시 빈도를 보였던 가치는 책임의 가치로 나타나 일치하

영역
가치

항목
개념

돈 벌기

성실 적합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노력하여 돈을 버는 것

감사
힘들게 번 돈에 대해 고맙게 여기고, 자신이 소유한 

돈에 만족하는 것
돈 빌리기 책임 돈을 빌리고 갚는 것에 신중한 것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획성 장래의 돈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돈 쓰기

정직 돈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한 것

절제
소비욕구를 조절하여 돈을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돈 내기 준법
금융생활 관련 법률이나 규칙 등을 좇아서 지키는 

것

돈 나누기 나눔
공동체의 삶의 개선을 위해 자신의 돈의 일부를 나

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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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집단심층면담의 응답에서 돈 빌리기 영역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로서 언급된 가치가 책임의 가치였던 것을 반영하여 이를 돈 빌리기 

영역을 위한 주제 가치로서 할당하였으며, 집단심층면담에서 참여자들은 

돈을 불리고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성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많이 하

였는데, 계획성은 선행연구의 가치 분류에서 책임의 가치에 대한 내용 

중, 하위 영역에 해당되므로, 이를 돈 빌리기 영역을 위해 할당한 책임

의 가치와 구분하여 제시하기 위해, 계획성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

여 채택하였다. 이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기타 영역으로 분류된 가치로서 

감사와 정직의 가치가 있었는데, 집단심층면담의 참여자들의 의견에서도 

부모가 힘들게 번 돈을 받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돈을 받아 

쓸 때에 돈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 하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용이 나타났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감사의 가치를 돈 벌기 

영역에, 정직의 가치를 돈 쓰기 영역에 배정한 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

육을 위한 8가지 가치로서 최종 확정하였다.    

  위와 같이 확정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경제윤리의식을 결부시

켜 보면, 직업윤리와 관련된 성실, 신용관리 및 돈 관리에 대한 계획성

과 관련된 책임, 청부(靑富)의식 및 절약과 합리성을 내용으로 하는 소

비윤리와 관련된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로서 절제, 금융생활 관련 법 

질서 준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익 존중에 관한 경제의식의 의미로서 준

법,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배려의 경제의식과 관련된 나눔의 가치로서 

그 의미를 설명해 볼 수 있고, 돈 문제에 대해 거짓되지 않고 솔직한 것

을 뜻하는 정직, 돈을 소중히 여기고, 힘들게 번 돈에 대해 고맙게 여기

는 것을 의미하는 감사, 두 가지의 가치를 포함하여 8가지 아동대상 개

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선정된 가치 개념을 토대로 가치기반 아동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체계 및 교육목표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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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구성

     1.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

         1) 목표 및 내용요소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안지송, 2019), 가치교육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학
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가치교육의 목표는 첫째, 일련의 가치에 대해
서 아는 것이며, 이는 가치교육의 지적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둘째, 가치
교육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능력을 계발하거나 선택의 상황에서 적
절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셋째, 가
치교육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결정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곽혜송, 2001). 또한, 가치교육을 통한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을 모두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를 위해 인지 중심 접근과 정서 및 행동 중심 접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는데(강대현, 설규주, 2014),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를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에서 수립하여 교육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함
으로써 해당 교육을 통해 아동에게 긍정적인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가 형성되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치교육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지, 정의, 심동
적 차원의 교육목표가 어떠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유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금융생활 관련 가치 교육의 목표(이정락, 2008; 허지선, 2016; 
김현숙, 2014; 문점애, 2013)에서는 금융생활 관련 가치에 대하여 구분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마음자세를 갖고, 반성하고, 적용하
고, 실천하는 것에 이르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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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강권현, 2003; 에듀넷 티클리어, 2019; 김지영, 2017; 이연수, 2014; 
소수연 외, 2014)에서는 다양한 인성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학습자가 
느끼고, 깨닫고, 내면화하고, 이해하고, 조절하고,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활용하는 것, 수용하는 것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생활 관련 가치교육의 목표 및 인성교육의 목표와 관련
된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파악해 보
는 능력을 마음자세 및 태도, 반성하는 능력으로 발전시켜 활용, 행동, 
실천, 적용, 계획하는 단계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의도가 담겨있으며, 이
러한 교육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개별적 학습내용 요소를 활용하여 인
지, 정의, 심동적 차원에서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유형이 있고, 
대표적 가치 개념을 활용하여 목표를 포괄적 내용으로 제시한 유형이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인 근거와 사례를 기반으로, 개인재무
관리 영역별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역량을 통합적으로 형성시켜 주
기 위한 목표를 프로그램 시안별로 배정하였다. 이에, 개인재무관리 영
역별 가치 개념을 활용하여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지적 측면
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인지적 차원의 목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에 대한 결정 능력을 계발하거나 선택의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도
록 하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의적 차원의 목
표, 자신이 알고 있거나 결정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목표를 두는 심동적 차원의 목표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을 위한 내용체계 구

성을 위해, 문헌분석 결과 및 집단심층면담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초

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발된 금융교육 내용체계(금융감독원, 

2017; 이정락, 2017; 박 철, 2007)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적용한 뒤, 

가치기반 아동 금융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영역을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위한 가치기반 금융교육의 대영역으로서 돈 

벌기, 돈 빌리기, 돈 불리기와 돈 지키기, 돈 쓰기, 돈 내기, 돈 나누기와 

같이 6개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표 3-8]에서 제시한 아동대상 개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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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리 영역별 가치와 부모대상 집단심층면담에 의한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이 자신의 개인재무관리를 하기 위해 갖추어

야 할 정직, 책임, 절제, 성실, 감사, 준법, 나눔에 대한 가치를 함양시켜 

주기 위한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 3-9]의 내용은 8차시의 프

로그램 시안 개발을 위해 선정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을 위한 목표와 

내용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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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요소

영역

가

치

항

목

목표  내용요소

돈 벌기

성

실

ᆞ 돈을 버는 적합한 방법을  

 이해한다.

ᆞ 부지런한 근로태도를 갖  

 는다.

ᆞ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한다.

돈을 버는 적합한 방법/

땀과 노력의 대가/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등

감

사

ᆞ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음을 이해한다.

ᆞ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자  

 신이 가진 돈에 만족한다.

ᆞ 돈을 받을 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돈을 번 수고에 대한 감사/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소중하게 생각하기/

소유한 돈에 대한 만족/

돈 받을 때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등

돈 빌리기
책

임

ᆞ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것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ᆞ 남의 돈도 소중하게 여긴  

 다. 

ᆞ 돈을 빌릴 때 신중하게   

 생각한다.

외상 경계/

책임감 있게 돈 갚기 및 

돈 빌려주기 등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

획

성

ᆞ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  

 에 대해 이해한다.

ᆞ 현재에 고정된 돈 사용에  

 대한 사고를 수정한다.

ᆞ 저축을 실천한다.

현명한 돈 사용 

계획(미래대비 예산 세우기, 

저축 목표 세우기/

돈 사용의 우선순위 비교/

꾸준한 저축 습관 등

돈 쓰기

정

직

ᆞ 돈 문제에 대한 거짓말을  

 경계한다.

ᆞ 솔직한 마음자세를 갖는  

 다.

ᆞ 솔직한 마음으로 돈을 사  

 용한다.

돈 사용에 대한 거짓말/

정직의 결과 등

ᆞ 당장 소비해야 한다는 인  모방소비/충동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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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과정 구성

  이종향(2013)의 가치탐구학습 모형의 학습과정은 경제문제 인식 단계 

→ 경제문제해결안 모색 단계 →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

안 선택 단계 →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가치동기 내면화 의 4단계로 구

성된다. 이를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학습과정을 

구안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과정은 [그림 3-2]와 같이 이루어지며, 구

체적으로 다음 단계와 같이 이루어진다.

  첫째, 도입 단계에서는 동화 속 등장인물과 사물이 그려진 그림을 보

여주면서 해당 동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게 하고, 다양한 사물

의 실물 이미지 사진을 제시해 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보거나 친

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 가치에 대해 

절

제

 식에서 벗어난다.

ᆞ 소비욕구를 조절한다. 

ᆞ 생활 속에서 소비절제를  

 실천한다.

소비절제/소비욕구 조절/

절약과 낭비 등

돈 내기
준

법

ᆞ 세금과 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식을 이   

 해한다.

ᆞ 세금과 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식을 중요  

 하게 여긴다. 

ᆞ 돈 내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공공요금과 세금/

돈 내는 규칙

(정확한 액수와 

날짜 지키기) 등

돈 나누기
나

눔

ᆞ 나를 넘어서는 인식을 갖  

 는다.

ᆞ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는다.

ᆞ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돈의  

 일부를 쓰거나 봉사를 실천  

 한다.

타인을 위한 자선/

착한부자/행복한 부자/

타인(가족, 친척, 

친구 등)을 위한 소비/

사회 개선을 위한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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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둘째, 전개 단계 전반부에는 시각매체를 통해 동화 내용을 실감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아동들이 동화 내용에 몰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동화의 내용을 정리해 준 뒤, 아동에게 개인재무

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학습과정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질문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제시하는 질문은 이

야기와 연관된 것으로서, 지식 위주가 아닌 실생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교육자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생

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무관리 관련 가치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 보게 함으로써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이 과정은 아동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

기도 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

는 과정에 해당한다. 교육자는 각각의 대안을 택했을 경우, 어떠한 결과

가 나타날 것인지 아동들이 예측해 보는 과정을 유도해야 한다. 즉 이 

과정은 아동이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 속

에서 자신과 가정, 또는 타인 등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의 입장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다른 아동들의 의견도 함

께 고려해 보는 과정을 통해 적합한 해결의 대안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동들은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본 뒤, 가장 합리적이라고 선택한 대안에 대해 자

신이 의견을 명확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음으로, 교육자는 아동에게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고, 자율적으로 최선안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자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적합한 개념이 아동에게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아동이 문제 상황에 적합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인식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에게 잘못 형성되어 있는 개인재무관
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인식은 수정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108 -

학습동기 유발 
                

상황이입 차시별 스토리텔링 진행

    전개                                    
               문제 해결안 모색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원인파악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

       
             가치판단 및 선택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활  동                     활동 방법 소개 및 진행, 
                                               발표하기
                                
                                     

가치내면화 하기 선택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
   정리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실천다짐               가치 실천 다짐하기
                                               

[그림 3-2]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가치탐구 학습과정

   도입
차시별 스토리텔링 및 

주제 가치 관련
관심 및 흥미 유도를 위한 질문

단계별 방법 및 내용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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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전개 단계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서는 아동이 급우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서, 계획표 및 실천표 
만들기, 실천 쿠폰 만들기, 간단한 게임, 기부저금통 꾸미기 등을 통해 
자신이 만든 작품을 소개하는 발표 시간을 갖는다. 또한, 역할놀이를 통
해 다양한 입장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넷째, 정리 단계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느낀점과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가치를 확
인해 보고 공유하는 정의적 차원의 학습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개
인재무관리와 영역별 가치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 교육자는 아동이 개인재무관리 영
역별 가치 실천 방안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고무시
켜 주는 데에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 주도록 한다. 
  다섯째, 정리 단계에서는 아동이 선택한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구체적인 다짐을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에 대해 교육자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다른 아동들은 충
분히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피드백을 줌으로써 심동적 차원의 학습과정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3)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초안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발과정을 진행하

기 위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6가지 개인재무

관리 영역별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함양해야 할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로 선정된 정직, 감사, 성실, 책임, 계획성, 절제, 준법, 나눔의 8

가지 가치를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각 차시별 주제 가치로 

할당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도입, 전개, 활동, 정리 단계로 구

성하였으며,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내용 구성을 위해 

각 차시별로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요소를 제시하였고, 프로그램의 전개 

부분에서 가치탐구 학습과정(이종향, 2013)을 적용하였다. 또한,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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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 전개 부분에서 먼저 학습자의 상황이입을 유도하기 위한 스토리

텔링 적용을 위해 8가지 동화 이야기를 선정하였고, 전개부분 이후 진행

되는 활동을 위해 각 차시별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 

[표 3-10]은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초안이다.

 [표 3-10]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초안
단

계

학습

과정

개인재무관리

영역

주제

가치
활동내용

도

입

학습

동기

유발

돈 벌기
성실

ᆞ 동화 속 주인공에 대한 그림보고   

  생각하기
감사 ᆞ 동화 그림보고 이야기 관심 갖기

돈 빌리기 책임 ᆞ 경험으로 생각하기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획성 ᆞ 동화 표지 그림 보고 책 내용 짐작  

  하기

돈 쓰기
정직
절제 ᆞ 풍선 더 크게 불기

돈 내기 준법 ᆞ 동화 표지 그림 보고 관심 갖기
돈 나누기 나눔 ᆞ 동화 속 주인공 파악하기

전

개

상황

이입 전 영역 공통

ᆞ 동화 이야기 해주기

- 동화 화면 PPT 보여주면서 이야기  

  해 주기

돈 벌기
성실

소가 된 

게으름벵이

감사 성냥팔이 소녀

돈 빌리기 책임
금덩어리와 

바꾼 삼천 냥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획성

많은 사람들을 

구한 요셉

돈 쓰기

정직
도둑을 

감동시킨 선비

절제
배가 터진 

개구리

돈 내기 준법 망주석 재판

돈 나누기 나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문제

인식

ᆞ 동화내용 정리하기

ᆞ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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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양적평가 결과

  개발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적절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양적평가 및 질적평가로 구분하
여 이루어졌다. 양적평가 결과, 전체적인 평가 점수는 4점 척도 기준으

 식하기 

문제

해결안

모색

ᆞ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해  

 결안 모색하기

ᆞ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인식시  

 키기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ᆞ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해  

 결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활동

돈 벌기
성실 ᆞ 미술작품 발표 

감사 ᆞ 감사 편지 쓰기

돈 빌리기 책임
ᆞ 동화 주인공에 대한 새 이야기 만  

  들기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획성

ᆞ 돈 사용 계획 및 저축 계획표 만들  

  기

돈 쓰기
정직 ᆞ 모둠 토론 및 발표

절제 ᆞ 소비욕구 지우기 빙고 게임

돈 내기 준법 ᆞ 요금과 세금 지불 역할놀이
돈 나누기 나눔 ᆞ 기부 저금통 만들기

정

리

가치 

내면화

하기 전 영역 공통

ᆞ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  

  자세 갖기

실천

다짐
ᆞ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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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균 3.36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해당 개인재무관련 관련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와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요소를 다루고 있는가
에 대한 평가가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방법에 있어
서 학습자가 학습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3점), 평가 방
법과 관련하여 평가 질문 내용의 수준이 학습자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3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교육 내용요소가 본 프로그램의 학습자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수준
에 매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3점)으로 평가
되었다. 양적평가 결과는 다음 [표 3-11]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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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전문가 집단의 양적평가 결과

평가영역
번

호
구체적 기준

전문가

A B C D E F
총

계
평균

1.

교육목적
1

본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3 3 4 3 3 4 20 3.33

2.

기대하는 

학습자 

성과

(교육목표)

2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자가 해당 개인재무관련 

관련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가?

3 4 4 4 4 4 23 3.83

3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자가 해당 개인재무관련 

관련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가?

3 3 4 3 4 4 21 3.5

4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자가 해당 개인재무관련 

관련 가치를 행동으로 옮

길 수 있는가?

3 3 3 3 3 4 19 3.16

3.

내용요소

5

본 프로그램의 학습자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3 4 3 2 3 18 3

6

본 프로그램에서 추구하

고자 하는 가치기반 아동

금융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는

가?

4 4 4 4 4 3 23 3.83

7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하

고 있는 문제 및 상황에 

대한 질문은 본 프로그램

의 학습내용에 적절한가?

4 3 4 3 3 4 21 3.5

4.

학습자의 

요구 및 

관심

8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

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기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

3 3 4 3 3 4 2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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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내용인가?

9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

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기 학습자의 관심사가 반

영된 내용인가?

4 4 3 4 2 4 21 3.5

5.

교육방법

10

본 프로그램의 학습과정

은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

치를 함양시키는 데에 도

움이 되도록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되고 있는

가?

3 3 4 3 3 4 20 3.33

11

학습자가 학습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3 3 3 3 3 3 18 3

6.

현장적용 

가능성

12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시안의 현장 적

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2 4 4 3 3 4 20 3.33

7.

평가

방법의 

적절성

13

본 프로그램의 평가 질문 

내용의 수준은 학습자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게 적합한가?

2 4 4 3 2 3 18 3

14

본 프로그램의 평가 질문

은 학습자에게 나타난 교

육효과를 평가하기에 적

절한가?

3 4 4 3 3 3 20 3.33

총 점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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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질적평가 결과

  전문가 평가결과 중, 질적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평가 내용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가치

관 및 태도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이므로, 학습자의 연령에 부합

하게 교육 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공교육 현장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목적을 제시

한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하는 학습자 성과, 즉 프로

그램 목표를 통해 돈 벌기, 돈 빌리기, 세금 내기 등 돈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돈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가치관

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교육 내용요소에 성실, 감

사, 책임, 계획성, 정직, 절제, 준법, 나눔 등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의 핵심 요소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 구조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

으며, 전래 동화 등의 이야기 속에서 학습요소를 이끌어 내는 점은 이야

기를 좋아하는 저학년 학습자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관심

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일부 학습활동 관련 내용요소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인 아동의 수준에 비해 내용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저학년 학습자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시간

을 너무 길지 않게 조정할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대상 

질적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12]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전문가 평가결과 내용을 종합하고 반영하여 최종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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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전문가 집단의 질적평가 결과

긍정적 평가 개선 및 보완점

교육

목적

ᆞ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게 교육목  

  적이 적절하게 설정됨. 

ᆞ 사회적 요구에 부합함. 

ᆞ 인성과 태도 형성에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교육목적이  

  잘 성취될 것으로 보임. 

ᆞ 가치 인식에 적합한 금융교육임.

ᆞ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를 위해 더  

  쉬운 구성 요구됨.

교육

목표

.ᆞ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문제에 대  

  한 이해 및 바람직한 가치관 형  

  성 가능성 보임.

ᆞ 가치의 내면화를 행동실천으로 이  

  끌기 위한 모의 상황구성 및 학습자  

  들의 직접 실천 활동을 유도하는 구  

  성 필요. 

내용

요소

ᆞ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  

  의 핵심 요소가 적절히 설정됨.

ᆞ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수업 구  

  성.

ᆞ 동화내용 및 활동이 적절함.

ᆞ 내용요소에 연관된 동화 선택 및   

  학년의 수준에 맞는 활동 고안 필   

  요.

ᆞ 문제 및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수정 및 보완 필요.

학습자

의 

요구 

및 

관심

ᆞ 전래 동화 등의 학습 요소가 저  

  학년 학습자의 흥미와 특성, 관심  

  사를 반영됨.

ᆞ 돈에 대한 습관, 태도는 어릴 때  

  형성 되므로 중요하나, 수업 시간  

  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음. 이에   

  학습자의 요구도 및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임. 

ᆞ 스토리텔링 이후, 질문의 수준 및  

  내용 변경 필요.

ᆞ 실생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  

  에 따른 돈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  

  는 학습 내용 추가 필요.

ᆞ 학생들의 관심사 반영된 동화 선정  

  및 시간 조절과 집중력 환기 요소   

  필요.

교육

방법

ᆞ 이야기를 통한 학습 내용 유도  

  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임.

ᆞ 연구자가 설정한 학습과정에 따  

  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ᆞ 학습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위   

  해, 실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  

  보는 활동,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의 상황 역할 놀이 등, 다양한 활  

  동 추가 필요.

ᆞ 스토리텔링의 시간 분배 및 학습자  

  관찰을 위해 사전 녹음 권장됨.
현장

적용 

가능성

ᆞ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  

  동의 수준에 적합하고, 현장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ᆞ 수업 후 실천을 위한 과제를 제시  

  하면 매우 좋음.

ᆞ 집중력을 고려한 수업 시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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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치

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학습자에게 적

합하도록 쉬운 구성을 이루도록 전문가 집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안을 반

영하여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프로그램에 구성되었던 활동 내

용 중, 편지쓰기, 그림그리기, 모둠 토론 학습 등의 활동들이 저학년 학

생들의 수준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를 감사 실천 쿠폰 만들기, 

선생님과 약속 만들기, 정직 나무에 다짐 열매 붙이기, 저금통 꾸미고 

소개하기 등의 활동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프로그램의 전개 과

정에서 구성하였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및 상황에 관한 일부 

질문 내용들도 초등학교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좀 더 쉬운 질문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둘째, 동화 선정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단의 구체적인 제안을 반영하여 프

로그램 차시별 내용요소와 잘 어울리고, 학생들의 관심사가 반영된 동화

를 채택하였고, 시간 분배와 학습자 관찰을 위하여 사전 녹음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였다. 또한, 다문화, 편부모, 종교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을 고려하여 교육자가 학습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스토리텔링

을 통해 다루는 내용이 주제 가치를 다루는 것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동

  필요.

ᆞ 다문화, 편부모, 종교 등, 아동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해  

  의 소지가 없는 내용 선정이 매우   

  중요함.

평가 

방법의 

적절성

ᆞ 아동 평가 검사 문항이 적절함. 

ᆞ 평가 질문 내용은 학습자 수준  

  및 교육 효과평가에 적합해 보임.

ᆞ 아동 및 학부모 대상으로 평가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ᆞ 교육평가 중, 학부모 평가를 위해  

  서는 학부모 교육 및 사전 안내를   

  통해 협조를 구해야 함.

ᆞ 매 차시 발표 후 박수치기는 너무  

  반복적이면 형식적인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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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본 및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저학년의 특성상 집중력이 매우 짧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45분으로 구성하였던 지도안의 분량을 40분으로 수정

하였다.

  넷째, 학습과정이 교사의 질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질문과정에서 

해당질문과 관련된 퀴즈와 생활 습관 점검하기와 같은 부분을 구성하였

고, 주제와 관련된 인물 및 사물을 보여주는 사진, 또는 아동들의 관심

사를 반영하는 화면을 제시하고, 장난감 화폐나 각종 세금고지서 및 공

공요금 납세 고지서, 물품구입 영수증 등을 만져 보면서 구체적인 금액

과 개념을 이해해 보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는 활동 등을 구성하

였으며, 이를 통해 저학년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1)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동화선정

  선행연구 고찰에서 논의한 동화 선정 시의 유의점과 전문가 집단의 제

안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8차시의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을 위한 스토리텔링 교육방법의 적용을 위해, 8가지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동화를 전래동화, 이솝우화, 성경이야기, 

창작동화 등의 동화를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다음 [표 3-13]와 같이 

8가지의 동화를 최종 선정하였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스

토리텔링을 위한 동화 선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 옛날에 살았던 서민들의 생활모습과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해 직접적인 강요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이

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교훈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갖게 하고(임진선, 

2008), 짧은 내용을 통해 아동이 경제적 동기나 의도를 해석하기 용이

하므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동의 인지구조에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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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2015) 전래 동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평가에서 제안된 

부자가 된 머슴, 금덩어리와 바꾼 삼천 냥, 요술 맷돌과 같은 전래동화

를 선정하였다.

  둘째, 아동의 도덕성을 교육하기 위한 도덕적 가치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로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도덕성의 수준에 적합한 자료로

서 평가되는 이솝 우화(김정수, 2008) 중, 전문가 평가에서 제안된‘욕

심 많은 개’,‘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우화를 채택하였으며, 이 

중‘욕심 많은 개’에 대한 우화는 수업에서 교사가 의도하는 학습목표

를 달성하기 수월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작(이

다혜, 2013)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어휘표현 수준과 학

습목표에 맞게 적절히 개작하였다.

  셋째, 노동과 소득,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목적 등, 물질관이나 재물관

과 같은 경제 문제에 대한 태도나 방법 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현

대인을 위한 개인재무관리 교육에서 다루기에 유용한 장점이 있는 성경

이야기(김성숙, 2009) 중, 돈 불리기 및 돈 지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

에 대한 가치를 함양시키기 위해,‘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의 부분적인 

내용을 채택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어휘표현 수준과 학습목표에 

부합하도록 개작하였다.

  넷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상상력과 사고력 등을 자극

시켜 지적인 발달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동화(이재순 외, 2008)로서, 학

생들의 연령 수준에 부합하고(김정훈, 2017), 돈 쓰기 영역의 정직의 

가치를 함양시켜 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작동화로서‘피노키오’

를 채택하였다. 

  다섯째. 환상성과 사실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동화로서, 어린이나 어

른 등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아동이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생활 속

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생활 동화(백미경, 2010)의 특성을 잘 

담고 있고,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의 가치를 길러주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된‘빵집 사장이 달라졌어요’(정은미, 2009)라는 동화를 채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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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섯째, 전체 동화에 학생들이 경제적 문제 상황에 대해 합리적 사고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의 경제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

는 경험을 제공해 주고, 사회 구성원과의 이해관계 및 상호의존과 협력

을 위한 공감과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는 심미성(이광원, 2013)을 지

녔는지 확인하고, 교육시간 확보를 중요한 요인(김정훈, 2017)으로 고

려하여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동화 

내용을 구성하였다.



- 121 -

[표 3-13]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스토리텔링을 위해 선정된 동화의 내용 및 요소

개인

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동화명 구분 내용
활용된

내용요소

돈 벌기

(성실)

부자가 된 

머슴

전래

동화

 성실하게 일한 친구와 꾀를 

내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친구의 이야기. 

성실한 

근로태도의 

결과

돈 벌기

(감사)

은화를 

입에 문 개

(욕심 많은 

개)

이솝

우화

 욕심 많은 개가 자기 은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울물에 비

친 다른 개의 은화를 빼앗으려

고 탐내다가 결국 자기가 가진 

은화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이

야기.

가진 돈에 

대한 

불만족

돈 빌리기

(책임)

금덩어리와

바꾼

삼천 냥

전래

동화

 어느 날 찾아 온 낯선 사람에

게 가짜 금덩어리를 맡아 놓고 

선뜻 삼천 냥을 내어 준 부자

의 이야기

잘못된 

돈거래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획성)

많은 

사람들을 

구한

요셉

성경

이야기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백성들

로 하여금 왕궁의 수많은 곡간

에 곡식을 부지런히 쌓아 두도

록 지시함으로써 이후 7년 동

안의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많

은 사람들을 구해낸 요셉의 이

야기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성

돈 쓰기

(정직)
피노키오

명작

동화

 할아버지가 사준 새 책을 팔

아 돈을 바꾸고, 극장 주인에게 

받은 금화마저 여우와 고양이

에게 모두 빼앗겨 버리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게 

자라나는 피노키오의 이야기

돈에 대한

거짓말

돈 쓰기

(절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솝

우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 훨씬 

더 많은 알을 기대하며 거위의 

배를 가르고, 거위를 잃게 된 

농부와 아내의 이야기  

절제하지 

못한 결과

돈 내기

(준법)

2)

빵집 

사장이 

달라졌어요

(정은미, 

창작

동화

 꿈에서 세금이 없는 나라에 

가게 되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경험하고, 다시 세금이 있는 나

라로 가고 싶어 하며 꿈에서 

깨어난 빵집 사장의 이야기.

공공요금과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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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토리텔링의 적용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동화 구연

자의 능란한 화술로 인물의 성격과 상황에 적합한 목소리를 통해 상황을 

실감나게 살려 주는 표현 방법인 설시형 스토리텔링, 즉 설화체 구연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동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그림 제시형 스토리텔링을 적용(김해연, 2007)하고자 하였다. 즉, 관련 

동화가 담긴 그림책의 삽화, 또는 연구자가 동화 속의 이야기와 관련하

여 맥락에 맞게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직접 구성한 PPT 자료 화면

을 구성하고, 화면의 진행에 맞추어 동화 구연자가 사전에 각색하여 만

든 동화 대본을 실감나게 읽어 줌으로써 화면과 함께 음성내용을 녹음하

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스토리텔링 내용이 비

교적 긴 차시의 경우에도 해당 PPT 자료화면과 함께 사전 녹음을 준비

해 둔 상태에서 틀어줌으로써 교육시간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이다.

2) 창작 동화의 내용은 해당 출판사 및 작가로부터 저작권 관련 허가를 받은 것임. 

2009)

한국

몬테소리.

돈 나누기

(나눔)

요술 

맷돌

(소금 

나오는 

맷돌)

전래

동화

 부잣집 담 밑에 기운 없이 쓰

러져 있는 노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돌본 가

난한 농부가 몸이 회복되어 떠

나는 노인에게 무엇이든지 말

만하면 다 쏟아져 나오는 맷돌

을 선물 받게 된 이야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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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자료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문제와 상황을 잘 드러내주기 위해, 가치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

결해 보는 내용과 아동의 흥미와 함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에서 사용

할 동화책의 그림, 소비절제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사진, 실제생활에

서 내면화된 가치를 실천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표 및 실천표, 쿠

폰제작용 종이, 정직 나무 그림에 다짐 열매를 붙이기 위한 이동칠판, 

게임 준비물(빙고 게임용 종이 등), 역할놀이 준비물(버스 운전기사, 은

행 직원, 장난감 화폐 등), 저금통 꾸미기 재료, 나눔의 가치 실천을 위

한 기부 관련 주제를 다루는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4)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최종안

  확정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교육과정 단계, 

교육내용 요소, 선정된 동화내용을 토대로 차시 당 40분의 총 8차시의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로그램 목표는 [표 3-14]

와 같으며, 구체적인 차시별 프로그램의 활동 및 내용은 [표 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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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목표(최종)

영역
가치

항목
가치기반 아동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돈 벌기

성실

ᆞ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  

  한다.

ᆞ 일할 때의 성실한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

ᆞ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한다.

감사

ᆞ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음을 이해  

  한다.

ᆞ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ᆞ 돈을 받을 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돈 빌리기 책임

ᆞ 남의 것을 빌리고 갚는 것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  

  을 안다.

ᆞ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소중하게 여긴다.

ᆞ 빌릴 때에 신중하게 생각한다.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획성

ᆞ 나중에 써야 할 돈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ᆞ 현재의 돈 사용에 고정된 생각을 수정한다. 

ᆞ 저축을 실천한다.

돈 쓰기

정직

ᆞ 돈 문제에 대한 거짓말을 경계한다.

ᆞ 솔직한 마음자세를 갖는다.

ᆞ 정직하게 돈을 쓰는 것을 실천한다.

절제

ᆞ 당장 소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난다.

ᆞ 소비욕구를 조절한다. 

ᆞ 생활 속에서 소비절제를 실천한다.

돈 내기 준법

ᆞ 공공요금과 세금이 무엇인지 안다.

ᆞ 공공요금과 세금의 쓰임을 중요하게 여긴다. 

ᆞ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공요금과 세금을 지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돈 나누기 나눔

ᆞ 나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ᆞ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갖는다.

ᆞ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의 일부를 쓰거나 봉사를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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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활동(최종)
단

계

학습

과정

개인재무관리

영역

주제

가치
활동내용

도

입

학습

동기

유발

돈 벌기

성실 ᆞ 나의 생활 습관 점검하기

감사
ᆞ 용돈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 살펴보  

  기

돈 빌리기 책임 ᆞ 경험으로 생각하기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획성 ᆞ 친구의 이야기 들어보기

돈 쓰기
정직 ᆞ 정직의 경험 이야기하기
절제 ᆞ 소비절제의 경험 이야기 해 보기

돈 내기 준법 ᆞ 사진보고 관심 갖기
돈 나누기 나눔 ᆞ 나눔의 경험 이야기하기

전

개

상황

이입

전 영역 공통

ᆞ 동화 이야기 해주기

- 동화 화면 보여주면서 동화 내용   

  이야기해 주기
문제

인식

ᆞ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인  

 식하기 

문제

해결안

모색

ᆞ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해  

 결안 모색하기

ᆞ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인식시  

 키기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ᆞ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문제 해  

 결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활동

돈 벌기

성실 ᆞ 변화된 나의 모습 실천표 만들기

감사

ᆞ 감사 실천 쿠폰 만들고, 쿠폰 소개  

  하기

  (대상/용도 써보기)
돈 빌리기 책임 ᆞ 선생님과 약속 만들기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획성

ᆞ 돈 사용 계획을 위한 나의 실천표  

  만들기

돈 쓰기
정직 ᆞ 정직 나무에 다짐 열매 붙이기

절제 ᆞ 소비욕구 지우기 빙고 게임

돈 내기 준법 ᆞ 교통요금과 세금 지불 역할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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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로그램 목표(참고 [표 3-14])와 차시별 프로그

램의 내용 및 활동(참고 [표 3-15])을 토대로, 가치기반 아동 금융교육

의 실제적인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최종안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프로

그램 시안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돈 나누기 나눔
ᆞ 기부 저금통 꾸미기, 저금통 소개  

  하기

정

리

가치 

내면화

하기 전 영역 공통

ᆞ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  

  자세 갖기

실천

다짐
ᆞ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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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평가

제 1 절 프로그램 효과평가 방법

  가정 및 학교 내외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행된 가치기반 아동금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해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1. 연구참여자의 모집과 프로그램 실행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모집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비

동등형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에 해당

한다. 그러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선정시 무선할당 방법을 따르지 못

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집단 

참여자는 서울 소재 사립도서관 1곳과 인천 소재 사립도서관 3곳이 위

치한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아동으로 

한정시켜 표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본 프로그램에 대한 모집 포스터

를 해당 도서관의 회원들이 접근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전화 접수 및 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해 아동의 참여 의사 및 부모의 동의

를 확인한 뒤, 총 27명의 아동들을 모집하였다. 실험집단의 크기는 코로

나 19 상황 하의‘사회적 거리두기’방침을 고려하여, 교육 집단의 크

기를 4명에서 10명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립도서관장 재량의 방침

들을 준수했다. 그 후,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에 1회 이상 결석

하거나 사후검사에서 부적절한 응답을 한 아동, 학생 및 부모평가 자료

가 수집되지 않은 아동을 제외함으로써 15명의 아동의 결과 자료를 실

험집단의 결과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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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집단 참여자는 서울 E구 소재의 작은 도서관을 통해 본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회원의 부모를 중심으로, 그리

고 연구자의 지인 관계를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모를 중심으로 

동의를 받아, 수도권 29명, 강원권 5명으로 구성된 총 3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서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지 

내용에 부실하게 응답하거나 설문조사 기간 내에 응답지를 제출하지 않

은 아동들을 제외함으로써 총 31개의 응답 결과를 수거하였고, 실험집

단 아동의 학년 구성과 유사한 구성을 가진 15명의 아동에 대한 결과 

자료를 채택하여 통제집단의 자료로써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운영 

  본 연구를 위한 실험집단 교육은 코로나 19 상황에 의해, 사회적 거

리두기 단계가 비교적 완화되었던 시기인 8월 10일부터 11월 20일 사

이의 기간에 인천과 서울 소재 4곳의 사립도서관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발열체크, 방역일지 작성, 학생 간 거리두

기 등의 방역 수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교육이 실시된 이후, 각 도서관

의 교육 일정은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도서관장 재량의 

방침에 의해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도 도서관 휴관 및 프

로그램 일정에 따라 연기되거나 재개되었다. 평일 프로그램의 경우, 주 

1회(인천시 N구 소재 H사립도서관, K사립도서관), 또는 주 4회(인천시 

Y구 소재 G사립도서관),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주 2회의 교육(서울시 

E구 소재 Y사립도서관)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집단을 위한 교육 시간은 

40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하루당 2회 분의 교육을 실시함으

로써 4일의 교육일 동안 총 8차시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운영되었

고, 하루 2회 분의 프로그램 진행 사이에는 약 5분간의 휴식시간을 두

었다. 본 연구의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ᆞ사후 검사는 실험집단

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과 마무리되

는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통제집단의 사전ᆞ사후 검사도 4곳의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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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4그룹을 구

성하여 각각 검사를 실시하였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실

행을 위한 실험집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 [표 4-1]과 같다.

[표 4-1] 실험집단 프로그램 운영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 간 학년 분포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은 인천광역시 소재 H, K, G사립도서관과 서울시 소재 Y사립

도서관에서 가치기반 아동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받은 초등학교 1

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아동 15명(남아 4명, 여아 11명)이며, 통제집단

은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치기반 아동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받지 않은 아동 15명(남아 8명, 여아 7명)이다. 

실험집단 아동들이 재학 중인 인천광역시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들의 

환경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각 초등학교들은 중,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

세대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혼재한 

실험

집단
교육장소 운영 형태 교육기간

참여자 

수

A
인천시 N구 소재 

H사립도서관
주중 평일 1회(월) 운영

8월 10일~

9월 28일
4명

B
인천시 N구 소재

K사립도서관
주중 평일 1회(목) 운영

10월 22일~

11월 12일
8명

C
서울시 E구 소재

Y사립도서관
주말(금, 토) 2회 운영

11월 6일~

11월 14일
6명

D
인천시 Y구 소재

G사립도서관

주중 평일 4회

(월, 수, 목, 금) 운영

11월 16일~

11월 20일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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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일부 아동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는 인천광

역시의 신도시 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진 곳으로서 고층 아파트가 주를 이

루고 있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통제집단 아동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들은 중,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일반적인 주

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 지역과 중,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일반적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농업지역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들이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지

역의 환경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아동들은 지역

적 특성이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준실험설계-비동등형 통제집단설계’연구방법을 따르는 본연구의 한

계점으로서, 인간 대상의 연구를 위해 무선할당 방법을 따르는 것에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

게 구성하는 측면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반영한다. 2020년도 3월을 기준

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학년 분포

집단 사례 수 평균 학년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15 2.20 .86
.42 .68

통제집단 15 2.0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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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집단의 평균 학년은 2.2 학년(S.D=.86)이고, 통제집단의 평균 학

년은 2.07 학년(S.D=.88)으로서, 두 집단의 평균 학년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42로 두 집단 간 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집단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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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효과평가 도구 및 분석방법

         1) 양적평가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아동을 대상

으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

고,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한 뒤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전검사

와 사후 검사 점수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단일표본 사전ᆞ사후검사 

결과 값을 통해 교육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제집단은 실험집단 아동들의 교육기간과 부합하게 온라인 설문

조사 및 서면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전ᆞ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받은 15명의 실험집단의 아동

들과 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 15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교육 수행 

사전⋅사후 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1) 평가도구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려 이를 행동하게 되는 결과

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대한 인지, 태도, 행

위에 대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이의선 외, 2014).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아동의 금융관련 가치성향과 돈

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교육 효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이 스스로 응답할 수 있

는 내용의 질문이 포함된 사전⋅사후 효과 평가 검사지 문항을 제작(가

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교육효과평가 검사 문항; [표 4-3] 참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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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검사지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과 전문가 검토에 의

해 선정된 아동금융교육 주제별 가치 항목을 사용하고, 황성규(2016)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의 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설문지 제작의 단계와, 현주 외 5인(2014)이 개발한 초·중·고 공용의 

KEDI 인성검사 실시요강과 이정락(2008)의 경제윤리의식 측정을 위한 

문항 내용을 참고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수준에 적합한 가치 

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평가 검사 문항([표 4-3] 참고)을 고

안하였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평가 검사 문항을 통해

서는 아동이 개인재무관리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긍정적인 가치성향을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수립

한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가 학습을 통해 어떠한 수준으로 성취되었는가를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결과가 높을수록 

아동의 금융생활 관련 가치 성향과 태도 및 행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으

로서 해석하였다. 한편, 검사지 내용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자

문 및 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검사지의 문항을 수

정, 보완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문항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신뢰도를 검증한 뒤, 최종적인 프로그램 효과 평가를 위한 검사지를 완

성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의 양적평가를 위한 측정도구로써 활용하였다

([표 4-3]참고).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 문

항은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 가치영역은 6개로 구성되었

다. 6가지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문항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13에서 .794의 분포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도구로서의 

양호함이 검증되었다([표 4-3] 참고).

  한편,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신

뢰도(Cronbach's Alpha)도 .695부터 .833까지의 분포로 신뢰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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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평가도구로서의 양호함이 검증되었다([표 4-3] 참고).

[표 4-3]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교육효과 평가를 위한 검사문항  

개인재무관

리 영역

가

치

항

목

번

호
문 항 

신뢰도

(Cronbach's 

Alpha)

돈 벌기

성

실

1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사

용해서라도 많이 벌면 된다고 알아요.

0.713

2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고 생각해요.

3
돈을 모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을 열심히 해요.

감

사

4
내가 받는 용돈은 누군가가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것을 알아요.

5
나는 큰돈이 아니라 작은 돈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6
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돈을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을 공손하게 잘 해요.

돈 빌리기
책

임

7
외상이나 친구에게 빌린 돈은 정해진 기

간 안에 꼭 갚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0.794

8
남의 돈도 내 돈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해

요.
9 쉽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지 않아요.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계

획

성

10
돈이 생기면, 계획을 세워 사용해야 한

다는 걸 알아요.
0.732

11
나중에 쓸 돈을 미리 모아 두려고 생각

해요.
12 나는 나중에 내가 쓸 돈을 저축해요.

돈 쓰기

정

직

13 남의 돈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0.726

14
야단을 맞더라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있

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5
나는 돈이 필요하면, 어른들께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절

제

16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 정말로 필

요한 것인지 충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 

알아요.
17 나는 당장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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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방법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5.0 Window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들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즉 성실, 감사, 책임, 계

획성, 정직, 절제, 준법, 나눔의 가치에 대한 점수가 동질적 집단임을 알

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실시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가치성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전에 존재할 수 있는 집단 

간 오차를 최소화 하고자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뒤, 사후

검사 점수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조절할 수 있어요. 

18
나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길 때마다 늘 

사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돈 내기
준

법

19 요금과 세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0.756
20

버스를 타기 전에 정확한 요금이 얼마인

지 생각해요.

21
나는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교통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돈 나누기
나

눔

22 기부나 자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0.734
23 아프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24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의 돈의 일

부를 쓰거나 봉사를 하기도 해요.
범주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인지적 

차원
각 

8문항

1, 4, 7, 10, 13, 16, 19, 22 0.833

정의적 

차원
2, 5, 8, 11, 14, 17, 20, 23 0.695

심동적 

차원
3, 6, 9, 12, 15, 18, 21, 24 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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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적평가

  

  본 연구의 질적평가를 위해, 학습을 받은 실험집단 아동의 부모에 대

해서도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통해 심도 있는 교육 후 효과에 대한 정보

를 얻음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8차

시의 교육 실시 이후, 아동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성향을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

구에서 수립한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

그램의 목표가 학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파악하였

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 평가도구

  가치기반 금융교육이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어떠한 변화

를 일으켰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학습참여 아동의 부모

를 대상으로 하는 주관식 서술형의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평가도구로 활

용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프로그램을 교육 받은 

후, 아동에게 나타나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인지, 정의, 심

동적 차원 성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과 프로그램 만족도 및 프로

그램 관련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하였다([표 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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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한 질적평가 문항  

    

        (2) 분석방법

  분석된 자료 결과를 학습효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작성된 자료를 해석하였다. 구체적

인 방법으로, 부모들이 응답한 내용에서 주요 의미단위를 도출한 뒤, 이

를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범주 질적 평가 문항 

인지적 

차원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후, 자녀의 인지적  

 측면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의적 

차원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후, 자녀의 마음가  

 짐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심동적 

차원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후, 자녀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만족도 및

관련 의견

ᆞ‘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어떠한 측면에 만족  

 하셨습니까? 

ᆞ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모님께서 나누시고 싶은 의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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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그램 효과평가 결과

  먼저,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실시한 결

과, 성실, 감사, 책임, 계획성, 정직, 절제, 준법, 나눔의 가치에 대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생들의 사전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

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5.0 Window용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

역별 가치 성향 변화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일원공변량 분석(One-way ANCOVA)을 실시하

였다. 이는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검사 점수가 집

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통계분석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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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효과평가 결과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 성향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조정된 사후 점수 평균 및 표준오차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점수는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의 범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더 높은 가치 수

준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수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평가 결

과는 다음 [표 4-5]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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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수준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n)
사전점수 사후점수

공변인에 의해

교정된 사후값

M SD M SD M 표준오차

전체
실험집단(15) 3.60 0.62 4.85 0.17 4.89 0.09

통제집단(15) 3.83 0.39 3.90 0.50 3.87 0.09

하

위

변

인

성실
실험집단(15) 3.76 1.03 4.76 0.50 4.81 0.13

통제집단(15) 4.31 0.78 4.44 0.50 4.39 0.13

감사

실험집단(15) 3.91 0.70 4.53 0.63 4.55 0.16

통제집단(15) 3.98 0.84 4.02 0.73 4.01 0.16

책임
실험집단(15) 3.60 1.49 4.84 0.52 4.94 0.19

통제집단(15) 4.51 0.55 4.29 0.88 4.19 0.19

계획성
실험집단(15) 4.07 0.64 4.93 0.19 4.90 0.11

통제집단(15) 3.93 0.81 3.93 0.73 3.96 0.11

정직
실험집단(15) 3.64 0.82 4.93 0.14 4.99 0.12

통제집단(15) 4.58 0.56 4.44 0.60 4.38 0.12

절제
실험집단(15) 3.71 0.93 4.93 0.14 4.92 0.16

통제집단(15) 3.51 0.53 3.82 0.83 3.84 0.16

준법
실험집단(15) 2.73 1.08 4.93 0.19 4.88 0.18

통제집단(15) 2.49 1.10 2.62 1.20 2.68 0.18

나눔
실험집단(15) 3.38 0.72 4.91 0.15 4.90 0.13

통제집단(15) 3.33 0.60 3.62 0.82 3.6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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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전체적인 개인재무관

리 영역별 가치 수준의 조정된 사후점수 평균은 4.89점(SD=.09)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전체적인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수준의 

조정된 사후점수 평균은 3.87점(SD=.09)으로 나타났다.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유무에 따라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개인

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수준의 점수 증가가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6]의 내

용과 같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체적인 개인재

무관리 영역별 가치 수준에 대한 주효과는 F=67.83, p=.000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치기반 아동금

융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개

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수준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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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전체의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전체

공분산 0.92 1 0.92 8.29 0.01

집단 7.52 1 7.52 67.83 0.00**

오차 3.00 27 0.11 　 　

합계 10.6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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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전체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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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전체를 구성하는, 8개 하위 가치에 대한 검

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돈 벌기 영역에서 성실의 가치

  돈 벌기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실의 가치에 대한 주효과

는 F=5.10, p=.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4-7]참고).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에

게 개인재무관리 영역 중, 돈 벌기 영역에서 성실의 가치를 함양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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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돈 벌기 영역에서 성실의 가치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성실

공분산 0.78 1 0.78 3.41 0.08

집단 1.16 1 1.16 5.10 0.03*

오차 6.14 27 0.23 　 　

합계 7.6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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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돈 벌기 영역에서 성실의 가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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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돈 벌기 영역에서 감사의 가치

  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의 하위변인 중, 돈 

벌기 영역에서 감사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의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돈 벌기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감사의 가치에 대한 주효과

는 F=5.54, p=.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재무관리 영역 중, 

돈 벌기 영역에서 아동의 감사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

면 다음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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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돈 벌기 영역에서 감사의 가치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감사

공분산 2.45 1 2.45 6.30 0.02

집단 2.16 1 2.16 5.54 0.03*

오차 10.50 27 0.39 　 　

합계 14.9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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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돈 벌기 영역에서 감사의 가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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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

  돈 빌리기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책임의 가치에 대한 주효

과는 F=7.52, 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고).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인

재무관리 영역 중, 돈 빌리기 영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책임

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

음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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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책임 

공분산 1.65 1 1.65 3.43 0.07

집단 3.61 1 3.61 7.52 0.01*

오차 12.96 27 0.48 　 　

합계 16.9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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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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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의 계획성 가치

  본 프로그램이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의 하위변인 중,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의 계획성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검사의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계획성 가치에 대한 주효과는 F=39.22, p=.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치기반 아

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재무관리 영역 중,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계획성 가치를 함양시켜 주는 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

의 계획성 가치의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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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의 계획성 가치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계획성

공분산 3.38 1 3.38 20.30 0.00

집단 6.52 1 6.52 39.22 0.00**

오차 4.49 27 0.17 　 　

합계 15.3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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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의 계획성 가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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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돈 쓰기 영역에서 정직성의 가치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 쓰기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정직의 가치 대한 주효과는 F=10.09, p=.0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

로그램이 개인재무관리 영역 중, 돈 쓰기 영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

동의 정직성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돈 쓰기 영역에서 정직의 가치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

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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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돈 쓰기 영역에서 정직의 가치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정직

공분산 0.23 1 0.23 1.24 0.27

집단 1.90 1 1.90 10.09 0.00**

오차 5.07 27 0.19 　 　

합계 7.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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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돈 쓰기 영역에서 정직의 가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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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

  돈 쓰기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절제의 가치에 대한 주효과

는 F=24.04, p=.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4-12] 참고).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인

재무관리 영역 중, 돈 쓰기 영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절제의 가

치를 증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

림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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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절제

공분산 0.30 1 0.30 0.82 0.37

집단 8.65 1 8.65 24.04 0.00**

오차 9.72 27 0.36 　 　

합계 19.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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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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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의 가치

  돈 내기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준법에 대한 주효과는 

F=72.63, p=.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4-13] 참고).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재무

관리 영역 중, 돈 내기 영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준법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돈 내기 영역에

서 준법의 가치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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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의 가치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준법

공분산 7.42 1 7.42 15.09 0.00

집단 35.68 1 35.68 72.63 0.00**

오차 13.27 27 0.49 　 　

합계 60.7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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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의 가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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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 쓰기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나눔의 가치 대한 주효과는 F=45.92, p=.0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

로그램이 개인재무관리 영역 중, 돈 나누기 영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나눔의 가치를 함양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

시하면 다음 [그림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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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나눔

공분산 2.54 1 2.54 9.67 0.00

집단 12.06 1 12.06 45.92 0.00**

오차 7.09 27 0.26 　 　

합계 22.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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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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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지⦁정의⦁심동적 차원의 효과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평가 검사 문항

([표 4-3] 참고)을 통해, 아동이 개인재무관리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긍정적인 가치성향을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아동의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수준에 대한 사

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조정된 사후 점수 평균 

및 표준오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위 가치 차원에 대한 점수는 최

저 1점부터 최고 5점의 범위를 나타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인지, 정의, 심

동적 차원에서 살펴본 평가 결과는 다음 [표 4-15]의 내용과 같다.

  첫째, 인지적 차원에서 살펴본 실험집단의 조정된 사후점수 평균은 

4.89점(SD=.10), 통제집단의 조정된 사후점수 평균은 3.86점

(SD=.10)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의적 차원에서 살펴본 실험집단 조정

된 사후점수 평균은 4.86점(S.D=.10), 통제집단의 조정된 사후점수 평

균은 4.01점((SD=.10)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동적 차원에서 살펴본 

조정된 실험집단 사후점수 평균은 4.89점(SD=.12), 통제집단의 조정된 

사후점수 평균은 3.72점(SD=.12)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가치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 

아동들의 평균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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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인지⦁정의⦁심동적 차원의 가치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n)
사전점수 사후점수

공변인에 의해

교정된 사후값

M SD M SD M 표준오차

인지적 

차원

실험집단

(15)
3.56 0.84 4.86 0.23 4.89 0.10

통제집단

(15)
3.79 0.45 3.89 0.58 3.86 0.10

정의적 

차원

실험집단

(15)
3.70 0.66 4.83 0.24 4.86 0.10

통제집단

(15)
3.95 0.48 4.05 0.55 4.01 0.10

심동적 

차원

실험집단

(15)
3.54 0.62 4.86 0.14 4.89 0.12

통제집단

(15)
3.75 0.62 3.76 0.69 3.7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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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지적 차원의 가치 수준 변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적 차원의 가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의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

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적 차원에서 살펴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가치 수준변화에 대한 주효과는 F=48.22, p=.00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인지적 차원의 가치 수준을 증진시키

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차원의 가치 수

준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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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인지적 차원의 가치 수준 변화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인지적 

차원

공분산 1.03 1 1.03 6.38 0.02

집단 7.75 1 7.75 48.22 0.00**

오차 4.34 27 0.16 　 　

합계 12.3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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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인지적 차원의 가치 수준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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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의적 차원의 가치 수준 변화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의적 차원

의 가치 수준 변화에 대한 주효과는 F=32.32, p=.00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

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정의적 차원의 가치 수준을 높여주는 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것을 알 수 있다. 정의적 차원의 가치 수준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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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정의적 차원의 가치 수준 변화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정의적 

차원

공분산 0.77 1 0.77 4.87 0.04

집단 5.12 1 5.12 32.32 0.00**

오차 4.28 27 0.16 　 　

합계 9.5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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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 정의적 차원의 가치 수준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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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동적 차원의 가치 수준 변화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동적 차원

의 가치 수준 변화에 대한 주효과는 F=45.91, p=.00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

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동적 차원의 가치 수준을 높여주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심동적 차원의 가치 수준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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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심동적 차원의 가치 수준 변화에 대한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심동적 

차원

공분산 1.16 1 1.16 5.38 0.03

집단 9.94 1 9.94 45.91 0.00**

오차 5.85 27 0.22 　 　

합계 16.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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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2] 심동적 차원의 가치 수준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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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부모 평가 결과

  질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8차시 프로그램

을 종결하고 난 이후, 교육에 참여했던 실험집단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

으로 자녀에게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

는지를 살펴보고자, 반구조화 된 서면 질문지 작성을 의뢰하였고, 수집

된 응답 자료를 코딩 작업을 통해 다음 [표 4-19]과 같이 범주화하였

다. 이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3개의 범주, 24개의 하위 주제, 68개의 

의미단위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인지

ᆞ정의ᆞ심동적 차원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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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부모 평가 결과

      

범주
개인재무관리

영역
효과평가 내용

인지적

변화

돈 벌기 ᆞ 돈에 대한 이해 형성
돈 빌리기 ᆞ 돈 거래시 유의점 인지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ᆞ 돈에 대한 이해 형성

ᆞ 돈 관리에 대한 시각 변화
돈 쓰기 ᆞ 돈 사용에 대한 시각 변화
돈 내기 ᆞ 돈에 대한 이해 형성

정의적

변화

돈 벌기

ᆞ 돈의 소중함 자각

ᆞ 노동의 어려움 자각

ᆞ 돈에 대한 감사

돈 빌리기 ᆞ 돈 거래시 신용 중시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ᆞ 계획성 있는 돈 관리 태도 형성

ᆞ 저축 실천 의지 형성

돈 쓰기

ᆞ 부정적인 소비태도 경계

ᆞ 물자절약 실천자세 형성

ᆞ 구매 필요성에 의한 소비 태도 형성

돈 나누기 ᆞ 타인을 위한 소비 및 기부실천 의지 형성

심동적

변화

돈 벌기
ᆞ 감사에 대한 표현

ᆞ 용돈 마련을 위한 행동 실천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ᆞ 용돈 기입장 작성 실천

ᆞ 저축 생활 실천

ᆞ 돈 사용 계획 실천

ᆞ 돈 관리 행동

돈 쓰기
ᆞ 소비절제

ᆞ 금전 절약
돈 나누기 ᆞ 기부를 위한 실천

기 타 ᆞ 경제 및 금융 관련 서적 대한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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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지적 차원에서 변화된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첫 번째 범주인‘인지적 변화’에는 하위 범주로서‘돈에 대한 이해 

형성’,‘돈 거래시 유의점 인지’,‘돈 관리에 대한 시각 변화’,‘돈 

사용에 대한 시각 변화’가 포함되었다. 부모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들에게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는데, 먼저, 부모들은 

아동이 돈의 개념과 쓰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돈은 힘든 노동의 대가임

을 알게 되었으므로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 써야 한다는 점을 인지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인지적 차원에서 돈 벌기 영역 중, 성

실의 가치 함양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

한다는 학습목표와 돈 벌기 영역의 감사의 가치를 길러주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음을 이해한다는 학습목표가 성취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의, 식, 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
다. (부모 A)

  돈이 부모님한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땀과 노력의 결
실로 맺어진 가치의 결과물임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 B)

  돈을 벌기가 힘들고, 돈을 아껴서야 한다는 것, 돈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C)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계획성 있는 돈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

고, 금전절약의 필요성과 금전 거래시 신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

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지적 차원에서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에 대한 가치를 기르기 위해 나중에 써야 할 

돈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내용,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를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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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당장 소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의 학습목표

가 성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를 

기르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빌리고 갚는 것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을 안다

는 내용의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서, 아동이 신용을 

지키는 방법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돈은 계획해서 써야하고, 돈을 빌리면 정해진 날짜에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 H)

  돈을 아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C)

  이와 함께, 일부 자녀에게서 세금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인

지적 차원의 학습목표로서, 공공요금과 세금이 무엇인지 안다는 내용의 

학습목표가 일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금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부모 O)

      2) 정의적 차원에서 변화된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실험집단 아동들의 부모가 응답한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정의적 차원의 변화에는‘계획성 있는 돈 관리 태도 형성’, '부정

적인 소비태도 경계', '저축 실천 의지 형성', '물자절약 실천자세 형성', '

구매 필요성에 의한 소비 태도 형성', '타인을 위한 소비 및 기부 실천의

지 형성'과 같은 응답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부모들은 프로그램을 교육 받은 이후, 자녀들에게 돈은 노동을 

통한 수고의 대가이므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받을 때에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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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있는 금전관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가 형성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아동의 계획성의 가치

를 기르기 위하여 수립한 정의적 차원의 학습목표로서, 현재의 돈 사용

에 고정된 생각을 수정한다는 내용에 근접한 결과가 아동에게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돈을 소중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부모 J)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부모님의 고생에 안타
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부모 I)

  돈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과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획해서 써야겠다는 마
음가짐이 생겼습니다. (부모 H)
  

  또 다른 사례로는 자녀에게 금전 차용시 신용을 지켜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되었고, 모방소비 및 충동소비 태도에 변화가 생겨 구매의 필요성에 

따라 소비를 해야 하고, 물자 절약과 저축 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는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 함양을 위해,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소중하게 여긴다

는 내용과 돈 쓰기 영역에서 소비욕구를 조절한다는 내용의 정의적 차원

의 학습목표가 성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돈은 잘 써야겠다, 내가 가진 돈을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쓰자, 신용을 잘 
지키자, 물건은 다 사용하고 사자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부모 K)

  요즘 하교 후, 친구들끼리 뽑기를 많이 하는데요. 횟수를 줄여야겠다며 필요
한 곳에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부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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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싶은 물건을 볼 때마다 참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친구들 물건을 부러워하며 돈이 생길 때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샀었습니다. 하
지만 몇일 지나 금방 흥미를 잃고 진짜 필요한 물건 구입 시 돈이 부족하여 후
회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충동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
음먹게 되었습니다. (부모 B) 

  다음으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타인을 위한 

소비 및 기부를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를 기르기 위해, 도움

이 필요한 곳에 돈의 일부를 쓰거나 봉사를 실천한다는 내용의 정의적 

차원의 학습목표가 학습을 통해 아동에게 성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 M) 

  최근 본인의 용돈 수준을 정해서....이 만큼은 경조사(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등)에 사용하고,....(부모 H) 

  돈이 있을 때 저금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써야겠다
는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부모 N) 

       3) 심동적 차원에서 변화된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세 번째로,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에 대한 심동적 차원의 변

화에는 ‘경제 및 금융 관련 서적 대한 관심 증가’,‘용돈 기입장 작성 

실천’,‘저축 생활 실천’,‘기부를 위한 실천’,‘용돈 마련을 위한 행

동 실천’,‘소비절제’,‘감사에 대한 표현’,‘돈 사용 계획 실천’,

‘금전 절약’,‘돈 관리 행동’과 같은 하위범주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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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동이 돈을 받을 때에 아동이 감사한 마음을 부모에게 표현하

며, 구매 욕구를 조절함으로써 소비절제를 실천하는 행동 변화가 나타났

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금전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금전을 절약

하고 저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돈 벌기 영역에서 감사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하여 돈을 받을 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내용과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를 기

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소비절제를 실천한다는 내용,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의 가치를 기르기 위해 저축을 실천한다는 내용

의 심동적 차원의 학습목표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을 당연하게 받았는데, 이 수업 이후 용돈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정중하게 하네요. (부모 J)

  돈이 생기면 어디에 쓸지 고민하며 빠른 소비를 했었으나, 일단 저금통에 넣
고 사소한 소비보다 목적 있는 소비를 고민하더라고요. (부모 L)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 A)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부 및 기부를 위한 저축 행동을 실천하려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

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의 일부를 쓰거나 봉사

를 실천한다는 심동적 차원의 학습목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부하고 싶다며 자신의 돈을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부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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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 있는 기부함에 용돈 1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부모 C)

  기부에 대한 마음이 생겨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부모 O)

  본인 방 정리를 통해 필요한 물건과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서로 분류하여 나
누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벼룩시장이나 바자회를 통해 만들과 나누고 판매하여 
기부하려고,...방정리를 실천하였습니다. (부모 B)

  이 외에도 부모들은 자녀가 교육을 받은 이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거나, 부모와 실천을 약속함으로써 용돈을 마련

하고자 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용돈을 받기 위해 약속을 잘 지킵니다. (부모 C)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심부름을 해서 용돈을 받고 있으며...(부모 E)

  집에 있는 많은 인형 중, 필요 없는 인형을 팔겠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부모 K)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자녀가 프로그램을 교육 받은 이후에 경제 및 

금융 관련 서적 대한 관심을 나타나고, 해당 서적에 대한 독서 활동을 

실천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는 습

관을 시작하거나, 이전보다 더 잘 작성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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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나 금융과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C) 

  용돈 기입장을 수입, 지출, 잔액을 분리해 전보다 더 잘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모 G) 

  용돈 기입장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경제 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부모 E) 

      4) 프로그램 만족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실험집단 아동들의 부모가 응답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

에 대한 의견에는‘교육내용 소재에 대한 만족’,‘경제개념 전반의 이

해 및 긍정적인 가치 형성에 유익’,‘교육내용추가 및 보완 제안’,

‘지속적인 학습기회 및 효과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의

견 내용은 다음 [표 4-20]와 같다.

 [표 4-20] 프로그램 만족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의견

  먼저, 실험집단 아동의 부모들은 주제별로 아동에게 들려주는 동화 내

용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 이야기, 그리고 역할극이나 게임 활동 등

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올바른 소비방법 인식에 도움을 주고, 자녀에게 필요한 개인재무

관리 영역별 가치 즉,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돈 관리 및 소비절제 

태도, 세금에 대한 개념과 납세 의무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

프로그램 만족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의견
ᆞ 교육내용 소재에 대한 만족

ᆞ 경제개념 전반의 이해 및 긍정적인 가치 형성에 유익

ᆞ 교육내용 추가 및 보완 제안

ᆞ 지속적인 학습기회 및 효과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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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소 접해보지 않은 분야여서 아이가 생소할 수 있었는데, 배운 것이 정말 
많았고 유익했습니다. 매번 흥미를 줄 수 있는 소재로 아이가 수업을 너무 좋아
했어요. 감사합니다. (부모 N)

  은행놀이 역할극이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 C)

  요즘 시대 아이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구매충동을 느끼게 하는 물건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 저와도 잦은 충돌이 있어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잠
시나마 해결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M)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로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절
제된 소비만 교육했었는데, 세금이나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교육 받을 기회를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 F) 

  한편, 부모들은 본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돈과 자원 및 에너지 등

과 관련된‘아나바다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 시장놀이 및 가계

부 작성 등을 통해 돈사용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제안 등, 

다양한 보충 의견을 제안하였다. 

 ‘아나바다 실천 방법’교육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I)

  모형 돈을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놀이를 해보고, 직접 가계부를 작성해 
보는 활동 등을 통해, 수입과 지출 등, 생활에 필요한 공과금의 내용들, 돈사용
의 우선순위 등을 비교해 보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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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실험집단 아동의 부모 응답에서 본 프로그램이 아동의 어

린 시절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교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파악되었

고,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것과 계속적인 금융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경제개념 형성되고,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길 바라

는 부모의 바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답변 내용을 통해,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

램이 실험집단 아동들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형성에 유익하고 긍

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자녀에게 조언하고 
있지만,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받는다면, 경제관념 형성에 많
은 긍정적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 G)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 M) 

  돈의 가치, 돈의 소중함, 돈 관리 등, 즐겁게 놀면서 배우고 저절로 경제교육
을 배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린 시절의 금융교육은 지금부터 계속 한다면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모 E)

  이상과 같은 부모평가 결과를 통해,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이 아동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형성에 효과적임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동의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 형성에 있어서도 효과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프
로그램의 교육적 유익함에 대하여 응답한 부모 평가 결과를 통해, 가치
기반 금융교육이 아동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교육에 해당하며, 가
치기반 금융교육의 효과가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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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바람직한 금

융행동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토대로 아동대

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적용

한 후, 해당 프로그램이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 형성에 긍정적

인 효과를 주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아동에

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한국전통 및 

서양고전 문헌, 국내외 다양한 경제교육과 금융교육, 부모교육 등의 지

침서 및 연구물을 분석한 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을 위해 필요한 개

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추출하였고, 부모대상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한 가치에 대해 내용 타당도를 평가한 뒤, 8가지 아동대상 개인재무

관리 영역별 가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아동대상 개인재

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기반으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체계 및 목표를 선정한 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선정된 교육방법을 적

용하고, 교육내용과 활동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에 의한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 시안을 수정함으로써 최종적인 가

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기반 아

동금융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실험설계는‘준실험설계-비동등형 통제집단설

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

험집단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사립도서관 1곳과 인천 소재 사립도서관 

3곳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아동으로 한정시켜 표집하였으며, 8월 10일부터 11월 20일 사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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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총 27명의 아동에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수도권 29

명, 강원권 5명으로 구성된 총 34명의 아동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그 후,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에 1회 이상 결석하거나 사후검사

에서 부적절한 응답을 한 아동, 학생 및 부모평가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아동을 제외함으로써 15명의 아동의 결과 자료를 실험집단의 분석 자료

로서 채택하였고, 실험집단 아동의 학년 구성과 유사한 구성을 가진 15

명의 아동에 대한 결과 자료를 통제집단의 분석 자료로서 채택한 뒤, 총 

30명에 대해 SPSS 25.0 Windows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학습 받은 아동의 부모

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질문지에 대한 응답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평

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치기

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의미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가치기반 아동금

융교육을 위해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추출하였고, 이에 대

하여 부모대상 집단심층면담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 돈 벌기 영역을 위하여 성실과 

감사의 가치, 돈 빌리기 영역을 위하여 책임의 가치,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을 위하여 계획성의 가치, 돈 쓰기 영역을 위하여 정직과 절

제의 가치, 돈 내기 영역을 위하여 준법의 가치, 돈 나누기 영역을 위하

여 나눔의 가치를 최종적인 8가지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로서 선정하였다.

  둘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위와 같이 선정

된 8가지 아동대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기반으로, 8차시의 가

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내용체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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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목표를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선정된 가치탐구학습 모형(이종향, 2013)과 스토리텔링 교육방법을 적

용한 뒤, 교육내용과 활동을 채택하여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을 위한 시안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에 의한 프로그

램 내용의 적절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그 결

과, 돈 벌기 영역을 위하여 성실과 감사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돈 빌리

기 영역을 위하여 책임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을 위하여 계획성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돈 쓰기 영역을 위하여 정

직과 절제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돈 내기 영역을 위하여 준법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돈 나누기 영역을 위하여 나눔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구성

함으로써 최종적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전체적인 개인재무관

리 관련 가치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로서 8가지 하위 가치인 돈 벌기 영역

에서 성실과 감사의 가치,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의 가치, 돈 쓰기 영역에서 정직과 절제의 

가치,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의 가치,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 

측면에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요구

되는 8가지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성향 증진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

원, 심동적 차원에서 통제집단 아동보다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의 유

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따라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아동

의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받은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질문지

를 통해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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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인지적 차원에서 살펴볼 때, 

돈의 개념과 쓰임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중, 

돈 벌기 영역에서 성실의 가치 함양을 위해 수립된 학습목표에 성취를, 

돈은 노동을 통한 수고한 대가임을 알게 됨으로써 돈 벌기 영역에서 감

사의 가치를 길러주기 위한 학습목표에 성취를, 은행 이자에 대한 이해

와 계획성 있는 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에 대한 가치를 기르기 위한 학습목표의 성취

를, 필요에 따라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돈 쓰기 영역에

서 절제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학습목표의 성취를 보였고, 이 외에도 

세금에 대한 개념 이해를 통해 돈 내기 영역에서 준법에 대한 가치를 형

성하기 위한 학습목표의 일부 성취를, 금전 차용시 지켜야 할 유의점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신용을 지키는 방법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적 차원에서 실험집단의 아동은 금전 차용시 신용을 지키려는 마

음자세가 형성됨으로써 돈 빌리기 영역에서 책임의 가치 함양을 위해 수

립된 학습목표의 성취를, 계획성 있는 금전관리 태도와 저축 생활 실천

자세의 형성으로 인해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아동의 계획성

의 가치를 기르기 위한 학습목표의 성취를, 모방소비 및 충동소비 조절

을 통해 구매의 필요성에 따르는 소비태도가 형성되고, 물자 절약을 실

천하고자 하는 자세가 형성됨으로써 돈 쓰기 영역에서 절제의 가치를 함

양시키기 위한 학습목표의 성취를, 타인을 위한 소비 및 기부 실천자세

가 형성됨으로써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를 기르기 위해 수립한 

학습목표의 성취를 보였고, 이 외에도 돈 벌기 영역과 관련하여 돈은 노

동을 통한 수고의 대가이므로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마음가

짐의 변화가 나타났다.

  심동적 차원에서 실험집단의 아동에게 돈을 받을 때에 부모에게 감사

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나 돈 벌기 영역에서 감사의 가치를 함

양하기 위한 학습목표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구매 욕구 조절을 통

한 소비절제와 금전 절약을 실천하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 돈 쓰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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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절제의 가치를 기르기 위한 학습목표의 성취가 나타났으며, 저축 

생활 실천함으로써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에서 계획성의 가치를 

기르기 위한 학습목표가 성취되었다. 또한, 기부 및 기부를 위한 저축 

실천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나 돈 나누기 영역에서 나눔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학습목표가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이 외에도 실험집단 아동에게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영역과 

관련하여 용돈 기입장 작성하고 금전 사용 계획하는 행동이 나타났고, 

돈 벌기 영역과 관련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이를 

부모와 약속함으로써 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났으

며, 경제 및 금융 관련 서적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독서 실천 행동이 나

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개인재

무관리 영역별 가치 형성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하여 양적 평가

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실험

에 참여한 아동들의 성실, 감사, 책임, 계획성, 정직, 절제, 준법, 나눔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성향 수준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

험집단 아동들은 본 프로그램을 접하기 이전에 별도로 금융교육이나 경

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지만, 8차시의 단기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처

음으로 학습한 것만으로도 교육을 받은 이후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의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러한 효과는 아동의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는 개인재무관리와 관련된 내

용을 다루는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치기반 사고과정에 중심을 둔 금융교육을 통해, 아

동에게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성향이 정서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비롯하여 행동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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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실험집단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평가를 통해서도 

아동들이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와 관련하여 인지, 정의, 심동적 차

원에서도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성실, 감사, 책임, 계획성, 정직, 절제, 준법, 나눔

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성향과 관련하여 이전에 소유하지 않았던 

가치가 생성되었거나, 아동이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금융 관련 인식을 

수정하는 변화, 또는 아동이 생활 속에서 자신이 가진 개인재무관리 영

역별 태도와 습관에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부모

들의 이러한 응답 내용은 양적 평가에서 실험집단 아동에게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에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가 증진된 결과를 뒷받침하고 

확증해 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

램이 인지, 정의, 심동적 차원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인재무

관리 영역별 가치를 함양시켜 주는 데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셋째, 자녀들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가 긍정적으로 증진될 수 있

었던 요인으로서, 부모들은 각 차시 주제별로 제시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내용과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 흥미로운 활동 등을 꼽았는데, 이는 가치

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데에 영향을 

주는 교육내용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적 특

성과 함께 실제 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생활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이정락, 2008), 가치의 내면화 및 동기유발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돕는 학습자 중심의 단계별 교육방법(이종향, 2013)과 함께, 시각적 자

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유

용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김정석, 2014)을 활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요소를 통해 학습과정에서 아동들이 자극을 받고 흥미가 유발

되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감정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 받음으로써 긍정적인 가치를 스스

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성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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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이 또래집단 아동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사고의 촉진과 수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프로그램을 교육받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이 일어나 아동에게 바람직한 가치가 더욱 함양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을 위해 구성된 다양한 소재의 스토리텔링 내

용과 이야기 소재, 활동 들은 구체적 조작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 수준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금융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적용할 때, 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

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을 교육 받은 후에 나타나는 자녀들의 긍정적인 측면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변화와 아울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속적

인 교육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였고, 자녀가 계속적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언급된 아

동기의 발달적 특성과 함께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볼 때, 자신의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아중심성을 

벗어나 타인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재

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형성시켜 주는 금융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

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금

융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계속되는 성장과

정에서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아

동이 속한 가정과 타인, 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으

로서, 아동이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하여 성실한 근로태도를 형성하고, 돈

을 버는 수고에 대해 감사하며, 돈을 빌리기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신용태도를 갖고, 돈을 불리고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성 있는 저축

태도를 기르며, 돈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정직하고 절제하는 소비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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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돈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 준법의 가치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형

성하며, 돈을 나누는 것과 관련하여 타인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

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육적 장

점을 가지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가정과 학교 내외의 다

양한 금융교육 현장에 보급하여 활성화시키면, 아동기부터 돈에 대한 올

바른 가치관 및 바람직한 금융행동을 형성시켜 주는 금융교육 문화가 조

성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결과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긍정적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유아경제교육에서 가치

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도와주는 가치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하

게 되면, 유아들의 경제개념, 의사소통태도,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이종향, 2013)는 선행연구 결과와 교육에서 이루

어지는 스토리텔링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단계적 성찰이 가능하

게 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강문숙, 2014)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관계를 포함하는 타인과 가정, 

사회를 고려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측면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

발된 독창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며, 지식 외

의 초점을 두고 아동에게 요구되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문제에 대하여 

가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사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의 금융지식을 강

화 차원을 넘어서, 다차원적 금융역량의 통합적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에 

아동이 함양해야 할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교육적인 측면에

서 인성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실험 및 통제 집단 아동들의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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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험집단의 교육기관이 서로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과 코로나 19라는 

상황 하의‘사회적 거리두기’방침에 의한 교육기관의 비상시적 운영에 

따라 더 많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동일 기간에 교육을 진행할 수 없었

던 점, 그리고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아동을 대상으로 양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활용된 평가문항이 프로그램의 인지, 정의, 심동

적 차원의 목표를 기반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

게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가 어느 측면으로 더 깊이 형성되었는가를 

자세하게 파악해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더욱 높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실험셋팅

을 구축한 뒤, 본 프로그램을 다시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 프

로그램의 향후 활용 방안과 후속 연구에 대한 부분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개인재무관리 영역

별 가치를 함양시켜 주는 데에 유용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과 함께 돈에 대

한 올바른 가치관 및 바람직한 금융행동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인성교

육적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가

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를 통한 가정교육 내용으로써 활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실과 수업 및 학교 방

과 후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시ᆞ도ᆞ구청별 국공립 및 사립 도서관에

서 어린이를 위한 교양 프로그램으로, 지역 아동복지센터의 방과 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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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시운영 교육 프

로그램으로, 지역 평생학습센터의 아동대상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자

치센터의 아동대상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자신과 가정,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학교 밖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국공립 및 사립 기관 및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역 센터들이 서로 협조하여 금융교육 연계 체계를 더 확장함으

로써, 아동이 금융교육을 접할 수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조력해야 한다. 

금융교육은 아동 자신과 가정, 사회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또한, 아동은 가정이나 학교, 학교 밖의 교육현장에서 학습을 통해 

사회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동을 통해 가정의 부모나 아동의 친구, 

타인들도 영향을 받아 역사회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금융교육이 이루

어지는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자와 학습자들과 함께 상호작용

을 주고받으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 

판단 및 선택에 대한 사고력을 증진시켜 주는 금융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이를 통해 공감과 참여,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균형 있고 긍정적인 개인

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

용을 담은 지도안, 또는 지침교재의 광범위한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정의 부모나 학교 현장의 교사를 비롯하여 학

교 밖의 지역사회 교육현장의 교육자가 금융교육과 관련된 정보에 손쉽

게 접근하고, 교재 및 교구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지원 및 공

유체계가 필요하다. 금융교육에 대한 정보접근과 교재 및 교구 확보의 

어려움은 부모나 교육현장 교육자들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

이 된다. 이에, 학교나 학교 밖의 지역사회 교육 현장을 통해 부모와 교

육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교류 싸이트나 카페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

를 통해 금융교육과 관련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자료를 확보함으로

써 다양한 교육현장을 통해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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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어린 

연령층인 유아와 함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기반 

금융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아동기의 각 연령층을 고
려하여 교육내용 간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차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교육은 교육

을 통해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주어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올바른 가치

관을 선택함으로써 바람직한 금융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이끄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러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초점으로 다룬다고 할지

라도, 금융교육에서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지식개념의 이해와 기능을 수

행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다양한 상황을 

소재한 교육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충족

시켜 줄 수 있도록, 학습자의 다양한 삶의 현장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

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금융교육 내용 소

재를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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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시안

제목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아요 차
시 1/8주제가치 성 실

영역 돈 벌기
활용 동화 부자가 된 머슴 (전래 동화)

목표
ㆍ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ㆍ 일할 때의 성실한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
ㆍ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한다.

내용요소 돈과 일의 관계/성실하게 일한 대가/부지런한 생활 습관 등

단계 학습
과정 활동내용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
동기
유발

ㆍ 나의 생활 습관 점검하기
-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 표에 적혀있는 일의 
종류를 잘 읽어 본 뒤, 여러분이 일상생활
에서 하고 있는 일을 먼저 골라보고 성실하
게 잘 하고 있을 경우에는 ○, 보통이면 △,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X로 표
시해 보세요.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여러분이 평소에 하
고 있는 일을 계속 성실히 하면 어떤 결과

내가 하고 있는 일
기호 

표시하기
(○, △, X 

표시)
공부

신발정리
방정리

화분에 물주기
빨래 개우기

애완동물 키우기
(먹이주기/목욕시키기 

산책시키기 등)
기타(                   )

   
4
분

◎ PPT 
화면준비, 

○, X 
체크표,
 연필,
지우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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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날까요?
(학업 성적이 쑥쑥 올라요/집이 깨끗해져요/
아름답게 화초가 잘 자라요/애완동물이 건
강하게 잘 지내요/부모님께서 기뻐하세요/
자신감이 생겨요/가족들이 행복해 해요 등)

전개 상황
이입

ㆍ 동화 이야기 해주기
- PPT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화 내용 이야  
 기해 주기
해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

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끼니를 거르는 집들

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 마을에는 단짝인 친구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이름은 대강이와 

성실이였답니다. 대강이와 성실이는 각자 자기 

집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건너 

마을 대감님 집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어

요. 

대강이와 성실이: 대감님! 삼년만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대감: 나이도 어린데...기특하구나! 그럼 열심

히 해보거라~

대강이와 성실이: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설: 대강이와 성실이는 대감님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성실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했지만, 대강이

는 처음부터 꾀를 부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성실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지. 그리

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밭을 사서 농사를 짓

고 살아야겠다.

대강이: 에이...대감님이 볼 때만 적당히 일하

고, 좀 놀면서 일해야지...

해설: 그러던 어느 날, 3년이 지나자, 대감님

은 자기 집에서 일을 해 온 대강이와 성실이

를 불러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대감: 자! 이제 내일이면 너희들도 집으로 돌

아갈 야 할텐데...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5
분

◎ 녹음된
 동화 
PPT 

화면 준비

※ 생생한 
표현과 
명확한 

발음으로 
녹음된 
동화 

들려주기



- 202 -

이 있단다.

대강이와 성실이: 그게 뭔데요? 대감님?

대감: 어~다름이 아니고...마지막으로 가늘고 

긴 새끼줄을 좀 꼬아다오.

성실이: 네~ 알겠습니다! 대감님!

대강이: (속으로) ‘흥~! 너무해...집에 가기 전

날 마지막까지도 계속 일을 시키려고 하시네? 

에이~정말 귀찮게 왜 그러시지? 그냥 대충 해

놓고, 나가서 놀다가 와야겠다...’ 

해설: 성실이는 밤이 새도록 가늘고 긴 새끼줄

을 열심히 튼튼하게 정성껏 꼬았어요. 그러나 

꾀를 낸 대강이는 새끼줄을 굵게 대충 꼬아 

놓은 뒤, 밖에 나가서 놀다가 밤이 깊어 집에 

들어와 너무 졸려 잠을 자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대감님께서 밖에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

렸어요.

대감님: 애들아~ 이리 나오너라. 너희들에게 

상을 줄테니 나를 따라오거라~

대강이와 성실이: 네~대감님~

해설: 대감님은 대강이와 성실이를 곳간으로 

데려 갔어요.대감님이 곳간 앞에 이르러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반짝 거리는 엽전이 가득하게 

쌓여있었어요!

대감님: 자~! 여기 있는 엽전들을 너희가 꼰 

새끼줄에 꿰어서 집에 가져 가거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집에서 열심히 일해 준 보답이란

다~

문제
인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성실의 가치문제 인  
  식하기 
Q1.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감님의 
말대로 대강이와 성실이가 엽전을 새끼줄에 
꿰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성실이는 밤새 부지런히 일해서 가늘고 튼
튼한 새끼줄을 꼬아 놓았기 때문에 쉽게 많
은 엽전들을 꿸 수 있었고, 대강이는 꾀를 

8
분

※ 동화
 내용정리

 및 
가치

인식을 
위해 

적절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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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일해서 새끼줄을 굵게 꼬아 놓았기 때
문에 엽전을 많이 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Q2. 대감님은 왜 마지막으로 대강이와 성실
이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수고의 대가로 상
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였어요)

Q3. 집으로 돌아간 대강이와 성실이는 어떻
게 살았을까요?
(대강이는 꿰어간 엽전으로 밭도 사고, 논도 
사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
아요/대강이는 엽전을 한 푼밖에 못 가져갔
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지 못 사고 계속 어렵게 살았을 것 같아
요/대강이는 성실하게 일하지 못한 것을 후
회하고, 그 후부터는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
을 것 같아요 등)

-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한답니다.

ㆍ ‘일터’ 현장의 사진 및 동영상을 보면서  
  직업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  
  세요.
- 요리사, 농부, 소방관, 간호사 등.
- 일할 때 어려운 점도 있음을 설명해 줌.

사용하기

◎ ‘일터’
 현장의 
사진 및
활동영상
(PPT화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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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능력에 맞는 일/내가 할 
수 있는 일/내가 하고 싶은 일/남에게 피해
를 주지 않는 일/오래 할 수 있는 일/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야 해요 등)

Q5.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돈을 벌기 어려워요/
정해진 기한까지 일을 못 마칠 수 있어요/
일을 시킨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일을 하기 전에 세운 계획이 망가질 
수 있어요)

-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커서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안
모색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성실의 가치문제 해  
  결안 모색하기
Q6.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돈을 벌
기 위해 일터에서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떤 

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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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
지 자신의 생각을 손들고 이야기 해 보세
요.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 성실한 자세
를 가져야 해요; 성실하게 일해야 일을 제
때 마칠 수 있어요/성실하게 일하면 일을 
시킨 사람도 기쁘고, 일을 한 사람도 기뻐
요/성실하게 일해야 돈을 버는 일터에서 계
속 일을 할 수 있어요 등)

- 네. 잘 들었어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고, 그 이유도 
한 번 말 해 주세요.
(힘든 일은 피하고, 적당히 일해요; 내가 좋
아하지 않는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 나
의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등)

- 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다른 아동에게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살
펴본다)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성실의 가치 인식시  
  키기
Q7. 네. 여러분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
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때, 성실하다
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하
는 거요/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요 등)

- 네.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성실’하다고 
한답니다. 성실하다는 말의 뜻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온 힘

※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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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성실의 가치문제 해  
  결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Q8.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한 것들 중에서 어
떻게 하는 것이 일터에서 일하는 데에 가장 
좋은 태도인지 선택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
는 방법에 손을 들어 보세요.

- 먼저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 성실
한 자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을 들어 보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일을 할 때 ‘힘든 일
은 피하고, 적당히 일한다’에 손들어 보세
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일을 할 때 ‘○○○
○○○○하게 한다’에 손들어 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자신이 가장 좋다
고 생각하는 선택을 물어본다) 
 
-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이 나 
혼자만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한 대로 일
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 번 상상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손을 들어볼까
요?

8
분

※ 
앞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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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나온 의견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해 주고 최선안을 선택하게 한다)

- 네. 여러분~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일터에서 일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한 자세
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였어요.

활동

ㆍ 변화된 나의 모습 실천표 만들기
Q9. 성실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안
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서 지켜요/부지런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고치도록 
노력해요 등)

-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생활에서 부지런한 습관을 갖
도록 노력해야 해요. 혹시, 생활 속에서 부
지런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찾아보
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실
천표에 변화된 나의모습을 적어보고 발표해 
봅시다.
변화된 나의 모습 실천표 만들기

6
분

◎ 
실천표, 
연필, 
지우게 
준비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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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치 
내면화
하기

ㆍ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자세 
갖기
: 자신의 지금까지 생활습관을 돌아보면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지 못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상상해 보세요. 그
리고 성실한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면 어
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생각해 보아요. 나는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생활해야 할
까요?

2
분

※ 진지한 
 분위기

형성

실천
다짐

ㆍ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의 다짐을 이
야기 해 보아요.

3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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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중하고 감사해요 차
시 2/8주제 가치 감 사

영역 돈 벌기
활용 동화 욕심 많은 개 (이솝우화)

목표
ㆍ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음을 이해한다.
ㆍ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ㆍ 돈을 받을 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내용요소
돈을 번 수고에 대한 감사/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소중하게 
생각하기/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기/돈 받을 때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등

단계 학습
과정 활동내용 시

간

자료
(◎) 및 
유의점
(※)

도입
학습
동기
유발

ㆍ 받은 돈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 살펴보기
- 다양한 지폐 밑 동전의 사진을 보여 주고, 장
난감 화폐를 보고 만져보게 한 뒤, 아동들이 받
은 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생각 살펴보기

Q1. 앞에 놓인 장난감 화폐를 한번 만져보아

3
분

◎ 
다양한 
화폐의 
사진
(PPT 
준비),

아동
수에

맞추어 
장난감 
화폐
셋트
준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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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각종 지폐와 동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
른들로부터 받고 싶은 돈의 액수만큼 앞에 놓인 
장난감 돈을 손에 들고 보여주세요. 

- 그 만큼의 돈을 늘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받고 있나요? (네/아니요)

- 여러분들이 어른들로부터 받아서 지금 가지
고 있는 돈이 그것보다 작다면, 기분은 어떤가
요? (기분이 나빠요/별로 상관 없어요/돈을 많
이 가진 친구와 비교하면 기분이 나빠요/괜찮아
요  등)

Q2. 혹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늘 받지 못한다
거나, 현재 그 만큼의 돈보다 적은 돈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는 마음이 드는 친구 있나요? 어
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
세요.
(네/아니요/부모님께서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
이에요/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큰돈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에요 등)

※ 
손들고 
질서
있게
답변
하기

전개 상황
이입

ㆍ 동화 이야기 해주기
- PPT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화 내용 이야      
 기해 주기
해설: 어느 날 욕심 많은 개가 길을 가다가 길 위

에서 은화 한 닢을 발견했어요.

개: 아니! 이게 뭐야? 은화잖아? 길 위에 왜 은화

가 떨어져 있지?

해설: 개는 그 은화를 얼른 입에 물고 집으로 향했

어요. 은화 한 닢을 물고 아무도 없는 길을 지나던 

개는 개울 위에 놓여진 다리 하나를 막 건너면서 

밑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랬더니...어떤 개 한 마리

가 아주 반짝거리는 큰 은화를 하나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3
분

◎ 
녹음된 
동화
PPT
화면
준비



- 211 -

개: (속으로) 아니...저 개는 내가 가진 이 은화보다 

더 크고 반짝거리는 은화를 입에 물고 있네? 어디

서 저런 은화를 물어왔지? 내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네? 아...저 은화도 가지고 싶다...

해설: 은화를 입에 물고 있던 개는 다리 아래 있는 

개의 은화를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짖어대기 시작했어요.

개: (큰 소리로) 월~! 월~! 월~!

해설: 그러자 개는 자기가 물고 있던 은화를 그만 

개울 물속으로 풍덩 빠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개: (깜짝 놀라서) 아이코~! 은화가 떨어졌네~이를 

어쩌지?...

해설: 욕심 많은 개는 개울 물에 비친 개가 자기 

인 줄도 모르고, 개울 물에 비친 은화를 더 가지려

고 탐내다가...결국 자기가 가진 은화마저 잃어버리

게 되었어요.

※ 
생생한 
표현과 
명확한 
발음
으로

녹음된 
동화
들려
주기

문제
인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감사의 가치문제 인식하  
  기 
Q1. 이 동화에 나오는 개는 길을 가다가 무엇
을 발견했나요? (은화요)
Q2. 이 동화에 나오는 개는 왜 다리 밑을 보고 
큰 소리를 내어 짖었나요?
(다리 밑에 있는 개의 은화를 빼앗고 싶은 마음
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Q3. 그 개는 왜 자신의 은화를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자기가 가진 은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울물에 
비친 다른 개의 은화를 더 가지려고 탐내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Q4.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개의 기분은 어떨지 
함께 얘기해 보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것 

6
분

※ 
동화
내용
정리
 및
주제
가치

인식을 
위해

적절한 
질문
사용
하기



- 212 -

같아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자기 은화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다른 개가 가진 은화
를 더 가지려고 탐내다가 자기의 은화마저 잃어
버린 것에 대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등)
  
Q5. 강아지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강아지야. 물에 비친 은화는 바로 너의 은화였
단다. 너의 은화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은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을텐데... 
많이 속상하겠구나. 다음부터는 너의 것에 만족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래)

Q6.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나 언니, 오빠, 형, 
누나, 또는 동생이 가진 것이 내 것보다 더 좋
아 보여서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투정을 부려요/엄마한테 같은 것을 사달라고 
해요/묻지 않고 사용 했어요/빌려달라고 해요 
등)

-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주제
를 드립니다.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셨
는데, 생각한 것보다 부족한 액수의 돈을 주셨
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해결안 
모색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감사의 가치문제 해결안  
  모색하기 
Q7.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작은 액수의 용
돈을 주셨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
에요? 왜 그렇게 할 것인지 이유도 잘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러면, 손을 들고 발표해 봅시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돈이 너무 적

7
분

※
두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올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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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씀드려요; 용돈을 주시는 것을 고맙지
만, 어른들께 돈을 받을 때 돈의 액수가 너무 
작으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 네. 그렇게 생각했군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 보세요.
(네. 저는 적은 돈을 주셔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받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액수가 작든지 크든
지 상관없고 모두 고마운 돈이에요) 

-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생각이 나는 친구 이
야기 해 줄 친구 있나요? 
(내가 원한 만큼의 돈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용돈을 더 달라고 말씀드려요; 친구들 보다 용
돈을 적게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서운하기 때문
이에요 등)

- 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 
보세요.
 (다른 아동에게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살펴본
다)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감사의 가치 인식시키기
Q8.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말할 때, 감사라는 말은 
무얼 뜻할까요?
(저에게 잘해 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거요/ 
선물이나 돈을 받았을 때 고마워하는 거요 등)

- 네. 맞아요. 그러한 것도 감사에 해당해요. 
감사는 누군가에게 고맙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
고, 돈이나 장난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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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나 음식, 가족의 
사랑 등,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운 느낌을 가지는 것도 모두 해당 되요. 

Q9.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는 돈이나 여러분이 
가진 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쓸 때는 어
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돈을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
음이 들어있어요/용돈을 많이 받아서 고마워  
하는 마음이요 등)

-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여러분들이 어른들께 돈을 
받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것은 사실 어른들이 힘들게 번 돈에 대해서 여
러분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겠다고 하는 뜻이 
담긴 거랍니다. 그리고 가진 돈에 대해 감사한
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가진 돈이 많든지, 적
든지 간에 상관없이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감사의 가치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Q10. 네. 여러분.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
기 나눈 것처럼,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부족한 액수의 용돈을 주셨을 때, 어떠한 마음
을 가져야 할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선택해 보고 손들어 주세요.
-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돈이 
너무 적다고 말씀드린다’에 손을 들어 보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적은 돈을 주셔도 감사
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받
는다’에 손들어 보세요.
- 다음은 ‘내가 바라는 액수가 아니라고 말씀 

 
6
분



- 215 -

드리고, 용돈을 더 달라고 말씀드린다’에 손들
어 주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에 손
들어 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물어본다) 
 
-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이 여러분 
혼자만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인
지 잘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한 대로 행동하
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 번 상상해 보세
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 해 줄 
사람은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손을 들어볼까요?
(앞에서 나온 의견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해 주
고 최선안을 선택하게 한다)

- 네. 여러분~우리 친구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부족한 액수의 용돈을 주시더라도, 감사
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용돈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선택했어요.

    활 동

Q11. 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음식과 옷, 따뜻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누가 벌었을까요?
(부모님/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어른들이요)
 
- 그러면, 우리가 받는 용돈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부모님이 일해서 버신 거예요/어른들
이 주신 거예요 등)
- 네. 바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열심히 일해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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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번 돈을 우리가 받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림에 보이는 맨 위 동그라미에 돈을 벌기 위
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또는 어른들의 모
습을 그려보아요.

-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
로 우리가 용돈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
다면, 돈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감사하는 마음을 가
져요 등)

-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
터 받은 돈을 어떤 마음으로 써야 할까요?
(고마운 마음으로 잘 써요/감사한 마음으로 써
야 해요 등)

- 그래요. 우리가 어른들께 받는 돈은 모두 수
고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랍니
다. 여러분이 받은 용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
고 받은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써야겠죠?
- 그렇다면, 어른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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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받을 때 어른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
려요/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해요 등)

ㆍ 감사 실천 쿠폰 만들고, 쿠폰 소개하기
  (대상/용도 써보기)
-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
는 마음을 실천할 대상을 생각해 보고, 다양한 
감사 표현 실천 쿠폰을 만들어 보아요.

- 감사실천 쿠폰 중, 한 가지만 골라서 누구에
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한번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 
쿠폰

만들기  
 재료
 준비
(쿠폰 
제작용 
종이, 
싸인펜 

등)

- 질서 
있게

차례로 
발표

하도록 
유도

※ 
작품
발표

정리 가치 
내면화
하기

ㆍ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자세 갖기
- 감사할 대상 떠올려 보기

Q.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등, 우리들에
게 용돈이나 세뱃돈을 주시는 어른들이 수고하

3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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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마음속에 한 번 떠올려 
봅시다.  

Q.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평
소에 생활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 나와 늘 함
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봅시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자전거/로봇 장난감/인라
인 스케이트/ 내 얼굴의 예쁜 보조개/멋진 눈썹
/착한 마음씨/맑은 공기/맛있는 과일/행복한 우
리 가족 등)

진지한 
분위기 
유도

실천
다짐

ㆍ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의 실천을 다짐
해 봅시다.

2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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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의 돈도 소중해요 차
시 3/8주제 가치 책 임

영역 돈 빌리기
활용 동화 금덩어리와 바꾼 삼천 냥 (전래 동화)

목표
ㆍ 남의 것을 빌리고 갚는 것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을 안다.
ㆍ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소중하게 여긴다.
ㆍ 빌릴 때에 신중하게 생각한다.

내용요소 외상 경계/책임감 있게 돈 갚기 및 돈 빌려주기 등

단계 학습
과정 활동내용 시

간

자료
(◎) 및 
유의점
(※)

도입
학습
동기
유발

ㆍ 경험으로 생각하기

-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경험이 있는 친구 있나요? 어떤 이유 때
문에 그렇게 했었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3
분

◎ 
PPT
화면 
자료
준비
 ※ 

진지한 
분위기 
형성

전개 상황
이입

ㆍ 동화 이야기 해주기
- PPT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화 내용 이야      
 기해 주기
해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한 사람이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커

다란 금덩어리를 내놓으며 돈 삼천 냥을 빌려 달라

고 했어요. 

낯선 사람: 부자 영감님~이 금덩어리를 맡아 주시

고 저에게 삼천 냥을 좀 빌려 주십시오~

부자: 흠...저 금덩어리를 맡아 놓으면, 나중에 돈

을 반드시 갚겠지 뭐...

해설: 부자는 낯선 사람이 보여준 금덩어리를 보고 

선뜻 삼천 냥을 내어주기로 했어요.

부자: 좋소! 내가 당신에게 삼천 냥을 빌려 주도록 

하겠소.

3
분

◎ 
녹음된 
동화
PPT 
화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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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낯선 사람의 금덩어리를 받고, 삼천 냥을 빌

려준 부자는 금덩어리 값이 얼마쯤 되는지 궁금해

서 금광을 갖고 있는 조카를 찾아가 금덩어리를 보

여 주었어요. 

조카: (놀라서) 삼촌! 이 금덩어리는 모두 가짜예

요! 누가 이런 걸 삼촌에게 금덩어리라고 속인 거

죠?

부자: (황당해 하며) 뭐라고?! 이게 모두 금덩어리

가 아니고 가짜라고? 아이고 세상에~이를 어쩌나~

이게 모두 진짜 금덩어리인 줄 알고 돈 삼천 냥을 

그 낯선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아이고~이를 어

쩌나! 아이고...

조카: (안타까워 하면서) 삼촌....도대체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하시

고 금덩어리를 받고 큰돈을 빌려 주신 거에요? 에

구구...참...

※ 
생생한 
표현과 
명확한 
발음
으로

녹음된 
동화
들려
주기

문제
인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책임의 가치문제 인식하  
  기

Q1. 동화에서 돈을 빌려주고 속은 선비는 기분
이 어땠을까요? 그것 때문에 선비에게 어떤 일
일 일어났죠? (화가 나고 속상할 것 같아요/가
짜 금덩어리를 받고 자기 돈 삼천 냥을 잃어버
렸어요)

Q2. 처음에 선비가 낯선 사람에게 속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듣고 금덩이가 진짜
인지 확인도 안하고 받은 뒤, 자기 돈 삼천 냥
을 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Q4.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빌려준 경
험이 있나요? (네/아니오)

Q5. 친구에게 그 물건을(위의 Q4 질문에서 대

8
분

※ 
동화
내용
정리
 및 
가치

인식을 
위해

적절한 
질문
사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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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물건)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나는 기분이 어땠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화가 났어요/기분이 나빴어요/쓸 돈이 없어졌
어요/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등)

Q6.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려 줄 때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빌려 준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
지 먼저 약속을 하고 빌려주어야 해요/잘 모르
는 사람의 말만 믿고 물건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요/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빌려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어야 해요 등)

Q7. 그러면, 친구에게 빌려온 물건을 돌려주어
야 하는 것을 잊어서 다시 달라고 친구에게 주
의를 받아 본 경험이 있었나요? 그때 친구와 
어떻게 되었나요?
(친구와 사이가 나빠졌어요/친구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등)

Q8. 그러면, 친구에게 빌려온 물건을 돌려주어
야 하는 것을 잊어서 다시 달라고 친구에게 주
의를 받아 본 경험이 있었나요? 그때 친구와 
어떻게 되었나요?
(친구와 사이가 나빠졌어요/친구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등)

-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에
게 돈을 빌렸어요. 그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문제
해결안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책임의 가치문제 해결안  
  모색하기

8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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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Q9.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한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
지 그 이유도 말해 주세요. 자. 생각이 떠오르
는 사람은 손을 들고 이야기 해 주세요.
(갚아야 할 돈의 액수만큼 약속한 날짜에 책임 
있게 돈을 바로 되돌려 주어야 해요; 그렇게 하
지 않으면,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
게 되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돈을 빌리고 
나서 갚아야 할 약속을 어기면 돈을 빌린 사람
과의 관계가 나빠져요/돈을 빌려 준 사람이 나
를 믿지 못하게 되요 등)

- 네. 그렇게 생각했군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말해 보세요.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에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먼저 갚
고, 돈이 더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나중에 갚아
요; 갚을 수 있는 돈이 당장 없기 때문이에요) 

- 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 있나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부모
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해
요; 친구도 소중하고 친구의 돈도 소중하기 때
문이에요/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친구와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등)

- 네. 그렇게 생각했군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
고 있는 친구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다른 아동에게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살펴본
다)

※ 
두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올수 
있도록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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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개인재무관리와 관련된 책임의 가치 인식시  
  키기
-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 아주 잘 들었어
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빌릴 때에는 신용
이라는 것을 지켜야 한답니다. 신용은 다른 사
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한 번 신용을 잃
어버리게 되면, 다시 얻기가 힘들어요. 돈을 빌
릴 때에도 신용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해요. 

- 그러면, 신용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려
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약속을 지켜서 빌린 
것을 돌려주어야 해요/거짓말로 빌리면 안 되요 
등)
: 네. 신용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려면, 다
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정해진 날까지 
약속을 지켜서 돌려주거나 갚아 주어야 한답니
다.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책임의 가치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Q10.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
기 해 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친구나 다른 사
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
을 따라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
는 내용에 손들어 주세요.
- 먼저 ‘갚아야 할 돈의 액수만큼 약속한 날짜
에 책임 있게 되돌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
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 보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에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먼저 갚고, 돈이 더 생길 때까
지 기다려서 나중에 갚는다’라고 생각한 친구 

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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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어 보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
을 수 없을 때에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갚을 수 있도록 한다’에 손들어 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물어본다) 
 
-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이 나 혼
자만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한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
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손들고 잘 이야기 해 
주세요. 

-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손을 들어볼까요?
(앞에서 나온 의견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해 주
고 최선안을 선택하게 한다)

- 네. 우리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친구나, 다
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에는 ○○○○○○
○해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
했어요(신용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선택).

※ 
앞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활동

ㆍ 선생님과 약속 만들기
-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선생님과 약속을 
한 가지만 해 봅시다. 
예)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겠습니다.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5
분

※ 
실천
할 수 
있는일 
생각해 
보고, 
약속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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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치 
내면화
하기

ㆍ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자세 갖기
- 활동 소감 나누기

Q1. 선생님과 약속을 만들려고 생각할 때, 어
떤 생각이 들었나요? 
(약속을 정하면 꼭 지켜야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해야 되나 걱정이 생겼어요/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

Q2.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한 내용처럼, 선생님
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선생님과 믿음(신용)이 생겨요/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져요/책을 많이 읽게 되요/게임 말고 다
른 일을 더 할 수 있어요/동생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등)

-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
람의 물건이나 돈을 빌릴 때, 어떠한 마음자세
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신용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해요.)

4
분

실천
다짐

ㆍ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 돈을 빌려 주거나 갚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  
 지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 해 보세요.

3
분

※ 
공언후,

박수
 및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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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리미리 준비해요 차
시 4/8주제 가치 계획성

영역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
활용 동화 많은 사람들을 구한 요셉 (성경 이야기/개작)

목표
ㆍ 나중에 써야 할 돈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ㆍ 현재의 돈 사용에 고정된 생각을 수정한다. 
ㆍ 저축을 실천한다.

내용요소 현명한 돈 사용 계획(미래대비 예산 세우기, 저축 목표 세우
기)/돈 사용의 우선순위 비교/꾸준한 저축 습관 등

단계 학습
과정 활동내용 시

간

자료
(◎) 및 
유의점
(※)

도입
학습
동기
유발

ㆍ 친구의 이야기 들어보기
-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고, 계획에 따라서 돈을 
쓰고 있는 친구, ○○○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모두 ○○○의 이야기를 잘 들어 봅시다.
(: 해당 아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도록 함.)
- 와~! ○○○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3
분

※ 
수업
전에
미리

파악해
두기

전개 상황
이입

ㆍ 동화 이야기 해주기
- PPT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화 내용 이야      
 기해 주기
해설: 옛날 이집트 왕국에는 왕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파라오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라오

는 꿈을 하나 꾸게 되었어요. 파라오의 꿈에는 말

라서 비틀어진 곡식들과 굶주린 소들이 잘 익어 여

문 곡식들과 살진 소들을 먹어버리는 모습이 나온 

것이었어요. 잠을 깬 파라오는 하루 종일 자기가 

꾼 이상한 꿈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되

었어요. 

파라오: 아니...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하도 이

상해서 꿈이 생각에서 지워지질 않네...

해설: 파라오는 자기가 꾼 이상한 꿈에 대해 답답

한 마음을 풀고자, 온 이집트에 살고 있는 지혜자

들을 불러 그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로 하였어

5
분

◎ 
녹음된 
동화
PPT 
화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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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혜자 1: 음...파라오님께서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셨습입니다만...그 내용은 저도 잘 짐작할 수가 

없네요...

지혜자 2: 흠...죄송합니다...파라오님...이번 경우는 

꿈해몽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설: 각처에서 왕궁으로 모여 찾아 온 지혜자들은 

파라오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지 못했어요. 파

라오의 꿈 이야기는 온 왕궁 안에 퍼지게 되고, 왕

궁에 있는 파라오의 시종장들 중, 왕궁 요리실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담당한 시종장이 파라오를 

만나고자 급히 달려왔어요.

포도주 시종장: (헉헉 숨을 쉬며) 파라오님! 파라오

님! 제가 옛날에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제가 옥에

서 살아서 나갈 것을 이야기 해 준 요셉이라는 사

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으니 파라

오님께 소개해 드리지요. 

해설: 시종장의 소개로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은 왕

궁의 파라오 앞에 불려가 파라오가 꾼 꿈을 풀이하

여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 음...파라오님...꿈을 들어보아 하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지속될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

에는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 올 것 같습니다.

파라오: 뭐라고!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찾아온

다고? 

요셉: 네. 그렇습니다. 7년 기근 동안 나라를 살리

려면 7년 동안 지속될 풍년 기간 동안 백성들이 다 

함께 곡식을 열심히 모아서 나라 곡간에 쌓아 두어

야 할 것입니다.

해설: 파라오는 앞으로 다가올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요셉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 왕국의 살림을 담

당하는 총리로 임명했어요. 

파라오: 요셉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어 이집트가 

재난을 피하게 되었도다! 이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

이고, 요셉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도다! 

여보시오! 요셉~당신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앞

으로 직접 나라 살림을 맡아 주시오~

해설: 이집트 왕국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

※ 
생생한 
표현과 
명확한 
발음
으로 

녹음된 
동화
들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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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간 동안 백성들로 하여금 왕국의 수많은 곡간

에 곡식을 부지런히 모아 두도록 지시했어요. 

요셉: 백성들이여~추수한 곡식들을 7년 동안 곡간

에 아주 많이 많이 쌓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곡식을 모아 두어야 나중에 찾아오는 기

근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해설: 그 후, 이집트 왕국에 7년의 풍년이 지나가

고,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찾아 왔어요. 그 흉년은 

이집트 왕국 주변에 있는 나라에도 심각하게 발생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 왕국에 미리 곡식을 

쌓아 두게 함으로써 기근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들뿐

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많은 사람들까지 구하게 

되는 큰일을 했답니다. 

문제
인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계획성의 가치문제 인식  
  하기 

Q1.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던 7년 동안, 왜 요
셉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곳간에 미리 많
이 쌓아 두라고 지시했나요?
(흉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였어요)

Q2. 요셉이 잘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 7년의 풍년의 기간 동
안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나라 곳간에 아주 
많이 쌓아 두게 함으로써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
람들을 구한 것이에요)

Q3. 요셉이 백성들에게 시킨 대로 흉년에 대비
하여 나라 곳간에 곡식을 모아두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집트 왕국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
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줄 양식이 없어서 모두 
죽게 되었을 거예요)

6
분

※ 
동화
내용
정리
 및 
가치

인식을 
위해

적절한 
질문
사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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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나중에 쓸 돈이 무엇인지 미리 계획해 두
고 모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나: 나중에 써야 할 돈이 없으면 필요한 물건
을 살 수 없어요/하고 싶은 일(교육, 여행비용 
등)을 할 수 없고 건강관리(병원 진료, 약 처방, 
건강보험 납부 등)도 할 수 없어요/가정: 가족
에게 필요한 돈이 없으면 가정을 운영할 수 없
어요(자녀양육 및 의식주 생활비용 등이 필요
함)

-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동안에는 
용돈을 받지 않았다가 이제부터 어른들께 용돈
을 받게 되었어요. 나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요? 생각해 봅시다.

문제
해결안
모색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계획성의 가치문제 해결  
  안 모색하기

Q6.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이제부터 어른들께 용돈을 받게 되
었는데,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해 봅
시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러면 손을 들고 이야기 해 봅시다.
(돈을 지갑에 잘 넣어 두어요. 그러면 돈을 쓸 
때 꺼내서 쓰기 좋아요)

- 네. 잘 들었어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 보세요.
(나중에 쓸 돈이 어디에 필요할 지 먼저 생각해 
보고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
느 곳에 돈을 먼저 써야 할 생각하지 않고 쓰게 
되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돈을 생각해서 모
아 두기 어려워요.)

7
분

※ 
두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올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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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생각했군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
고 있는 친구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돈의 일부를 돼지저금통이나 은행 통장에 저축
하기로 결심해요. 나중에 쓸 돈을 모아두기 위
해서예요)

⦁ 네. 잘 들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 친구가 이야기 한 것처럼, 여러분의 돈
을 지갑에 넣어 두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쓸 돈을 지갑에 넣어 두었다가 외출할 때 가지
고 가서 사용하면 아주 편리해요)

⦁ 그런데,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잃어버려서 쓸 수가 없어요 등)

⦁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게 돈을 잘 보관해 두
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하거나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해요 등)

⦁ 돈을 돼지 저금통에 모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집에서 쉽게 저축할 수 있어요/돈이 모이는 것
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돈의 무게로 돈이 
불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돈을 넣을 때
마다 재미가 나요/저금통이 꽉 찼을 때 뿌듯해
요 등)

⦁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은행에다 맡겨 두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아무도 가져갈 수 없도록 은행에서 돈을 안전
하게 관리해 줘요/저축한 돈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쓸 수 있어요 등)

◎ 
관련
내용
PPT 
화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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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지요. 그리고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돈을 저축하
면, ‘이자’라는 것이 생겨 여러분의 돈이 조금씩 
더 불어나게 된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여러분이 당장 쓸 돈을 넣어
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면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저금통이나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여러
분이 나중에 쓸 돈을 잘 지키고 불리는 데에 사
용하면 아주 적합하답니다.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계획성에 대한 가치 인식
시키기
: 여러분. 오늘 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요셉처
럼, 나중에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방법이
나 절차 등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두는 것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고, 그러한 것을 잘 실천
하는 사람에게 ‘계획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데, 우리가 나중의 써야 할 돈의 사용처를 미리 
생각해 보고, 돈을 준비해 두는 것도 계획성이 
있다고 말한답니다.

-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돈을 모으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또 있답니다.
 (저축/보험/투자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시)

⦁ 저축은 절약해서 돈을 안전하게 모아 두는 
것을 의미해요.

⦁ 보험은 질병이나 재해, 기타 사고 등을 당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
날 경우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하여 큰돈을 만든 뒤, 그 중에
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이나 손해 
본 액수만큼의 돈을 줌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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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경제제도랍니다. 
⦁ 투자란 저축으로 돈을 불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투자는 잘못하게 되면 원래 가진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위험하기도 해요.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계획성의 가치문제 해결  
  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Q7.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른들께 용돈
을 받게 되었는데,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손을 들어 봅시다.
- 먼저 ‘돈을 지갑에 잘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만 손을 들어 보
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중에 쓸 돈이 어디에 
필요할 지 먼저 생각해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친구 손들어 보세요.
 
- 네. 그러면 ‘돈의 일부를 돼지 저금통이나 은
행 통장에 저축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가장 좋
다는 친구 손들어 주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물어본다) 

-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 번 잘 생각해 봅시다. 떠오르
는 생각을 손들고 이야기 해 볼까요?

- 네. 잘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선
택한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 번 상
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한 번 

6
분

※ 
앞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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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 주세요. 
-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손을 들어볼까요?
(앞에서 나온 의견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해 주
고 최선안을 선택하게 한다)

- 네. 여러분의 잘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른
들께 용돈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
○○하고, ○○○○○○○해야 한다고 선택했어
요(개인재무관리 관련 계획성의 가치를 선택).

판단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활 동

ㆍ 돈 사용 계획을 위한 나의 실천표 만들기

Q.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자전거/핸드폰/게임기/구글기프트 카드 구입이
요 등)

Q3. 앞으로 내가 돈을 써야 될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요?(장난감/새학기 학용품을 사야되요/친
구나 언니, 오빠, 동생을 위한 생일 선물을 사

8
분

◎ 
다양한 
물건의 
그림
사진
준비
(PPT 
화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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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해요 등)
- 현명하게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쓸 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래 표에 제시된 나의 다짐과 
생활에서 절약할 부분의 내용을 기입해 보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한 뒤 
작성해 봅시다.

- 1년 후, 10년 후에 나는 몇 학년이 되나요?
그 때에 필요한 돈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저축목표를 세워보고 적어 봅시다.
(1년 후에는 2, 3, 4학년이 되고, 새 가방과 학
용품 등을 살 돈이 필요해요/10년 후에는 대학
생이 되고,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요 등)

- 나중에 20년 후,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데
에 쓸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가 필요할 지 예
상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지 

◎ 
실천표 
종이,

지우게,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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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본 뒤, 적어 봅시다.
(자가용 구입 및 주택 구입비가 필요해요/결혼
식 비용이 필요해요/회사에서 일해요 등)

※ 자신의 계획표 소개하기
- 여러분의 돈 사용 계획 실천표를 소개해 보
아요. 무엇을 절약하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
을 것인지 이야기 해 보세요.

정리

가치
동기 

내면화

ㆍ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자세 갖기
- 활동 소감 나누기
: 실천표를 작성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요?
(나중에 쓸 돈을 잘 모아서 필요할 때 쓸 수 있
도록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나
중에 쓸 돈을 모으려면, 쓸 돈을 절약해서 저축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

- 지금까지 여러분의 저축태도를 돌아보아요. 
나중에 쓸 돈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두고 꾸
준히 돈을 불리고, 잘 지켜 두면 1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3
분

※ 
상대방

의 
발표

내용을 
주의
하여

듣도록 
유도
하기

실천
다짐

ㆍ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 돈을 불리고 잘 지키기 위해, 앞으로의 내가 
할일은 무엇인지 ‘나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
다.

2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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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직하게 말해요 차
시 5/8주제 가치 정 직

영역 돈 쓰기
활용 동화 피노키오 (명작동화)

목표
ㆍ 돈 문제에 대한 거짓말을 경계한다.
ㆍ 솔직한 마음자세를 갖는다.
ㆍ 정직하게 돈을 쓰는 것을 실천한다.

내용요소 돈 사용에 대한 거짓말/정직의 결과 등

단계 학습
과정 활동내용 시

간

자료
(◎) 및 
유의점
(※)

도입
학습
동기
유발

⦁ 정직의 경험 이야기하기
- 여러분 중에 돈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거
나 속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지만, 정직하게 
말하거나 행동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으
면,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3
분

※ 
손들고, 

질서 
있게 
답변
하기

전개 상황
이입

ㆍ 동화 이야기 해주기
- PPT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화 내용 이야    
  기해 주기

해설: 어느 마을에 제페트라는 할아버지가 외롭

게 살고 있었어요. 제페트는 나무토막으로 인형

을 만들고 피노키오라는 이름도 만들어 주었답니

다. 

제페트: (흐믓한 얼굴로) 인형아,,,이제 너의 이름

은 피노키오란다...여기 우리 집에서 나하고 행복

하게 살자꾸나...

해설: 그러던 어느 날, 요정이 나타나 피노키오를 

살아 있는 인형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피노키오: 랄랄라~내 이름은 피노키오~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네~ 여기에도 올라가 보고~ 저기

도 숨어봐야지~

해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피노키오는 너무 말

썽쟁이였어요. 그래서 늘 할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장난쳐서 할아버지는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

5
분

◎ 
녹음된 
동화
PPT 
화면 
준비

※ 
생생한 
표현과 
명확한 
발음
으로 

녹음된 
동화 
들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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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던 어느 날,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고 있는데 

멀리서 재미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피노키오: (호기심이 나서)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흥미로운 소리가 귀에 들려오네? 어디 

한번 가 볼까?

해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 말을 안 듣고, 학교도 

안 가고 재미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어 갔어

요. 계속 가다보니 앞에 인형극장이 보였어요.

피노키오: 와~! 재미난 인형극장이다~어서 들어

가서 구경해야지~

극장 주인: 잠깐! 우리 인형극장에 들어오려면 돈

을 내고 들어와야 한단다~ 애야.

해설: 돈이 없는 피노키오는 고민이 생겼어요.

피노키오: 아이 참...극장에 들어가려면 돈이 있

어야 하네...어디서 돈을 구하지? 

해설: 피노키오는 골똘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피노키오: 앗 참~그렇지! 할아버지가 사준 새 책

을 고물상에 팔면 돈이 생길거야~

해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가 사준 새 책을 팔아 

돈으로 바꾸고 인형극 입장권을 구입하여 극장으

로 들어갔어요. 

피노키오: 야호~! 신난다~아주 재미난 데가 있

네?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저기 올라가서 더 재

미있게 놀아야겠다~

해설: 피노키오는 극장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리

저리 다니면서 장난을 쳤어요...결국 피노키오는 

인형극을 망쳐버렸지요. 이에 화가 난 극장 주인

은 바로 달려 왔어요.

극장 주인: 네 이놈! 감히 내 인형 극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다니! 아무래도 너를 장작으

로 써야 되겠다!

피노키오: (애원하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제가 없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슬퍼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가 사라져 버리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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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외로와서 견디시지 못하실 거에요~한번만 용

서해 주세요~ 아저씨~

해설: 피노키오가 애원하는 소리에 화가 누그러

진 극장 주인은 피노키오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금화를 다섯 개를 주었어요. 

극장 주인: 흠...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 이 돈을 가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해!

피노키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

다!

해설: 피노키오는 간신히 용서를 받고 극장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까 피노키오가 

극장 주인에게 금화를 받는 것을 몰래 지켜 본 

고양이와 여우는 그 돈을 빼앗으려고 살금살금 

피노키오를 따라 왔어요. 그리고 그 여우와 고양

이는 한적한 길에서 피노키오 앞에 나타나 이렇

게 말했어요.

여우: 피노키오야~피노키오야~ 그 금화를 구덩

이에 묻어 봐. 지금보다 금화가 더 많이 생겨 날

거야~

고양이: 맞아~구덩이에 금화를 묻고 조금만 기다

려보면, 금화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되어 줄꺼

야~

해설: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 말에 넘어 가서 

구덩이를 파고 돈을 땅에 묻은 뒤, 거기서 금화

가 열리길 기다렸어요.

피노키오: 그래...여우와 고양이가 말한 대로 조

금만 기다려 보자. 

해설: 피노키오는 구덩이에 묻은 금화가 열리길 

기다리다가 잠시 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버렸어

요. 그러는 사이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가 묻

은 금화가 있는 곳으로 재빨리 달려갔어요.

여우: 이히히히히~금화가 열리는 나무가 어디에 

있어?

고양이: 그러게 말이야. 피노키오가 잠든 사이에 

얼른 금화를 꺼내서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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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잠시 낮잠을 자다 일어난 피노키오는 금화

를 심은 곳에 다시 구덩이가 파진 것을 보고 깜

짝 놀랐어요.

피노키오: 어? 여우랑 고양이가 내 금화를 다 가

져가 버렸네. 어떡하지? 할아버지가 사준 책을 

다시 사가지고 가려했는데...이제 살 수 없게 되

버렸네....

해설: 금화를 모두 잃어버리고 엉엉 울고 있는 

피노키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요정이 다가왔어

요.

요정: 피노키오. 왜 학교를 가지 않았니? 할아버

지가 사준 새 책은 어디에 있니?

피노키오: (주저하면서) 어...누가 저를 강제로 데

려 갔어요...그리고...책은 학교에 두고 왔어요...

해설: 요정이 피노키오에게 계속 질문을 하자, 피

노키오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피노키

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피노키오의 코는 멈추

지 않고 쑤욱쑤욱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문제
인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정직의 가치문제 인식  
  하기 

Q1. 피노키오는 왜 할아버지가 사 주신 새 책  
 을 돈으로 바꿨나요?(인형극을 보기 위해 극
장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Q2. 피노키오가 할아버지가 사준 새 책을 고
물상에 팔아서 돈으로 바꾼 사실을 제페트 할
아버지가 알아버렸다면, 할아버지의 기분은 어
떠실까요?(속상하셨을 거예요/피노키오에게 화
가 나셨을 거예요 등)

Q3.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에게 어떤 거짓  
 말을 했나요?
(구덩이에 피노키오가 가진 금화를 묻은 뒤 조
금만 기다려보면, 금화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

6
분

※ 
동화 
내용

정리 및 
가치

인식을 
위해 

적절한 
질문 
사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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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거라고 했어요)

Q4.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가 자기를 속이
고 금화를 몰래 가지고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되었나요?
(깜짝 놀라서 당황했고,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Q5. 피노키오의 코가 자꾸자꾸 길어졌던 이유  
 는 무엇이었나요?
(요정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Q6. 부모님께 거짓말로 용돈을 받았거나, 용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
야기 해 보아요(부모님께는 학용품을 산다고 
말씀 드리고, 장난감이나 과자를 산 적이 있어
요 등).

Q7. 친구나 형제, 부모님 등, 여러분들이 아
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돈에 대한 거짓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친구나 형제 사이가 나빠져요/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기분이 상해요/돈에 대한 거짓말을 하
면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요/가족이나 친구 사
이에서 믿음이 사라지게 되요 등)

Q8. 돈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
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은 무엇일까요? 어
떻게 하면 그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될 때/돈 문
제에 대해 정직하지 않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이 상처 받을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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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하지 못할 때/돈에 대한 거짓말을 자꾸 
해도 들키지 않았을 때가 많았을 경우 등/돈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경우)

-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상황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학교에서 실
수로 친구의 소중한 안경을 부러뜨렸어요. 친
구는 울면서 안경이 망가졌으니, 새 안경을 살 
돈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되돌아오니, 엄마도 방금 일을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요? 잘 생각해 봅시다.

문제
해결안 
모색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정직의 가치문제 해결  
  안 모색하기

Q9.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
기 해 준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한 것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 그렇게 해
야 하는지 그 이유도 이야기 해 주세요. 먼저 
이야기해 줄 친구 있으면 손을 들고 말해 주
세요.
(엄마께 바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
마가 아시면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 네. 그렇게 생각했군요. 또 다른 생각이 있
는 친구 있으면 말해 보세요.
(혼이 나도 엄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친구
에게 주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말씀드려요;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직하게 이야
기 하지 않고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생겨나고, 친구
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서로 관계가 나빠져요)

7
분

※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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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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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
지만, 새 안경 살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이야
기해요; 나 혼자만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
고, 친구도 안경을 아무 데나 두었기 때문이에
요)

- 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 
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지 물어본
다)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정직의 가치 인식시키  
   기

Q10.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다음 예문을 
보고 잘 읽어 보고, 정직한 행동인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인지 맞춰보세요. 

① 일어난 일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② 혼날 수 있으니까, 걱정되는 이야기는 숨겨  
  요.
③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④ 겁이 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사실대로 이  
  야기해요.
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좀 더 꾸며서 이야  
  기해요.

- 네. 여러분~ 잘 대답 했어요. 정직하다는 
말의 의미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른 마음
을 뜻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의 의미는 거
짓말하는 것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
제로 일어난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있는 그대
로 말하지 않는 것, 숨기는 것, 말하고 싶은 

◎ 
예시

내용에
대한
PPT 
화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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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 말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랍니
다. 
  여러분이 돈과 관련하여 ‘정직하다’는 말을 
쓸 때에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어른들께  
돈을 받아야 할 경우, 또는 돈으로 갚아 주어
야 할 어떤 문제가 생겨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때, 거짓말하거나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 등을 
의미해요.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정직의 가치문제 해결  
  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Q11.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
기 해 본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지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
장 좋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면 손들어 주
세요.

- 먼저 ‘엄마께 바로 말씀드리지 않는다’에 손  
들어 보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혼이 나도 엄마께 솔
직하게 말씀드리고, 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돈
이 얼마인지 말씀드린다’에 손들어 주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
다고 이야기하지만, 새 안경 살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에 손들어 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자신이 가
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물어본다) 
 
-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이 나 
혼자만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
인지 잘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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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한 대로 행동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 번 상상해 보
세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손을 들어볼까
요?
(앞에서 나온 의견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해 
주고 최선안을 선택하게 한다)

- 네.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
들은 학교에서 실수로 친구의 소중한 안경을 
부러뜨렸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엄마께 말씀드리는 것을 가장 좋다고 선택했
어요
(개인재무관리 관련 정직의 가치를 선택).

 

활동

- 여러분.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돈과 관련
된 문제가 생길 때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부모님께 칭찬 받아요/친구나 형제 사이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요/세상이 행복해져요/모두
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요 등)

ㆍ 정직 나무에 다짐 열매 붙이기
: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합시다. 그
리고 아래와 같은 나의 다짐 내용을 메모지에 
써 본 뒤, 정직 나무에 붙여 봐요.

8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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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정직한 마음으
로 행동하고 말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게 되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좋은 물건을 정직한 가격에 팔 수 있
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
이 생길 때에도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답니

◎ PPT
화면,
이동
칠판,
연필,
정직
열매
나무 
그림, 
나의 
다짐 
쓰기 

메모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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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세
상을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요?

정리
가치 

내면화
하기

ㆍ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자세 갖  
  기- 활동 소감 나누기
Q1. 정직 나무에 다짐 열매를 붙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돈에 대한 일이 생겼을 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요 등)

- 돈을 받아야 할 때, 그리고 돈으로 갚아 주
어야 할 어떤 문제가 생겨 상황을 숨기지 않
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될 때,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꾸미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해요/솔직
하게 이야기해요/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요 
등)

3
분

실천
다짐

ㆍ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 앞으로 실천해야 할 나의 다짐을 이야기 해  
 봅시다.

2
분

※ 
공언후, 
박수 및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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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을 수 있어요 차
시 6/8주제 가치 절 제

영역 돈 쓰기
활용 동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솝우화)

목표
ㆍ 당장 소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난다.
ㆍ 소비욕구를 조절한다. 
ㆍ 생활 속에서 소비절제를 실천한다.

내용요소 모방소비/충동소비/소비욕구 조절/절약과 낭비/소비절제 등

단계 학습
과정 활동내용 시

간

자료
(◎) 및 
유의점
(※)

도입
학습
동기
유발

ㆍ 소비절제의 경험 이야기하기
- 여러분은 언젠가 무언가를 자꾸 사고 싶은 
욕심을 잘 참고 조절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이야기 해 보
세요. 

3
분

※ 
손들고 
이야기 
해보기

전개 상황
이입

ㆍ 동화 이야기 해주기
- PPT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화 내용 이야    
  기해 주기
해설: 어느 마을에 나이가 많은 들은 농부와 아내

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느 날 장에 가서 거

위 한 마리를 사와 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거위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황금알을 매

일 하나씩 낳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농부: 여보~! 이것 좀 봐요~장에서 사온 거위가 

신기하게도 이렇게 황금알을 하나 낳았구려~ 

아내: 어머나! 거위가 진짜로 황금알을 낳았네
요~!
해설: 그 뒤로 거위는 매일 같이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농부와 아내는 그렇
게 거위가 황금알을 매일 낳은 것으로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고. 가구도 사고. 차도 사고...부
족한 것이 없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이 거위가 낳는 황금알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러
던 어느 날, 농부와 아내는 이렇게 사들인 물건들
이 너무 너무 많아져서 이 물건들을 모두 진열할 

3
분

◎ 
녹음된 
동화
PPT 
화면 
준비

※ 
생생한 
표현과 
명확한 
발음
으로 

녹음된 
동화 
들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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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큰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집을 빨리 
사고 싶어 둘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지요.
농부: 여보. 큰 집을 사려면 황금알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혹시 좋은 생각이 드시오?
아내: 흠...거위의 배를 한 번 열어봐요. 아마도 
황금알이 거위 뱃속에 여러 개가 들어 있을 거예
요.
해설: 농부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얼른 부엌에 가서 칼
을 가져와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나...거위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답니다. 

문제
인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의 가치문제 인식  
  하기 

Q1. 농부와 아내가 장에 가서 사온 거위는 어
떤 거위였나요? 
(황금알을 매일 낳는 거위였어요)

Q2. 농부와 아내는 거위가 낳아 준 황금알로 
무엇을 했나요?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고. 가구도 사
고. 차도 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게 되었
어요)

Q3. 여러분의 집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황금알을 낳아 준다면, 
여러분은 그 황금알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황금알을 팔아서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살 거예
요/큰집이나 좋은 차를 살 거예요/부모님이나 
언니 오빠, 동생에게 좋은 선물을 사줄 거예요
/황금알을 계속 모을 거예요 등)

Q4. 그런데, 농부와 아내는 왜 매일 같이 황
금알을 낳아 주는 거위의 배를 갈랐나요?

6
분

※ 
동화 
내용 

정리 및 
주제 
가치 

인식을 
위해 

적절한 
질문 
사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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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욕심이 생겨 절제하지 못하고, 한꺼번
에 많은 황금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Q5.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게 되지 않으려
면, 농부와 아내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고, 거위를 살려 두고 
매일매일 황금알 하나씩 낳아 주는 것을 기다
려야 했어요)

Q6. 무언가를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을 잘 참
지 못하고 돈을 당장 써버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돈이 모두 없어져 버려요/쓸 데 없는 물건을  
사게 되요/돈 낭비를 하게 되요 등)

Q7. 쓰지도 않고 물건을 자꾸자꾸 사기만 하
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쓸 데 없는 물건들로 내방과 우리 집이 어지
럽혀져요/쓰레기가 많아져요/돈 낭비를 하게 
되요 등)

- 낭비는 안돼요!
: 쓰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도 물건을 많이 사고 낭비한 적
이 있나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 봅시다.

Q8.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절
약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 번 이야기 해 

◎ 
쓰지 
않고 

모아 둔 
물건들

의 
사진을 
미리 

찍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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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요.
(방 불 끄기, 물 받아쓰기, 외식과 과소비 줄
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어요)

-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
랜만에 동생이나 언니, 오빠, 형과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사려고 마트에 갔어요. 그런
데 장난감들이 많이 있는 코너에 요즘 TV 광
고에도 많이 나오고, 친구들이 집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선반에 놓여 있는데, 
너무 멋지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요?

문제
해결안
모색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의 가치문제 해결  
  안 모색하기

Q9.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생각해 본 상황에
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떠오르는 생각
을 말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세요. 손을 들고 발표해 
봅시다.
(오늘 사기로 한 물건은 학용품이고 장난감이 
아니니까, 장난감을 사고 싶은 마음을 잘 참고 
학용품을 사요; 물건을 살 때에는 원래부터 사
기로 계획하고 필요한 물건부터 먼저 사야 하
기 때문이에요)

- 네. 그렇게 생각했군요. 또 다른 좋은 방법
이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 보세요.
(엄마, 아빠께 빨리 마트로 오라고 말씀드리
고,  두 가지 모두 다 사달라고 해요; 학용품
도 필요하지만, 장난감도 갖고 싶기 때문이에
요)

7
분

※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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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학용품은 나중에 사고, 장난감을 사와요; 장
난감을 사지 않고 집에 오면 후회할 것 같아
요)

- 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 
주세요.
(이 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본다)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의 가치 인식시키  
  기
-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제’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나요? 
(네/아니요) 

- 네. 그렇군요. ‘절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
을 하고 싶은 욕구와 감정을 지나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절제하
지 못한다’는 말을 쓸 때에는 그 말 속에 무엇
을 하고 싶은 욕구와 감정을 알맞게 잘 조절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과 관련해서도 ‘절제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 때의 의미는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은 욕구와 감정을 잘 조절해서 돈을 낭비하
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답니다.

-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더라도 
절제하는 마음으로 돈을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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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을 아래 표에 구분해서  적어본 뒤, 어
떤 것을 먼저 사야 할지 순위를 매겨 보고 이
야기 해 봅시다.

Q10. 무언가를 당장 사고 싶은 마음을 잘 참
으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길까요?
(나중에 꼭 필요한 것을 사는 데에 돈을 쓸 수 
있어요/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요/나중에 돈이 
없어서 후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요 등)

필요한 것 원하는 것
⦁
⦁
⦁
⦁

⦁
⦁
⦁
⦁

무엇을 먼저 사야 할까요?
1.
2.
3.
4.
5.

◎ 표가 
그려진
 종이,
지우게,

연필 
준비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의 가치문제 해결  
  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Q11.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
해 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안에 손들어 주세요.
- 먼저 ‘장난감을 사고 싶은 마음을 잘 참고, 
오늘 사기로 한 학용품을 사고 장난감은 사지  
않는다’에 손을 들어 보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 아빠께 학용품
과 장난감 두 가지 모두 다 사달라고 말씀드

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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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에 손들어 주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학용품은 나중에 사
고, 장난감을 산다’에 손들어 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자신이 가
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물어본다) 
 
-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이 나 
혼자만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사
는 환경에도 좋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이
야기 해 봅시다. 

-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한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손을 들어볼까
요?
(앞에서 나온 의견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해 
주고 최선안을 선택하게 한다)

- 네.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
들은 필요한 학용품을 사려고 마트에 갔을 때 
멋진 장난감을 보면, 장난감을 사고 싶은 마음
을 잘 참고, 오늘 사기로 한 학용품을 살 거라
고 선택했어요
(개인재무관리 관련 절제의 가치를 선택).

- 소비욕구를 잘 조절해서 돈을 낭비하지 않
고 절제해서 쓰면, 물자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쓸 데 없이 버리는 물건이 줄어들어서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돈을 
꼭 필요한 데에만 쓰게 되고, 합리적인 소비습
관을 기를 수 있어요.

※ 
앞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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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ㆍ 소비욕구 지우기 빙고 게임
- 무언가를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을 잘 참을 
때 이와 같이 좋은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
어요.그렇다면, 나 자신이나 친구들이 다른 사
람들에게 있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사거나, 또
는 자꾸자꾸 사거나, 갑자기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
각해 보고, 용돈주머니 안의 동전 위에 그 물
건의 이름을 적은 뒤(9가지), 빙고게임을 해 
봅시다.

- 한 명씩 돌아가면서 빙고 종이에 쓰여진 물  
 건 중, 절제해서 구입해야 될 물건 이름 하나
씩 말해 보아요.

- 친구가 말한 물건이 나에게 있으면 지우기
- 모두 지운 사람은 손들고 말하기
- 먼저 모든 항목을 지운 친구부터 차례로 상  
 품 받기

10
분

※ 
차례대

로 
순서를 
지켜 
가며 

정확히 
말하기
(소란
스럽지 
않게 

분위기 
유도)

◎ 
용돈

지갑에 
동전 
모양 

그림이 
그려진 
종이,
연필,

색연필, 
상품
(용돈
지갑:
남/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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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치 
내면화
하기

ㆍ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자세 갖  
  기
- 활동 소감 나누기
: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야
기 해 보아요.
(친구에게 있는 물건을 똑같이 따라서 사거나, 
자꾸자꾸 사거나, 갑자기 사버리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끄러웠어요 등)

- 지금까지 여러분이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살 
때의 모습을 한 번 떠올려 봅시다. 그동안 여
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을 썼나요? 돈
을 당장 쓰거나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쓰려면,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
해 보아요.

3
분

실천
다짐

ㆍ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 앞으로 물건을 살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
질 것인지, 나의 실천을 다짐해 봅시다.

2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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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을 내는 것에도 규칙이 있어요 차
시 7/8주제 가치 준 법

영역 돈 내기
활용 동화 빵집 사장이 달라졌어요.(정은미, 2009). 한국몬테소리.

목표
ㆍ 공공요금과 세금이 무엇인지 안다.
ㆍ 공공요금과 세금의 쓰임을 중요하게 여긴다. 
ㆍ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공요금과 세금을 지불하는 구체적  
  인 방법을 배운다.

내용요소 공공요금과 세금/돈 내는 규칙(정확한 액수와 날짜 지키기)

단계 학습
과정 활동내용 시

간

자료
(◎) 및 
유의점
(※)

도입
학습
동기
유발

ㆍ 사진보고 관심 갖기
- 각종 요금/세금 고지서, 영수증 및 교통카드 
등을 보여주고,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소개해 
주기 

3
분

◎ 각종 
공공
요금/
세금 

고지서, 
영수증 

및 
교통
카드 
등의 
사진 
준비
(PPT 
준비)

※ 
손들고 
질서
있게 
답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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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인
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 자동차 납세 고지서/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교통카드/영수증(부가세 포함)

전개 상황
이입

ㆍ 동화 이야기 해주기
- PPT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화 내용 이야    
  기해 주기
해석: 어느 동네에 빵집이 있었는데, 늘 손님들로 

붐볐어요. 빵집 사장은 장사가 잘 돼서 싱글벙글 

기분이 좋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사장에게 

우편집배원이 세금을 내라는 편지를 전해 주었어

요. 빵집 사장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세금

을 많이 내야 했어요.

빵집 사장: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라는 거야? 

많이 버니까 많이 내라고?

해설: 빵집 사장은 혼잣말로 투덜거렸어요. 그리

고는 집에 돌아와서 일치감치 잠자리에 들었어

요. 

빵집 사장: 아, 세금 안 내는 나라는 없나? 그런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해설: 빵집 사장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쿨

쿨 깊은 잠에 빠지고... 꿈속에서 세금이 없는 나

라로 가게 되었어요. 

빵집 사장: 정말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세상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있다니...여기서 빵집을 

하면 금방 부자가 되겠군... 

해설: 빵집 사장은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런

데...갑자기 문제가 찾아 왔어요. 세금을 안내니 

전기가 안 들어 와서 오븐 가동을 못하고, 물이 

없어 설거지도 못하고... 빵집 사장은 기가 막혔

어요. 설거지를 못하니, 파리 떼가 귀찮게 달려들

고 모기들까지 달려들었어요.

빵집 사장: 이 파리들은 또 뭐야?....앗, 따가워! 

아니, 이 나라는 소독도 안하고 뭐하는 거야? 에

이, 약국에서 파리약과 모기향부터 사 와야겠

네,,,

3
분

◎ 
녹음된 
동화
PPT 
화면 
준비

※ 
생생한 
표현과 
명확한 
발음
으로 

녹음된 
동화 
들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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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빵집 사장은 약국을 찾으러 나갔어요. 약국

에 가려면 냇가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도 없고, 

도로도 엉망이었어요.

빵집 사장: 이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으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해설: 빵집 사장은 투덜투덜 화를 내며 빵집으로 

돌아왔어요.

빵집 사장: 도둑이야! 누가 경찰서에 신고 좀 해 

주세요!

해설: 세금을 안 내는 나라에는 도둑이 들어와도 

경찰서가 없어서 도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빵집 사장: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우리나라로 

돌아갈래! 

해설: 세금이 없는 나라에서는 빵도 구울 수가 

없고, 설거지도 할 수가 없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빵집 사장: (어이 없는 목소리로) 아, 이래서 세

금을 내야 하는구나...

해설: 빵집 사장은 잠이 들었다가 자명종 소리에 

눈을 번쩍 떴어요. 

빵집 사장: 휴, 꿈이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해설: 빵집 사장은 마음이 놓여 한숨을 내 쉬었

어요. 

문제
인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준법의 가치문제 인식  
  하기 
 
Q1. 빵집 사장은 장사가 잘 되었는데도 무엇
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빵집 사장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
았어요.)

Q2. 빵집 사장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어 했
나요?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8
분

※ 
동화 
내용

정리 및 
가치

인식을 
위해 

적절한 
질문 
사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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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꿈에서 빵집 사장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물을 사용하지 못해 설거지도 못하고, 전기 
사용을 못해 오븐 가동을 못했어요/경찰서가 
없어서 도둑들이 물건을 훔쳐갔어요/도로의 질
서가 엉망이 되었어요)

Q4. 꿈에서 깬 빵집 사장의 행동은 어떻게 변
화되었을지 상상해 보아요.
(세금을 내야 전기를 사용해서 오븐으로 빵도 
구울 수가 있고, 수돗물로 설거지도 할 수 있
고, 도둑이 들어 올 염려도 없이 안전하고 편
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빵
집 사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고 살았을 
거예요)

Q5.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
분에게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질문을 잘 들어
보세요. 
-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는 돈
을 지불하고 사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물건
을 사고 난 뒤에 받는 영수증을 본 적이 있나
요? 
(아니오/네: 세금에 대해 설명해 줌/직접세와 
간접세/자동차세, 소득세, 부가세 등이 있음)

: 물건을 살 때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나 아이스크
림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금은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돈이에요.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
데, 직접세는 내야 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같고, 소득을 얻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
접 세금을 내지요. 

◎ 
관련
내용
PPT 
화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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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세는 내야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달
라요.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 그러면, 여러분. 버스를 탈 때에도 돈을 내
야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도 사용하고 나
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오/네)
: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물이나 전기
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요금을 내야 한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설명을 해줌/공공요금에는 
교통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자동차 통행요
금 등이 있음)

  공공요금은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공재 상품과 공공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요금을 의미해요. 공공요금의 종류에
는 대중교통(지하철/버스요금 등)요금, 도로통
행료, 우편료, 통신료, 상·하수도 요금 등이 
있답니다.

- 그런데, 여러분. 버스 요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버스기
사 아저씨께 혼나요/버스 요금을 안 내고 버스
에 타면 나쁜 아이에요/버스가 다닐 수 없어요 
등)

- 또, 우리 집에서 내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
을까요? (자동차세/근로소득세/재산세 등이 있
어요)

- 네.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을 내
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수도 할 수 없고, 밤에 어두워서 생활을 할 

◎ 
관련
내용
PPT 
화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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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을 거예요/에어컨이나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 네. 맞아요.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라를 안전, 안보, 재난 등에서 지킬 수 없
어요(경찰/군인/소방관 등 필요)/어려운 사람
들이 더 어렵게 살게 되요(사회복지)/밤에 가
로등의 불일 밝힐 수 없어요(공공재 사용) 등)

- 네. 여러분.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야기 속의 빵집사장처럼 세금을 많이 내야 하
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문제
해결안 
모색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준법의 가치문제 해결  
  안 모색하기

Q6. 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 본 것을 
이야기 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야기 속의 빵집 사장처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
기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이유
를 잘 이야기 해 주세요. 먼저 이야기 하고 싶
은 친구 손들어 주세요.
(정해진 날짜까지 내야할 세금의 액수만큼 모
두 잘 낼 것 같아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전
기나 물도 쓸 수 없고, 장사도 안전하게 할 수 
없고,  많은 것이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이야기 해 
보세요.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잘 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잘 안낼 것 같아요; 돈이 많
아야 세금 내는 데에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
아요)

5
분

※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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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생각했군요. 또 다른 생각이 있
는 친구 있으면 말해 주세요.
(이 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본다)

ㆍ 개인재무관리와 관련된 준법의 가치 인식  
  시키기
-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준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
요? (아니요/네)
- 네. 설명해 드릴게요. 한 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률’이라
는 것이 있어요. 법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있는 법률들을 고치거나 새롭게 만든답
니다. 
  그리고 나라의 공공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
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에 바탕을 두고 ‘규칙’이라는 것을 만든답니
다. ‘준법’이라는 말의 뜻은 이와 같은 법률이
나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는 것을 의미해
요. 
  그런데, 여러분. 돈과 관련하여서도 ‘준법의 
가치를 따른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은 법률과 규칙에 따라 정해진 각종 세
금이나 공공요금을 정확한 액수의 돈으로 정
해진 방법에 맞게 잘 내는 것을 의미해요.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준법의 가치문제 해결  
  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Q7.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
기 나눈 내용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선택하고 손들어 주세요.
- 먼저 ‘정해진 날짜까지 내야할 세금의 액수

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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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모두 잘 낸다’에 손들어 주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많이 벌면 세금
을 잘 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잘 안낸
다’에 손들어 주세요.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에 손들어 
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자신이 가
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물어본다) 
 
-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이 나 
혼자만 좋은 것인지 여러 사람에게도 좋은 것
인지 잘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한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 해 줄 사
람은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손을 들어볼까
요?
(앞에서 나온 의견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해 
주고 최선안을 선택하게 한다)
- 네. 여러분~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이
야기 속의 빵집 사장처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선택했어요.
(개인재무관리 관련 준법의 가치를 선택)
ㆍ교통요금과 세금 지불 역할놀이
: 역할놀이를 해보는 이유 설명해 주기 

-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공공요금과 세금
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잘 알 수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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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게 될 요금과 세금 
지불 역할놀이를 통해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
라서 교통요금과 세금을 내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역할놀이를 통해서 돈을 내
는 것과 관련하여 준법의 가치를 기를 수 있
는데,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으
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시민의식을 형성해 
갈 수 있답니다.
- 교통요금과 세금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 보
고, 지불해 보기
: 버스기사와 탑승객/은행원과 고객 역할 선정
하여 역할놀이 하기 
(여러분들~우리 모두 함께 역할 놀이를 해 봅
시다.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버스기사와 탑승
객. 은행원과 고객이 되어 보아요. 정해진 대
본에 따라 역할을 담당해 봅시다.)

◎ 
장난감 
화폐

(지폐, 
동전, 
가상 
세금 

고지서)
책상,
요금 
박스, 
코스별 
대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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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과 세금 지불 역할놀이 대본
버스기사: 빵빵~버스가 달립니다~ 요금을 
내고 타세요~ 어린이 요금은 800원입니다.
어린이 탑승객: 네~여기 요금 냈어요~
은행원: 안녕하세요? 고객님. ○○ 요금을 
내러 오셨군요. ○○ 요금/세금은 (2만원/1
만 5천원/4만원/5만원 등)입니다~
고객: 네~ 여기 있습니다~

※ 
질서 
있게 
코스
별로 

줄서기

정리

가치 
내면화
하기

ㆍ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자세 갖  
  기- 역할놀이 활동 소감 나누기
: 역할놀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버스요금 내는 거랑 은행에 세금 내는 놀이를 
실제로 해보니까 재미나요/앞으로 버스 탈 때, 
버스요금을 혼자 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엄
마가 은행에 가실 때 자주 따라 갔었어요. 그
런데 엄마가 은행에 가실 때마다 집에 있는 
어떤 종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셨는데, 이
제 그게 세금고지서라는 걸 알았어요. 은행에 
세금을 내러 가신 거였어요 등)

- 세금과 공공요금을 정해진 규칙에 맞게 잘 
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지 마음속에 그려보
세요.

3
분

※ 
정확한 
가치
개념 
구분 
및  

인식 
확인

실천
다짐

ㆍ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 돈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 준법의 가치를 생
활 속에서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지 다짐해 
봅시다.

2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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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한 부자가 될 거예요 차
시 8/8주제 가치 나 눔

영역 돈 나누기
활용 동화 소금 나오는 맷돌 (전래 동화)

목표
ㆍ 나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ㆍ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갖는다.
ㆍ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의 일부를 쓰거나 봉사를 실천한   
  다.

내용요소
다른 사람(가족, 친척, 친구 등)을 위한 소비/착한부자/행복
한 부자/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자선/사회 개선을 위한 
기부 등

단계 학습
과정 활동내용 시

간

자료
(◎) 및 
유의점
(※)

도입
학습
동기
유발

ㆍ 나눔의 경험 이야기하기

-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용돈의 일부나 봉사와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있으면 손을 들고 경험을 한 
번 말해보세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 때 느꼈던 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3
분

◎ 
손을 든 
아동중, 
1~2명

의
이야기

를 
간단히 
들어봄. 
(아무도 
없으면 
교육자

의 
경험을 
짧게 

이야기 
해 줌)

전개 상황이
입

ㆍ 동화 이야기 해주기
- PPT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화 내용 이야    
   기해 주기

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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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한 사람

이 살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농부가 저녁을 지

어 먹으려고 보니, 밥 지을 양식이 모두 떨어졌어

요. 그래서 농부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동네에 사

는 형님에게 찾아가서 먹을 양식을 얻어 가지고 

와야 했어요. 

농부: 아이고~추워라...날도 추운데 먹을 양식까

지 떨어졌네...형님네 가서 좁쌀이라도 한 바가지

라도 얻어 와야겠다...

해설: 농부는 형님 댁에서 얻어 온 좁쌀 한 바가

지를 들고서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잣집 앞

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 한 사람이 

등에 맷돌을 짊어지고 담 밑에 기운 없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농부: 아니... 날씨도 추운데 담 밑에 왠 할아버지

가 쓰러져 있네?

해설: 노인은 소문난 구두쇠이자 심술쟁이인 부잣

집 주인에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하였다가 쫓

겨난 것이었어요. 

농부: 여보세요~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

렇게 누워 계시면 안돼요! 정말 큰 일 나세요.

해설: 농부가 노인을 깨워 보려고 계속 흔들어 보

았지만 노인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농부: 안 되겠다. 할아버지를 집에 업고 가서 깨

어나실 때까지 보살펴야겠네...

해설: 농사꾼은 노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눕혀 놓고, 노인의 얼어 있는 몸이 녹도록 

보살폈어요. 그리고 얻어 온 좁쌀 한 바가지로 죽

을 쑤어 노인에게 먹이고 정성 들여 지극히 간호

를 했답니다.

농부: 할아버지~ 이 죽 좀 드시고 얼른 나으세

요~

해설: 농부가 쑤어 준 죽을 먹고 기운이 회복된 

노인은 기운이 돌아와 스르르 깨어났어요. 

◎ 
녹음된 
동화
PPT 
화면 
준비

※ 
생생한 
표현과 
명확한 
발음
으로 

녹음된 
동화 
들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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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두리번거리면서) 어? 여기가 어디지? 내 

맷돌은 어디로 갔지?... 여보시오. 젊은 양반. 내

가 등에 지고 있던 맷돌을 혹시 못 보았소?

농부: 아~ 할아버지. 염려마세요. 그 맷돌은 바로 

저기 병풍 옆에 잘 놓아두었답니다. 

해설: 그 다음날, 몸이 회복된 노인은 농부에게 

맷돌을 선물로 주고 집을 떠났어요. 

노인: 여보시오. 젊은 양반. 내가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여기 이 맷돌을 가지시오. 이렇게 

보살펴 주어서 정말 고맙소...

농부: 네? 맷돌이요? 아...네. 감사합니다. 할아버

지. 그런데, 꼭 몸 조심하셔야 해요~

해설: 그렇게 노인은 농부의 집을 떠나고, 농부의 

집안에는 여전히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농부는 

노인이 두고 간 빈 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

어요.

농부: 아이고, 이 맷돌에서 하얀 쌀이나 펑펑 쏟

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해설: 농부가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맷돌에서 농

부가 말대로 하얀 쌀이 술술 나오는 거에요! 

농부: (깜짝 놀라서) 아니? 맷돌에서 쌀이 펑펑 

쏟아져 나오네?

해설: 농부가 맷돌을 자꾸 돌릴 때마다 쌀이 자꾸 

자꾸 나오고, 어느새 쌀은 두 가마니, 세 가마니

가 되고, 점점 더 많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농부: 아니! 지난번 돌보아 준 할아버지가 요술 

맷돌을 주고 갔네?

해설: 그 다음부터는 농부가 원하는 물건을 말하

면서 맷돌을 돌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맷돌에서 

다 쏟나져 나왔어요. 

문제
인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나눔의 가치문제 인식  
  하기 
Q1. 날도 춥고 먹을 양식까지 떨어져 형님 댁
에서 좁쌀 한 바가지를 얻어 온 농부는 남의 

6
분

※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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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 밑에 쓰러져 누워 있는 노인을 집에 데
려와 어떻게 했나요?
(얻어 온 좁쌀 한 바가지로 죽을 쑤어 노인에
게 먹인 뒤, 정성 들여 노인을 지극히 간호했
어요)

Q2. 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
를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노인을 도와 준 농부의 마음씨가 너무 착해요
/선물로 받은 요술 맷돌을 가지고 원하는 물건
을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된 농부가 행복해 
보여요/나도 그 맷돌을 갖고 싶어요 등)

Q3. 나중에 농부는 이야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나오는 요술 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을
까요? 생각해 보고 말해 보세요.
(형제자매와 친척을 도와주었을 것 같아요/가
난한 이웃에게 베풀며 살았을 것 같아요 등)

Q4.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잣집 
주인의 마음처럼,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
이 생길까요?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
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요/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계속 힘들게 살
아갈 수밖에 없어요/우리 사회에 사랑과 따뜻
한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요)

- 네. 잘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야기
속의 노인처럼, 우리 주변이나 우리가 살고 있
는 세상에는 곤란에 처하거나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
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유지하

내용
정리 및 

가치
문제 

인식을 
위해 

적절한 
질문 
사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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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호하는 일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
는 특별한 일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
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생각해 보
세요.

문제
해결안
모색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나눔의 가치문제 해결  
  안 모색하기
Q5. 네. 여러분. 우리 주변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곤란에 처하거나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
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생
각해 본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
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 주세요. 먼
저 이야기 해 볼 친구 손들어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내 힘으로 도와주기에는 아
직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잘 모
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돈이 많아
야 할 텐데,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등)

- 네. 잘 들었어요.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
는 친구 있어요?
(저는 돈이 없지만 시간과 노력으로 봉사활동
을 하거나, 재능기부 같은 것을 해서 도움을 
줄 거예요/편지를 써서 보내요 등; 돈은 아니
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등)

- 그런 방법이 있군요.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알게 되었죠? 

6
분

※ 
두 가지 
이상의 
답변이 
나오
도록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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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나 오빠, 형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을 봤
어요/이야기 들어 봤어요/봉사활동을 가 본 적
이 있어요/예전에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등)

-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
을 알고 있는 사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은 당장 돈이 없지만, 나중에 도움이 필
요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돈을 모아요; 꾸준
히 돈을 모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돈으로 불어나요 등)

- 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 
주세요.
(이 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본다)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나눔의 가치 인식시키
기
- 네. 잘 이야기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돈과 관련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돼지저금통에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예요/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등)

- 네. 여러분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돈과 관
련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베푸는 마음
을 가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돈의 일
부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돈을 나누는 것에는 
나 자신 말고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그들에게 필요
한 것들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도
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선을 하거나 사회 개

◎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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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위해 기부하는 것 등이 해당 되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으로 도움을 줄 수 없더
라도,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 
봉사를 하거나 편지를 써도 나눔의 가치를 실
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돈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 돈을 꾸준히 모으는 
것도 나눔의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
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더라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나눔의 가치를 잘 실천하는 사
람이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진정으로 행
복한 부자, 착한 부자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복
한 부자, 착한 부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 곤란
에 처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전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더 좋아
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답니다.

사랑 
및 

아름
다운 

환경의 
모습이 
담긴 
사진
(PPT 
준비)

가치
판단 
및 

최선안
선택

ㆍ 개인재무관리 관련 나눔의 가치문제 해결  
  을 위한 가치판단 및 최선안 선택
Q6.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 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두 조용하게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
하는 내용에 손을 들어 보세요.

-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
요한 일이 있어도 아직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돈이 없지만 시간과 
노력으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재능기부 같은 
것을 해서 도움을 준다’에 손들어 보세요.
- 네. 그럼 이번에는 ‘지금은 당장 돈이 없지

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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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
해 돈을 모은다’에 손들어 보세요. 

- 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 말해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자신이 가
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물어본다) 

-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이 나 
혼자만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
인지 잘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한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손을 들어볼까
요?(앞에서 나온 의견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해 주고 최선안을 선택하게 한다)

- 네. 여러분~우리 친구들은 돈이 많이 없어
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를 하
거나, ○○○○○○를 해서 나눔의 가치를 실
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
에게 베푸는 것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서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
다면, 정말 보람되겠지요?

    
   활  동

ㆍ 다음 동영상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기아 및 소아 질병이 있는 아동 등에 대한 영
상 준비)에 대한 영상이에요. 조용하게 함께 
시청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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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부 저금통 꾸미기, 저금통 소개하기

  나의 도움이 어떤 곳에 필요할 지 생각해 
보고, 기부 저금통을 만들어 봅시다. 저금통을 
완성한 뒤, 자기가 만든 저금통에 대해 발표해 
보아요.

빈곤과 기아문제

https://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
_20171022_00053

10
분

◎ 
영상
준비

 ※ 
진지한 
 분위기 

형성

◎ 
저금통 
꾸미기 
재료 
준비

 (나무 
저금통,
 색깔   

싸인펜, 
색연필 

등)

※ 
작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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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치 
내면화
하기

ㆍ 선택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자세 갖  
  기
- 여러분이 나눔의 가치를 잘 실천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기 위해, 내가 베풀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노력봉사나, 나의 작은 도움
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 노력봉사, 작은 돈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  
  소개해 주기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
https://www.google.com/search?q=1365+%
EB%B4%89%EC%82%AC&oq=1365&aqs=c
hrome.1.69i57j0l7.2349j0j8&sourceid=chrom
e&ie=UTF-8
유니세프 어린이 후원
https://www.unicef.or.kr/join/campaign_list.
asp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
https://support.childfund.or.kr/regularSpon/r
egular.do?utm_source=google&utm_medium
=cpc&utm_term=%EC%B4%88%EB%A1%9D
%EC%9A%B0%EC%82%B0%EC%96%B4%
EB%A6%B0%EC%9D%B4%EC%9E%AC%E
B%8B%A8&utm_campaign=%EC%A3%BC%
EC%9A%94%ED%82%A4%EC%9B%8C%EB
%93%9C_PC&gclid=EAIaIQobChMI04uGhJns
5wIVyWkqCh3xhwVnEAAYASAAEgKaWPD_B
wE
그린피스 코리아(환경보호 단체)
https://www.greenpeace.org/korea/

3
분

◎ 
PPT 
자료
화면 
준비

ㆍ 나의 실천 다짐 나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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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다짐

: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나눔’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다짐해 봅시다.

2
분

발표후
박수

및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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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전문가 프로그램 평가지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평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의 타당도와 적절성을 검증
받고자 하는 전문가 평가입니다. 이에, 교육내용이 얼마나 잘 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선생님의 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자료는 가정을 포함한 학교 내외의 교육 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를 길러주고, 개인
재무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가치를 함양시켜 주기 위한 금융교육의 기초 마련
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선생님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응답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가
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응답해 주신 선생님
의 의견은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응답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강남주
[지도교수 손상희]

E-mail: namjookang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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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
고자 합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참고하시고 설문에 응
답해 주십시오.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교육
목적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를 길러주
고, 개인재무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시켜 주는 것

교육
목표

1
ㆍ 돈을 버는 적합한 방법을 이해한다.
ㆍ 부지런한 근로태도를 갖는다.
ㆍ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한다.

2
ㆍ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음을 이해한다.
ㆍ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자신이 가진 돈에 만족한다.
ㆍ 돈을 받을 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3
ㆍ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ㆍ 남의 돈도 소중하게 여긴다. 
ㆍ 돈을 빌릴 때 신중하게 생각한다.

4
ㆍ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
ㆍ 현재에 고정된 돈 사용에 대한 사고를 수정한다.
ㆍ 저축을 실천한다.

5
ㆍ 돈 문제에 대한 거짓말을 경계한다.
ㆍ 솔직한 마음자세를 갖는다.
ㆍ 솔직한 마음으로 돈을 사용한다.

6
ㆍ 당장 소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난다.
ㆍ 소비욕구를 조절한다. 
ㆍ 생활 속에서 소비절제를 실천한다.

7
ㆍ 세금과 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식을 이해한다.
ㆍ 세금과 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ㆍ 돈 내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8
ㆍ 나를 넘어서는 인식을 갖는다.
ㆍ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는다.
ㆍ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돈의 일부를 쓰거나 봉사를 실천한   
  다.

성실 돈을 버는 적합한 방법/땀과 노력의 대가/돈을 벌기 위해 내
가 할 수 있는 일 등

감사 돈을 번 수고에 대한 감사/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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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생각하기/소유한 돈에 대한 만족/돈 받을 때 감사한 마음 표
현하기 등

책임 외상 경계/책임감 있게 돈 갚기 및 돈 빌려주기 등
계획성 현명한 돈 사용 계획(미래대비 예산 세우기, 저축 목표 세우

기, 우선순위 비교)/꾸준한 저축 습관 등
정직 돈 사용에 대한 거짓말/정직의 결과 등
절제 모방소비/충동소비/소비욕구 조절/소비절제/절약과 낭비 등
준법 공공요금과 세금(수도세, 전기세 등)/돈 내는 규칙(정확한 액

수와 날짜 지키기) 등
나눔 타인(가족, 친척, 친구 등)을 위한 소비/착한부자/행복한 부

자/타인을 위한 자선/사회 개선을 위한 기부 등

교육
방법

학습
과정

문제인식하기 → 가치판단 → 최선안 선택 → 행동하기 
→ 가치 내면화하기

학습
활동
자료

스토리텔링 관련 및 문제 상황이 내포된 그림 자료, 동영상, 
활동지 등

교육
평가

학부모 학습 후 효과에 대한 정성평가(반구조화 된 질문지 제공)
학생 사전ㆍ사후 효과평가 검사지 활용 정량 평가(가치기반 금융

교육 프로그램 교육효과평가 검사 문항; <부록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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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번
호 구체적 기준

척 도
매우
부

적절
하다

부
적절
하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1.
교육목적 1

본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
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1 2 3 4

2.
기대하는 
학습자 
성과

(교육목표)

2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
가 해당 개인재무관련 관련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가?

1 2 3 4

3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
가 해당 개인재무관련 관련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가?

1 2 3 4

4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
가 해당 개인재무관련 관련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1 2 3 4

3.
내용요소

5
본 프로그램의 학습자인 초
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수준
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는가?

1 2 3 4

6
본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
자 하는 가치기반 아동금융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요
소를 다루고 있는가?

1 2 3 4

7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및 상황에 대한 
질문은 본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에 적절한가?

1 2 3 4

4.
학습자의 
요구 및 

관심
8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
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초
등학교 저학년 아동기 학습
자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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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
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초
등학교 저학년 아동기 학습
자의 관심사가 반영된 내용
인가?

1 2 3 4

5.
교육방법

10

본 프로그램의 학습과정은 
개인재무관리 관련 가치를 
함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
도록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되고 있는가?

1 2 3 4

11
학습자가 학습 주체로서 능
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가?

1 2 3 4

6.
현장적용 
가능성

12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
로그램 시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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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항목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써 주십시오.
[학습목적]

[기대하는 학습자 성과]

[내용요소]

[학습자의 요구 및 관심]

[교육방법]

[현장적용 가능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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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써 주십시오.
차시 주제 의견

1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아요
(돈 벌기-성실)

2 소중하고 감사해요
(돈 벌기-감사)

3 남의 돈도 소중해요
(돈 빌리기-책임)

4
미리미리 준비해요

(돈 불리기 및 
돈 지키기-계획성)

5 정직하게 말해요
(돈 쓰기-정직)

6 참을 수 있어요
(돈 쓰기-절제)

7
돈을 내는 것에도 

규칙이 있어요
(돈 내기-준법)

8
행복한 부자가 

될 거예요
(돈 나누기-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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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써 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이오니, 질문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력 (     )년
최종학력 (     ) (수료, 졸업) 
현 근무지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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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and Evaluation of Effect 

: Focusing on the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Kang, Nam Jo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inancial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based on the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that affects proper values of money for children 

and the formation of their desirable financial behaviors, to apply 

the program to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 and to verify 

whether the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personal finance-related values. 

  After the eight values of each area of children's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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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are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 studies 

and the verification of contents appropriateness on parents, a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consisting of 

eight sessions is developed based on six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areas. This study follows 'quasi-experimental 

design-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For the 

implementation of a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27 children between first grade and third grade are 

sampled from one private library in Seoul and three private 

libraries in Incheon, and the developed program was implemented 

from August 10th to November 20th.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he implement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pre-post tests were done. Among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the results of 

15 children with their analysis data properly collected were used 

for the experiment group's analysis data, and the results of 15 

children that are in similar grades with the experiment group 

residing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 areas were adopted as 

the analysis data of the control group. For the 30 children, the 

education effects were statically compared and evaluated through 

the covariate analysis(ANCOVA) with the use of the SPSS 25.0 

Windows program. Besides, the qualitative evaluation was done 

for parents of children of the experiment group. As the effects 

the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has on 

each area of children's personal finance are researched, the 

educational meanings of the program are ident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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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 studies and the 

verification of contents appropriateness on parents for the 

composition of the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the final eight values of each area of children's 

personal finance are selected; faithfulness and gratitude in the 

money earning area, responsibility in the borrowing money area, 

planning in the money-saving & keeping areas, honesty and 

moderation in the money spending area, law-abiding in the 

money paying area, and sharing in the money sharing area. 

  Second, based on the selected eight values of each area, the 

content system of eight sessions, and goals of cognition, 

affective and psychomotor levels are set. After the value inquiry 

learning process and the storytelling education method are 

applied, education contents and activities are selected, and a 

total of eight sessions of the program are developed. As a 

result, eight sessions of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are completed with the contents of 

faithfulness and gratitude in the money earning area, 

responsibility in the borrowing money area, planning in the 

money-saving & keeping areas, honesty and moderation in the 

money spending area, law-abiding in the money paying area, and 

sharing in the money sharing area. 

  Third, in the results of the effects of the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the value attitudes of the 

experiment group children a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ight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so this program is 

identified to affect all the eight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Also, the children of the experiment group show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values of cognition, affec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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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motor levels compared to the children of the control 

group, so this program is identified to affect personal finance 

value improvement of each area of cognition, affective and 

psychomotor levels. 

  Fourth,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show that in 

the cognition level, the children of the experiment group show 

the accomplishments of educational goals to improve values of 

faithfulness and gratitude in the money earning area, planning in 

the money-saving & keeping areas, and moderation in the 

money spending area, along with partial accomplishment in 

law-abiding in the money paying area and recognition of 

necessary methods to form the value of responsibility in the 

money borrowing area. Regarding the affective level, the children 

of the experiment group show accomplishment of education goals 

established to improve the value of responsibility in the money 

borrowing area, planning in the money-saving & keeping areas, 

moderation in the money spending area, and sharing in the 

money sharing area,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gratitude 

regarding the money earning area. Regarding the psychomotor 

level, the children of the experiment group show 

accomplishments of educational goals to improve the value of 

gratitude in the money earning area, moderation in the money 

spending area, planning in the money-saving & keeping areas 

and sharing in the money sharing area, along with positive 

behaviors related to the money-saving & keeping areas and the 

money earning area. They show increased interest in books 

about economy and finance and reading practice behaviors.  

Therefore, this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formation of values of each personal finance area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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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on, affective and psychomotor levels. 

  The conclusion acquired from the abov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of the experiment group had no experience 

in finance or economy education before they contacted this 

program, but after they received this program, they showed 

positive educational effects in the eight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These effects can be considered as results that 

show new possibilities regarding financial education that covers 

contents that should be done during the early childhood period. 

This indicates that through the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the tendency on the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can change not only the emotional aspect but 

also the behavioral aspect including knowledge. 

  Second, in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on parents, 

there are various positive changes in the cognition, affective and 

psychomotor levels regarding the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This supports and verifies the results that the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of the experiment group children 

are improved in the cognition, affective and psychomotor levels, 

which indicates that the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plays a useful role in developing positive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from the comprehensive 

aspects of cognition, affective and psychomotor levels. 

  Third, parents consider various storytelling contents of each 

session, fun story materials, and interesting activities as factors 

that could promote children's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These factors were proved to be effectiv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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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levels of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 which 

is the specific operation period, which indicates that in financial 

education aiming to promote the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the effects of education can be expected when education 

contents are organized according to learners learning 

development levels. 

  Fourth, parents of the participating children are satisfied with 

the positive changes in personal finance after the education, and 

they expect continuous educational effects. They also want their 

children to receive continuous financial educa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at children experience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mentioned in 

precedent studies, the financial education that not only improves 

personal habits but also forms the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needed for children from the level of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 escaping from egocentrism 

should be implemented constantly from early childhood. To 

maximize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and encourage 

education, children must receive continuous financial education 

while they grow up. 

  Fifth, the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helps children to form a faithful attitude about earning money, to 

appreciate the efforts of earning money, to have a responsible 

credit attitude about borrowing money, to cultivate a saving 

attitude with a plan about saving and keeping money, to have 

honest and moderate consumption attitude about spending money, 

to form law-abiding civic awareness about paying money and to 

cultivate community spirit to share the value of sharing with 

others about sharing money. Therefore, if this program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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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educational advantages is spread to various financial 

education fields around homes and schools, there can be financial 

education culture that forms correct values about money and 

desirable finance behaviors from childhood can be established. 

Besides, this program is expected to help the education of 

humanism in that it covers contents about values that should be 

cultivated during childhood. 

 

  Based on the conclusion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e 

utilization plan of this study and a follow-up study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home education 

materials by parents, the practical course and afterschool 

program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in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of each local government, afterschool 

and vacation programs of local children's welfare centers, the 

year-round education program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n the country, children program of regional lifelong learning 

centers, and cultural classes for children at local community 

centers. 

  Second, for children to develop personal finance-related values 

as members of family and society during the process of growth, 

variou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ut of households and 

schools, and many local centers of government level should 

cooperate and expand financial education cooperation systems, so 

that they can have more opportunities to contact financial 

education. That's because children who receiv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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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hat promotes thinking ability about personal financial 

value judgment and choice that can apply to actual life through 

mutual interaction with various educators in various education 

fields can develop balanced and positive value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based on empathy, participation, and civic 

awareness. 

  Third, it is necessary to spread the teaching plan or teaching 

material that contains the contents of this program for activation 

of the value-based children's financial education program. 

Specifically, there should be active internet communities that 

connect parents and educators in the local community education 

fields in or out of school. Through them, they can access 

financial education and related information more easily and can 

secure resources. Therefore, financial education should be done 

in various education fields. 

  Fourth, this study is for children from first to third grades, but 

in following studies should develop value-based financial 

education conten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younger children 

and higher grade students of the elementary school considered.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rehensive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that can connect each education content of 

each age group. 

  Fifth, even though the program focuses on value-based 

financial education, the contents needed for the understanding 

and performance of each area's knowledge concept in the 

financial education should be done through accurate information 

conveyance, and the education contents should be various 

situations of each area of personal finance that happen in the 

actual life of learner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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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iscover financial education content materials in the 

profound and extensive level by considering the necessity that 

corresponds to learners' various life fields and the stream of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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