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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금융환경은 복잡해졌으며, 소득의 불확실성은 커

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재무적인 준비의 필요성

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과 이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원

마련이라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재무의 중요

한 요소를 고려하는 체계적인 과정인 재무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

계의 꾸준한 실천, 즉 실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재무설계를 기반으로

재무설계 단계 중 실행단계에서 실제 재무관리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

인들의 재무관리행동을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

고자 한다.

기존의 재무설계상담이 주로 전문가 조언 방식이었다면, 개발하고자 하

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은 고객이 주체가 되어 재무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

이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재무설계안의 도출에 그치지 않고 재무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실행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재무관리행동 변화를 통해

재무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개발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라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수

행하였다. 실행연구는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연

구방법으로 계획, 수행, 발전 및 반성의 단계로 구성되며 이는 순환적인

특성을 보인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무코칭프

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해 재무코칭프로

그램의 단계를 설정한 후, 각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구들을 구

성하였다. 이와 함께 재무코치가 질문지를 포함한 운영지침을 확인하고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재무코칭활동지와 재무코칭의 내용을 요약하는

재무코칭 보고서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각종 양식과 운영지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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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는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되어 최종 재무코칭프로

그램(안)을 마련하였다. 전문가 검토에는 재무설계 전문가 3명, 코칭 전

문가 2명, 그리고 소비자학 전문가 2명이 참여하였다. 개발된 재무코칭프

로그램(안)을 적용하기 위해 재무설계 전문가인 연구자는 코칭 전문 자

격을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1909/002-021).

재무코칭프로그램(안)은 총 5명의 연구 참여자(이하: 고객)를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적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편의추출법

과 눈덩이식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확보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질성을 위해 30대의 근로소득을 가진 유자녀 기혼 가계를 대

상으로 하였다. 재무코칭은 총 5∼8 회로 진행하고, 회차당 간격은 1∼2

주일 정도가 되도록 진행하였으며 1회당 상담시간은 2시간 정도로 설계

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참여자를 대상으로 1단계를 마치고 난 후 두

번째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시 1단계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반복 수행하

여, 실행연구의 취지에 따라 발전되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우선 재무관리영역

별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관리행동 변화의 선행 요인들로 밝혀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 자기효능감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한

자기 보고식의 사전-사후 설문지 조사 결과자료를 토대로 대응표본 t-검

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재무관리 행동의 변화뿐 아니

라 Prochaska et al.(1994)의 범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단계별로 확인하였다. 즉 각 행동에 대하여 숙고전단계(할 생각

이 없다), 숙고단계(6개월 내에 할 예정이다), 준비단계(1개월 내에 할

예정이다), 행동단계(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단계(6개월 이상 하고 있다)

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객과의 면담자료 및 관찰기록 등의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로 효

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7단계의 재

무코칭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를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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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명하였다.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의 1단계는 고객과 만나 관계를 정

립하는 관계정립(Agreement)의 단계다. 재무코칭을 받는 이유를 바탕으

로 재무코칭의 목표를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고객과 라포

(rapport)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목표설정

(Goal)의 단계다.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세 가지 목

표가 언급되는데, 하나는 앞서 1단계에서 파악한 재무코칭의 목표이며

또 다른 목표로는 삶의 목표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재무적 자원을 의미하

는 재무목표가 있다. 2단계에서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목표

를 파악한다. 3단계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현황파악(Reality)의 단계이

다. 재무적 현황은 물론이고 고객의 내적 역량과 같은 비재무적 자원도

파악한다. 재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고객이 직접 수행하여

야 하며, 현황파악 중 재무교육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한 교육을 해 주는 것이 재무코치의 역할이다. 4단계는 대안모색(Option)

의 단계다. 재무목표와 현황과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고객이 스스로 찾아가며, 재무코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조력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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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실행확인(Will)의 단계다. 실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재무

코칭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바로 7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6단

계를 거치게 된다. 6단계는 시행착오(Try & Error)의 단계다. 5단계에서

실행의 어려움이 확인된 계획에 대하여 수정하는 단계이다. 7단계는 유

지(Hold)의 단계다. 5∼6 단계를 통해 변화된 행동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무코치가 돕는 단계이다.

한편 적용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재무관리행동의 변화에 효과적이었으

며, 또한 재무관리 행동변화를 위해 필요한 재무관리행동 정보, 재무관리

행동 동기, 재무관리행동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시켰다. Prochaska

의 TTM에 따라 단계적으로 파악한 재무관리행동의 변화에서, 재무코칭

프로그램은 준비단계에서 행동단계로의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은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계

되어 재무관리행동의 변화에 효과적이며, 재무관리 행동변화를 위해 필

요한 재무관리행동 정보, 재무관리행동 동기, 재무관리행동 기능을 종합

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

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재무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금융이해력과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것이다.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은 변화에 성공한 경험을 만들어주고, 재

무교육을 통해 재무관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어 재무코칭을 받은 이후

에도 지속적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재무교육의 수단 및 가계 지

원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코칭이 좀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무설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차원의 목표 관리가 필요하며, 가

계의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변화를 위해서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 재무관리행동의 변

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이 늘 순조롭게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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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미리 인지시키는 것만으로

도 재무관리행동 변화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코칭프

로그램을 통해 행동의 일시적 변화 뿐 아니라, 변화가 유지되는 것 까지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위한 재무설계상담의 구체적인 절차

나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고객이 중심이 되는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실행연구 방법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현장과의 간극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적절한 재무설계 지식과, 코칭 역량을 가진 재무

코치라면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칭질문 및 운영지침과 활동도

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받고, 재무설계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관련된 자

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들은 향후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재무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구의 기

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재무관리행동, 재무설계,

코칭, 재무코칭, 재무코칭프로그램, 지출관리, 재무코칭 목표, 재무목표

학번:2015-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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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개인의 재무적 자원은 제한적이므로 현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을 해야 한다.’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

기에 충분한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말아야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이를 실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충분한 저축은 얼마만큼을 의미하는지, 현재의 지

출에 대한 계획은 얼마나 자세하게 세워야 하는지, 불필요한 소비와 필

요한 소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느 것 하나 일반적인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서 환경의 변화는 올바른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

고 있다.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금융환경은 복잡해 졌으며, 소득의 불확

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재무적인 준비

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통제하

여 저축액을 늘리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절세전략을 마련하며, 은퇴

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일련의 재무관리는 개인의 재무적 만족과 객관적·

주관적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Titus, Fanslow & Hira,

1989; Baek & DeVaney, 2004; Joo & Grable, 2004; 윤정혜 등, 2001; 김

순미, 1993; 이상협, 1999;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5; 김효정, 2000; 정

운영·황덕순, 2002; 안창희·정순희, 2006).

재무관리를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어 측정한 연구에서는 계획보다는 그

행동을 수행하는 실천이 직접적으로 재무만족도와 재무적 건전성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8; 조동필·양세

정·배미경, 2007). 이에 가계와 개인은 재무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

고, 이를 위하여 행동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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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홍향숙·

이기춘, 1999; 정운영·황덕순, 2002; 최현자·김정현·김민정, 2008; 린쉬에·

조향숙·김시월, 2014; 김창이·황덕순, 2016; 이선우·김민정·최현자, 2018).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은 개인의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개인재무관리를 통한 재무적 복지 증진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반면,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재무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경로를 수립하는 행위가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손지연, 2017).

우리는 경험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는 것과 목표를 이룬다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안다. 비 은퇴자들의 대다수는 은퇴를 위한

저축을 늘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이선우 등, 2018).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급증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우리나

라 소비자의 저축성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손지연·박주영, 2016).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재무의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는 체계적

인 과정을 재무설계라고 한다(Gitman, Joehnk & Billingsley, 2011, 주소

현, 2009). 오종윤(2011)은 가계가 스스로 하는 재무설계와 재무설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재무설계를 구분하고자 후자의 경우

를 재무설계상담으로 명명하였으며, 가계가 스스로 하는 재무설계의 절

차와 재무설계상담 절차의 차이는 재무설계 전문가와 관계정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호주에서 소비자의 교육과 정보문제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서는 주기

적으로 재무설계상담의 품질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들의 2003

년과 2006년의 조사에 따르면 재무설계상담이 바람직한 재무적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재무설계사가 제시한 재무적 조언을 실천할만한 자신감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기존의 재무설계상담이 재무전

문가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고객에게 제시하는 전문가 조언(Advice) 방식

임을 전제한다.

최근 미국, 호주 등에서는 전문가 조언 방식의 재무설계상담 절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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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고자 하는 시도로 코칭을 재무설계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조혜진·김

민정·장연주·최현자·이지영, 2015; Knutsen & Cameron, 2012).

코칭이란 인간의 변화의지를 믿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질문과 경

청을 통해 변화를 조력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인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코칭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다.

CFPB에서 내린 재무코칭의 정의는 ‘숙련된 재무코치가 고객과 협업하여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CFPB 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재무코칭을 받은 사람들은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금관리 기술이 좋아지며, 저축은 증가하고 신용점

수와 부채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재무적인 자신감이 높아졌다.

조혜진 등(2015)은 가계재무설계 분야에 코칭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탐색하고, 그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재무설계의 6단계 프로세스와

코칭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현자·조혜진·김민정·이지영·장연

주·서우경(2015)은 효과적인 은퇴설계를 위하여 코칭기법의 체계적 대화

법을 적용한 은퇴코칭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은퇴설계의 실행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재무코칭을 접목한 재

무설계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재무관리행동 변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윤정혜 등(2001)은 소비자 재무설계상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상담 절차와 운영 방법, 효과에 대한 연구와 검증작업이 필

요하다 하였다. CFPB(2017)은 재무코칭이 사람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Joo & Grable(2004)은 재무관리행동을 이해하고 재무적 만

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 뿐 아니라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무코칭이나 재무설계

상담의 구체적인 절차나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재

무설계상담 현장에서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질적연구 또한 거

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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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재무설계 단계 중 실행단계에서 실제 재무관리행동을 촉진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개인들의 재무관리행동을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

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재무설계상담이 주로 전문가 조언 방식이었다면, 개발하고자 하

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은 고객이 주체가 되어 재무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

이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재무설계안의 도출에 그치지 않고 재무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실행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재무관리행동 변화를 통해

재무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무설계의 절차를 기반으로 한 재무코칭프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면

서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연구자의 성찰과 반성을 반영

하여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개발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고, 적

용 중 얻은 반성과 성찰을 다시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반영하는 실행

연구란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이 크다.

둘째, 재무코칭프로그램에는 운영지침과 질문지 및 활용도구 등이 포함

되어 있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재무코치라면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이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재무코치에게는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여주

고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자료 외에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할 것이다. 재무코칭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대

화는 모두 녹음되어 Colaizzi가 제안한 방법(김분한 등, 1999)을 사용하여

분석될 것이며, 재무코칭프로그램 적용 과정에 대한 기록, 연구자의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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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성의 기록 등의 자료가 수집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재무코칭프로

그램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무코칭 및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기

초를 제공하고, 개발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통해 가계의 재무관리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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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재무관리행동과 재무코칭 및 프로그램개발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

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 1 절에서는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

행동의 개념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행동변화 이론 및 재무관리행동의 영

향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평가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재무코칭의 개념과 재무코칭프로그램 현황을 살

펴보았다. 제 3 절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방법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실행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 1 절 재무설계와 재무관리행동

본 절에서는 재무설계와 재무관리행동의 개념을 살펴보고, 재무관리행

동이 어떻게 정의되었고, 측정됐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재무관리행동이

개인의 재무복지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과 일반적인 행동 변화에 관한 이

론 및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재무

관리행동의 변화를 촉진 시키는 방안 및 변화의 측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 재무설계와 재무설계상담

재무설계란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재무의 중요한 요소를 고

려하는 체계적인 과정(Gitman et al., 2011)이며,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이

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주소현, 2009)이다. Winger &

Frasca(2006)은 개인의 재무적 성공이란 제한된 재무 자원으로부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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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무적 성공은 소득수준과는 다르

다고 이야기한다. 재무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재무설계는 빨리 시작할수

록 좋고,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무설계를 위해서 개인은 재무

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세부 목표가 달성되면 기존의

행동계획을 계속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

하거나, 최초에 세운 재무적 목표가 달성할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

하는 과정을 거친다(Winger & Frasca, 2006).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

림 2-1>이다.

[그림 2-1] 재무설계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

출처: Winger, B. J. and R. R. Frasca(2006). "Personal finance: An integrated

planning approach",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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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1988)는 가정의 재무설계를 위한 체계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

는 가계정보 수집, 재무정보 요약, 가계의 철학과 기준 및 목표 파악, 세

부영역별 분석, 분석의 평가와 통합, 제안도출, 실행계획 공유, 계획의 수

행, 검토의 총 9단계로 구성된다. 7단계에서는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8단

계에서 이를 실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9단계에서 그 달성 여부를 측정하

여 평가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관리(management)란 계획의 모든 단계

를 연결하고, 의미 있게 하려고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가는 과정이라 하

였다. Edward(1988)는 가정에서의 재무관리는 가정의 재무웰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 해야 하며, 재무설계사가 고용된다면 가족의 구

성원과 같이 이를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오종윤(2011)은 가계가 스스로 하는 재무설계와 재무설계사와 같은 전

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재무설계를 구분하고자 후자의 경우를 재무

설계상담으로 명명하였으며, 가계가 스스로 하는 재무설계의 절차와 재

무설계상담 절차의 차이는 재무설계 전문가와 관계정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재무설계상담의 절차는 국제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가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무설계자문모

델(FPAM: Financial Planning Advisory Model), 또는 재무코칭상담모델

(FCAM:Financial Coaching Advice Model) 등이 있다. 한국FPSB(2017)

에서도 국제 FPSB의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에 따라 다음<표 2-1>과

같은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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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과정 단계별 업무수행 내용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1) 재무설계 및 재무설계사의 역량에 대한 정보제공

2) 고객 니즈의 충족 가능성에 관한 결정

3) 업무수행범위의 결정
2단계: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1) 고객의 재무목표 및 니즈, 우선순위 파악

2)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수집

3단계: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1) 고객 관련 정보의 분석

2)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 평가

4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1) 재무설계 대안의 파악 및 평가

2)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3) 재무설계 제안서의 제시
5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1) 실행책임에 대한 상호합의

2) 실행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선별 및 제시

6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1)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에 대한 조건 및 책임에 대

한 합의

2)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및 재평가

<표 2-1> 한국FPSB에서 제시하는 재무설계상담의 6단계 표준 절차

출처: 한국FPSB(2017) 요약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한국FPSB, 2017)를 따르는 경우 가계의 재

무설계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대안의 도출은 전문가에게 위임된

다. 그러나 5단계 실행은 가계가 위임할 수 없으며 최적의 재무설계안이

도출되었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5단계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가계가 제안

서를 실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산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지출 행태를 변경하는 등 재무관리행동이 변화

했다는 것이다.

최현자(2010)는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분야에서 이루어진 연

구들을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중 69.4%가 재무설계의

실행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하위 범주로 재무관리행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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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현자 외(2008)는 재무설계의 과정에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는 은퇴자

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여 재무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앞서 한국FPSB(2017)에서 지적하였듯

이 많은 가계가 재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 중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재무관리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2. 재무관리행동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재무관리행동의 개

념과 그 측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재무관리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

구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다양한 행동 변화 관련 이론들을 검토한 후 재

무관리행동 변화 관련 시사점을 주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재무

관리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을 정리하여 재무관리행동

의 선행 요인들을 밝혔다.

1) 재무관리행동의 개념과 측정

(1) 선행연구에서의 재무관리행동의 정의

국내 소비자학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본

결과,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참고해서 스스로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고, 기존의 정의들을 빌리기도 했다. 연구자가 스스로 내린

정의들을 모아보면 아래 <표 2-2>와 같다. 각각의 정의들은 손지연

(2017)이 재무관리행동을 재무관리의 하위 개념으로 보아 실천영역을 강

조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재무목표

와 자원관리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계획과 실행 그리고 평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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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하고 있다. 재무관리행동은 영어로 직역하면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이며, 행동의 사전적 정의는 ‘몸을 움직여 동작하

거나 어떤 일을 함.’ 또는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으로 찾아진다.

재무관리행동은 재무관리와 행동,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정의는 행동보다는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 홍향숙(1997)은 Edward(1988)의 정의를 인용하

여 재무관리를 가계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사용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고, 조동필 등(2007)은 재무관리를 따로 정의

하지는 않았지만, 측정함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혼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현·최현자(2011)은 재무관리행

동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재무관리역량의 결과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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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의 정의 주요단어 연구자

개인재무관리의 하위 내용영역에 대한 소비자

의 실행수준

소비자

실행수준
손지연 (2017)

개인이나 가계가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자원의 이용을 계획, 수행, 평가

하는 것

개인,가계,재무

목표,자원,계획,

수행,평가

이승남·김효정

(2016)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개인이나 가계가 가진 자원을 극대화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개인,가계

안정,성장

자원극대화

효율적관리

린쉬에 등(2014)

경제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

의 이용을 계획, 수행,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수준

유지,향상

재무목표,

자원의 이용

계획,수행,평가

김효정(2005)

전 생애에 걸친 재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의 관리, 소득과 자산

의 보호, 자산의 증대, 노후설계와 상속계획행

동

재무목표,

수입과 지출

소득과 자산

관리,보호,증대,

노후설계,

상속계획행동

정운영 ·황덕순

(2002)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생애에 걸친 과정.

즉 재무목표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

검,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

소득,자산

증대,보전

생활양식,

재무목표,

정보수집

계획개발,실행,

점검,평가

홍향숙·이기춘

(1999)

(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재무관리행동

Xiao(2008)는 재무관리행동과 같은 인간의 행동을 정의할 때 명확히

해야 하는 4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행동에 중심을 둘 것인지,

그 결과에 중심을 둘 것인지, 둘째는 단일 행동을 볼 것인지 한 영역의

행동들을 묶어서 행동양식을 볼 것인지, 셋째는 바람직한 행동, 즉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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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행동양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보고식으로 행동을 측정할 것인지 관찰로 측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명확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다. 위 기준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재무관리행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 자체를 의미한다.

저축액이 증가하는 것이나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이끄는 것이 반드시 행동은 아닐 수 있

다. 행동 외의 여러 요인들이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보다는 재무행동에 집중할 것이다.

둘째, 단일 행동보다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식료품을 사면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했다. 이 지

급 행동은 하나의 행동이다. 그러나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내적 판단의

신뢰성에 기반한 일관된 행동양식이다. 예를 들어 지출관리행동이라는

추상적 행위들은 여러 단일 행동의 집합체이다. 지출 증빙을 정리하고,

매달 지출을 기록하는 등 일련의 행동들을 묶어 이야기할 수 있다. 단일

행동만으로 그 행동이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인지 반드시 가려

내기 어려울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한 것이 단순한 습관인지, 원하는 목표

를 이루기 위한 행동양식의 일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단일 행동이 아닌 전반적인 개인의 행동양식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

다.

셋째, 바람직한 행동양식이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넷째,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면서 자기 보고식(주관적) 측정을 기본으

로 할 것이다. 개개인의 행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나, 다수를 대상으로 재무행동을 연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인 자기 보고식의 자료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Armitage &

Conner(2001)는 행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자기 보고식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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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보고식으로 행동을 측정하되, 연구대상에 대한 지속적 소통 및 객

관적 재무정보의 확인을 통해 그 신뢰성을 확보해 갈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의 재무관리행동은 개인이나 가계가 재

무적 자원의 이용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행동 양식으로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이며,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이란 개인의 재무목표

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재무관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재무설계와 그 개념이 유사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재무관리행동

은 재무설계의 단계 중 계획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를 의미한다.

(3)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 분류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2-3>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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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

분류기준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분류5 분류6
국내 재무설계사

시험과목
세금설계

투자설계

부동산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재무설계

재무관리행동

(김정현 ·최현자,

2011)

수입과 지출의

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목표 설졍,

재무상태 파악

등)
재무관리행동(손

지연, 2017)

가계수지

관리행동
신용관리행동

저축행동,

투자행동
위험관리행동

재무목표관리행

동
개인재무관리(최

현자, 2010)
소득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와 상속

재무관리행동(정

운 영 · 황 덕 순 ,

2002)

현금 및

지출관리,

세금관리

차용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
위험관리

은퇴 및

유산계획

재무관리

(조동필 등, 2007)

소득과 세금,

지출

부채 및

신용카드
저축과 투자 보험과 위험

소비자 재무설계

교육과정(성영애

등, 2006)

수입과

지출관리,

효율적 소비

자산증대전략
소득과 자산의

보호
노후설계

재무관리행동(홍

향숙·이기

춘, 1999)

소득관리,

지출관리,

세금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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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분류1은 수입과 지출관리로 명명할 수 있으며, 세금설

계의 경우 수입의 차감항목 또는 지출항목으로 보아 해당 항목에 포함시

켰다. 분류2의 경우 신용과 부채관리로 명명 할 수 있다. 부채는 신용대

출을 포괄하지만, 당장의 대출이 없더라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개인의

신용관리는 중요한 것이므로, 부채관리라는 용어보다는 신용과 부채관리

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분류3은 저축과 투자관리로 명명할 수 있다. 부

동산설계의 경우도 투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고, 자산의 증대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일 것이다. 분류4는 보험과 위험관리를 통

합하여 위험관리라는 이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의 경우 소득과 자

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위험관리 방안의 하나이므로 위험관리의 내용

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분류5는 은퇴, 노후, 상속 및 유산이라는

주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다른 분류들이 무엇인가를 관리 하는 행

동이라면, 분류5의 경우 은퇴를 설계하는 것으로, 은퇴설계의 목적이 적

절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로 보았을 때, 앞서 나오는 모든 관리

들이 잘 이루어져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이는

재무관리행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재무설계의 영역으로 분류6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분류6의 재무목표관리행동이나 재무설계가 특정 분야

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에 대한 분류라면, 분류5는 노

후의 준비에 한정되어 있고, 유언장의 준비나 상속에 대한 절세전략 등

일반적인 재무설계로 포함되기 어려운 특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은퇴설계라는 특정 영역으로 따고 분류하였다. 분류5는 은퇴설계관리로

명명하였다. 분류6은 일반적 재무설계관리로 명명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

하면 아래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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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 내용
수입과 지출관리 소득, 지출, 금전, 세금지출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 부채, 대출, 차입
저축과 투자관리 저축, 투자, 자산관리
위험관리 위험관리, 보험
은퇴설계관리 은퇴설계, 상속설계
재무설계관리 일반적인 재무설계, 재무목표

<표 2-4> 본 연구에서 규정한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

(4) 재무관리행동의 측정

Godwin & Carroll(1986)은 재무관리의 전 영역에 대한 관리행동을 18

문항으로 측정을 하였다. 그 중 5문항이 수입과 지출관리에 해당하는 것

으로, 지출의 기록과 예산관리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신용과 부채

관리 영역은 3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모두 채무정보와 납부기한 및 신

용카드를 기록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저축과 투자관리 영역

에서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지의 1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위험관리 영역

에서는 보험 관련 리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재무설계 관

련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적어둔 것이 있는지 각각 묻는 3문

항과 재무활동을 하는 물리적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부부간 재무목표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총 6문항이 있었다.

Fitzsimmons, Hira, Bauer & Hafstrom(1993)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재

무관리행동을 측정한 문항들을 분석하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이를 기록하고, 합리적 구

매를 하며, 지출내역을 기록 및 점검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을 의미 있

는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지도 신

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척도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신용과 부채관리나

위험관리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문항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

다. Parrotta & Johnson(1998)은 더 포괄적으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

였다. 총 35문항 중에서 13문항은 수입과 지출관리영역인 현금관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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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8문항은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을, 2문항은 저

축과 투자관리 영역을, 3문항은 위험관리, 3문항은 은퇴설계관리, 그리고

6문항은 일반적인 재무설계 관리 영역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수입과 지

출관리의 문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출내역을 적는다’와 같은 구체

적 행동여부를 묻는 문항과, ‘나는 수입내에서 지출한다’, ‘나는 고지서나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독촉을 받아본 적이 있다’와 같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문항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

지였다.

Perry & Morris(2005)는 5문항으로 간결하게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했

는데, 지출을 통제하는지, 납기를 지키는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지, 저

축하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이러한 문항은 구체적 방법이나 행동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재무관

리역량 중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는데, 국내 20여 개의 학술지 논문들에서 적게는 4문항에서 많

게는 50문항으로 다양하게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15문항

정도로 측정하였다. 평가된 세부영역은 연구마다 조금씩 달랐으나, 대부

분의 연구에서 수입 및 지출관리영역과 일반적인 재무설계에 관한 행동

을 다루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실천적 행동에 중심을 두고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주요 문항을 영역별로 <표 2-5>에서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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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영역
재무관리행동의 측정 문항

수입과

지출

관리

 가계부를 작성한다(소득과 지출을 기록한다)(Godwin &

Carroll, 1986; Parrotta & Johnson, 1998; Fitzsimmons et

al.,1993; 손상희, 1998; 홍향숙·이기춘, 1999; 김효정, 2005;

안창희·정순희, 2006; 조동필 등, 2007; 안창희, 2008; 양세

정·이정림, 2009; 김미린·홍은실, 2010; 이경옥, 2010; 린쉬

에 등, 2014; 조혜진·장연주, 2015; 이승남·김효정, 2016; 최

아름·구자현, 2016; 손지연, 2017).

 예산을 세운다(Godwin & Carroll, 1986; Parrotta &

Johnson, 1998; Fitzsimmons et al.,1993; 손상희, 1998; 안

창희·정순희, 2006; 조동필 등, 2007; 안창희, 2008; 양세정·

이정림, 2009; 김미린·홍은실, 2010; 이경옥, 2010; 조혜진·

장연주, 2015; 이승남·김효정, 2016).

 지출 내역을 평가한다(Parrotta & Johnson, 1998;

Fitzsimmons et al.,1993; 홍향숙·이기춘, 1999; 김효정,

2005; 김미린·홍은실, 2010; 이경옥, 2010; 린쉬에 등, 2014;

최아름·구자현, 2016).

 쇼핑 시 구매목록을 미리 작성한다(Fitzsimmons et

al.,1993; 김효정, 2005; 린쉬에 등, 2014; 이승남·김효정,

2016; 최아름·구자현, 2016).

 지출 영수증을 보관 한다(Parrotta & Johnson, 1998; 손상

희, 1998; 김효정, 2005; 린쉬에 등, 2014; 이승남·김효정,

2016; 최아름·구자현, 2016).

<표 2-5> 선행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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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영역
재무관리행동의 측정 문항

신용과

부채

관리

 세금과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등의 납부기일을 잘 지킨다

(Parrotta & Johnson, 1998; 안창희·정순희, 2006; 이승남·

김효정, 2016; 손지연, 2017).

 부채는 계획에 따라 이용한다(Parrotta & Johnson, 1998;

양세정·이성림, 2009; 최현자·김정현, 2010; 이경옥, 2010;

한수진·허경옥, 2011).

 보유한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적어두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홍향숙·이기춘, 1999; 김미린·홍은실, 2010; 이경옥,

2010; 허경옥·유수현, 2014).

저 축과

투자

관리

 매달 저축할 돈을 미리 떼어놓고 생활비를 지출한다

(Parrotta & Johnson, 1998; 조동필 등, 2007; 이경옥,

2010; 김미린·홍은실, 2010; 손지연, 2017).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저축 또

는 투자 한다(Godwin & Carroll, 1986; 양세정·이정림,

2009; 린쉬에 등, 2014; 조혜진·장연주, 2015; 이승남·김효

정, 2016).

 주식,채권,펀드와 같이 고수익 투자상품에 투자한다

(Parrotta & Johnson, 1998; 린쉬에 등, 2014; 최현자·김정

현, 2010; 손지현, 2017).

 현재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저축 또는 투자방법과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홍향숙·이기춘, 1999; 조동필 등, 2007;

이경옥, 2010).

<표 2-5> 선행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문항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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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영역
재무관리행동의 측정 문항

위험

관리

 일정 기간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둔다(Parrotta &

Johnson, 1998; 양세정·이성림, 2009; 린쉬에 등, 2014; 최

아름·구지현, 2016; 이승남·김효정, 2016; 조혜진·장연주,

2015; 손지연, 2017).

 주기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확인한다

(Parrotta & Johnson, 1998; 홍향숙·이기춘, 1999; 이경옥,

2010; 손지연, 2017).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 요인에 대하여 보험 등의 적

절한 대비책을 마련 하였다(Parrotta & Johnson, 1998; 이

경옥, 2010; 허경옥, 2017).

은퇴

설계

관리

 은퇴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Parrotta &

Johnson, 1998; 안창희·정순희, 2006; 안창희, 2008; 허경

옥·박귀영, 2013; 손지연, 2017).

 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다(유서가 있다)(Godwin &

Carroll, 1986; Parrotta & Johnson, 1998).

재무

설계

관리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였다(Godwin & Carroll, 1986;

Parrotta & Johnson, 1998; 김효정, 2005; 정미선·계선자·

강혜경, 2008; 양세정·이성림, 2009; 최현자·김정현, 2010;

김창이·황덕순, 2016; 이승남·김효정, 2016; 최아름·구지현,

2016; 손지연, 2017).

 내 자산과 부채 등 재정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Parrotta & Johnson, 1998; 양세정·이성림, 2009; 최현자·

김정현, 2010; 손지연, 2017).

<표 2-5> 선행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문항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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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항들에서 제시하는 재무관리행동들은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

움이 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제시된

행동이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즉 어떤 행동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할지라도, 재무적 역

량이나 자신감, 필요성 인지 정도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금 우

선으로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연구된

바가 없다.

2) 재무관리행동의 중요성

(1) 재무적 건전성 및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itus, Fanslow & Hira(1989)는 가정의 재무관리 주체들 123명을 면담

하여 그들의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 그리고 재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재무관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돈을 관리한 사람들일

수록 더 많은 순자산을 형성하고 높은 재무만족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

여 주었다. Payne(2005)는 대를 이어 가난한 것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

고,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연구한 결과,

가난한 이들은 돈을 쓰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

들은 돈을 관리 및 투자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차이점을 발견하여 재무관

리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Baek & DeVaney(2004)는 베이비부머들의 재무적 건전성을 객관적 지

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객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좋

은 경우에도, 재무상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개

선의 여지가 있지만,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서 이를 구분하여 측

정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소득을 통제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정기적으로 내는지, 소득 이하의 지출을 하고 있는지 등의 재무관리 행

동이 객관적, 주관적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 재무관

리행동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텍사스 서부지역의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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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Joo & Grable(2004)의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재무관리행

동이 재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무적 행동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둔 재무교육이 재무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재무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하였다.

조동필 등(2007)은 1990년대 재무관리와 재무만족도간의 긍정적 상관관

계를 보여 준 국내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윤정혜 등(2001)은 재무관리행

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 1990년대 말의 국내 논문들이 재정만족도를

높이는 데 재무관리행동이 이바지함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재무

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으며 어떤 요

소가 이러한 재무관리행동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일반화 된 결과

를 내지는 못했다고 하며, 그 원인을 재무관리행동 개념에 대한 일관된

정의의 부족에서 찾았다.

개별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김순미(1993)와 이상협(1999)은 도시

주부들의 재무관리수준이 높은 경우 주관적인 재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임정빈 등(1995)은 농촌의 가계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재

정관리행동과 효율적 의사소통행동이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

였다. 김효정(2000)은 가계의 재무관리를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가

계자원과 요구를 투입요소로, 재무관리행동 단계를 변환과정으로, 그리고

재무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정만족도를 그 산출물로 보아 재무관

리행동과 재정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실증적으로 재무관

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재무관

리행동을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어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계획과 수행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임

정빈 등(1998)은 서울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

의 수행은 재무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재무관리행동의 계획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동필 등(2007)에

서와 같은 결과이다. 조동필 등(2007)은 주관적 재무만족도와 재무적 건

전성으로 나누어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재무만족도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객관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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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연구됐다는 선행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6가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 주관적 재무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즉, 가계

소득수준 만족 정도, 한 달 생활비 지출수준 만족 정도, 저축수준 만족

정도, 비상 준비금 만족 정도, 부채 수준 만족 정도, 노후대비 만족 정도

를 조사하여 주관적 재무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재무관리를 계획

과 실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5가지 영역에서의 계획과 수행 문

항을 중심으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뒤,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재무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계획보다는 수행이 주관

적 재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희선·최현자(1996)는 농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기적

화폐관리행동, 자녀 교육비 대비 행동, 노후 준비 행동과 같은 재무관리

행동들이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 가계가 생애주기 상 어느 단계

에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무행동과 재무건전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스스

로 재무관리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한 경험이 있고, 금전 관리 및 신용

관리를 잘하며, 생활비를 줄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재무건전성이 높

다는 실증 결과 등을 근거로 재무관리행동이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

을 주었다고 하였다(정운영·황덕순, 2002; 안창희·정순희, 2006).

그 외에도 단변량 분석이기는 하지만, 주부를 대상으로 재무관리행동

의 변화지향성이 주관적 재무만족도와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정미선 등, 2008)가 있었으며,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아 일반화하기

는 어렵지만,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이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

다는 연구들(안창희, 2008; 이경옥, 2010)이 있었다. 안창희(2008)의 연구

에서는 저축행동이 현재 재무상황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준비에 대한 만

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재무관리행동이 재무건전성 및 재무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무관리행동과 재무적 만족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

계 재무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세부영역별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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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재무관리행동의 효과성을 밝힌 많은 연구가 여성 또는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가계부를 기록하는 등의 재무관리행

동 주체를 주부로 보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경자(1998)는

가계부기 행동을 가사노동의 일환인 관리 행동으로 보고 그 활성화 방안

을 연구하였는데, 그 논문의 영문 제목을 ‘Mother's behavior of record

keeping’으로 정한 것은 가계의 금전관리행동을 기혼여성의 행동으로 한

정 지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협(1999)도 연구대상을 주부로

하는 이유가 주부들이 가정 내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

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수진(2014)이 가계부 기록이 이제는 기혼여

성만이 수행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기혼 가계

의 경우에는 재무관리의 역할을 서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도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경자·박명숙·정운영, 2002). 이는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별로 그 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투자관리

영역에서는 남편이 행동의 주체가 되고, 지출관리에서는 부인이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가계로

통합하지 않고 개인별로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따로 구분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만족도의 관계에 대

한 이해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성별, 소득 창출 여부, 재무관리영역별 주

체 여부, 공동관리 자산의 존재 여부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무관리행동 이외에도 재무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

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소득, 자산, 부채와 같은 객

관적 경제 상황과 경제적 상승감이나 기대감, 또는 준거집단 비교감, 상

대적 박탈감과 같은 주관적 경제 상황이 있었다. 성별이나 연령, 가족

수,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일부 영향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재무지식은 재무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재무교육은 재무만족도나 재무건전성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창희·정순희, 2006; 안창희,

2008). 다양한 요인들과 그 영향력은 아래 <표 2-6>, <표 2-7>, <표

2-8> 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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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무관리행동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경우, 어떠한 재무관리행

동인지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적으로는 재무관리행동이 주관적 인식인 재무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었으나, 재무관리행동을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거나 (임정빈 등,

1998; 조동필 등, 2007), 구체적인 영역별 행동으로 구분한 경우(배희선·

최현자, 1996; 손상희, 1998; 김경자 등, 2002; 유을용·계선자, 2002)에는

각각의 행동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재무관리행동을 하나로 분석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재무관

리행동을 세분화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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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명 대상 통제변수1) 영향력
김순미

(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

족의 관계분석
주부 소득,금전제약,재정적불안정,생활수준, 생활격차 +

임정빈 등

(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

만족
재무관리자

성별,가족수,연령,교육수준,소득,부채,경제문제경험여

부,경제적상승감 및 기대감
+

배희선·최현자

(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

동과 재정만족도
여성

교육수준,소득,소득빈도,자산,부채, 상대적박탈감,경

제적 상승감 및 기대감

시기별, 행동

별로 다름
손상희

(1998)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 가구

가족수,연령,교육수준,

소득,소득의 안전성,자산,부채,농외취업자수
+

임정빈 등

(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주부

가족수,연령,생활비,저축액,생활격차감,부채상환액,

재무관리지식,재정상태기대감
+

이상협(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

에 관한 연구
주부 교육수준,소득,소득적정도인지,생활격차감 +

김효정

(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

족도에 관한 연구
주부

가족수,연령 ,교육수준,생활비,저축액,준거집단비교

감,재정상태열망도,재정상태향상감 및 기대감, 한국

경제 향상감 및 기대감,재무지식,주거형태,여성취업

+

김경자 등

(2002)

가계 재무상태와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
주부 월소득,부채상환액,저축액

행동별로 다

름(부부간 재

무행동)

유을용·계선자

(200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

복지감 연구
주부

연령,교육수준,소득,지출스트레스,자산스트레스,부

채스트레스,부부의사소통,가족응집성,내외통제성,준

거집단영향력,자원지각도,주부취업,주택소유,생활정

보활용도,남편직업만족도

- (계획관리

행동이 부적

영향)

조동필 등

(2007)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가계
가구원수,연령,교육수준,소득,가구주직업,총자산,주

거형태,맞벌이여부,

행동별로 다

름(수행행동+)

<표 2-6> 재무관리행동이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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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명 연구대상 통제변수2)
재무관리행동

의 영향력
정운영·황덕순

(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광주

광역시를 대상으로
재무관리자 가장연령,주부교육연수,월소득,재무태도,재무지식 +

안창희·정순희

(2006)

개인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

에 미치는 영향.
성인남녀

미혼,연령,교육수준,소득,재무교육참여,재무교육시

간,주거형태
+

조동필

등(2007)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가계
가구원수,연령 ,교육수준,소득 ,가구주직업,총자산,주

거형태,맞벌이여부

행동별로 다름

(계획행동+)

<표 2-7> 재무관리행동이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한 연구들

1) 진하게 표시한 변수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음.
2) 진하게 표시한 변수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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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명 연구대상 연구모형
재무관리행동

의 영향력

정미선

등(2008)

도시주부 가계재무관리행동의 변화지향성에 따

른 가계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차이.
주부

재무관리행동의 변화지향성으로 구분된 집단에 대

한 재무건전성과 재정만족도의 차이를 분석(단변

량분석)

+

안창희(2008)
재무행동과 재무관리스트레스 그리고 재무만족

도에 관한 연구
성인

재무행동이 재무관리스트레스와 재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재무교육 참여여부가 조절효과가 있

는지 확인

행동별로 다름

(저축행동+)

이경옥(2010)
도시 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적복지감

에 관한 연구
주부

재무관리행동을 세부영역별로 나눈 후 각 영역별

행이 소득적정감, 소득향상감, 소득안정감으로 구

성된 주관적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단변

량분석)

행동별로 다름

(소득관리,투자

관리행동 + )

허경옥(2017)
가계재무관리자의 성격, 가계재무관리행동이

가계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성인

가계재무관리자의 외향성,내향성,목표지향성,가계재

무관리행동이 가계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서 가계소득,교육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

허경옥·박귀영

(2013)

소비자의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도가 재무정보

탐색, 가계재무관리행동 및 경제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인

가계재무관리행동수준이 높은 집단의 저축액과 보

험료 및 부채와 부채상환액이 높음을 단변량 분석

함. 또한 위험감수도,현상유지도,재무정보탐색,가계

재무관리행동,경제생활만족도 변수간의 구조적 관

계를 분석한 결과, 가계재무관리행동이 경제생활만

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힘

+

<표 2-8> 재무관리행동이 주관적 재무만족도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타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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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국민의 재무관리행동 현황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경제, 금융교육의 방향설정 및 국제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1820

명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조사하였다. 금융이해력은 금융지식, 금융행

위, 금융태도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금융행위의 평

가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행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4.4점으로 OECD 평균인 61.3을 상회하였으나 OECD 의 산하,

금융교육을 위한 협력기관인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rion(INFE)의 최소목표점수인 66.7점에는 미달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계예산 보유나 저축활동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이나 평소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장기 재무목표를 보유하는 행동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70대의 금융행위 수준은 50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영역이 지출관리영역, 저축영역, 재무관리영

역의 세 가지로 부채 및 신용관리영역이나 위험관리 영역은 빠졌고, 측

정 문항이 총 6문항으로 제한적이어서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정확히 이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교적 최근에 조사되었으며, 재무관리의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손지연·이경아(2014)의 소비자재무역량 측정 결

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재무관리행동의 수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4년 4월28일부터 5월23일까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

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비자역량조사에서, 소비자 재무관리 실

천역량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1.4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재무관

리역량은 소비자의 재무관련지식, 재무관련태도, 그리고 재무관련실천으

로 나누어 조사되었는데, 재무관련실천의 내용이 본 연구에서의 재무관

리행동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실천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신용과 부채 영역으로 ‘나는 신용카드 결

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79점으로

나타났다. 빈도분석을 살펴보면 76%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8%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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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에 대한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홍향숙·이기춘(1999)의 연구에서 다섯 문항으로

측정된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의 점수는 76점으로 전체 평균인 73점에 비

해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며, 측정 문항은 부채를 위한 정보수집, 신용카

드 부채액 관리, 월 부채 상환액의 확인, 대출자격 구비 여부의 확인, 부

채상환 결과의 주기적 평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운영·황덕순(2002)은

신용과 부채관리영역의 재무관리 행동을 76점으로 평가하였고, 이 역시

전채 재무관리행동의 평가점수 평균인 70점보다 높은 것이다. 조동필외

(2007)이 평가한 신용과 부채관리영역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72점으로

전체 영역 평균 69점보다 높았다.

손지연·이경아(2014)가 측정한 소비자재무관리역량 중 재무관리행동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세부영역은 저축과 투자영역으로 100점

만점에 48점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매월 저축액의

30% 이상을 펀드,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한

다.’는 문항에 대하여 63%가 ‘아니다’라고 답해, 우리나라 국민의 낮은

투자성향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분석한 홍

향숙·이기춘(1999)은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투자관리행동이 부족함을 보

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방법을 평가

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가계가 많지 않았다. 최근에 조사된 자료

를 바탕으로 한 허경옥(2017)의 연구에서도 저축과 투자영역의 점수가

67점으로 전체 영역 평균인 71점보다 낮게 평가된 점을 미루어 여전히

저축과 투자영역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손지연·이경아(2014)의 연구에서 소득과 지출관리영역의 경우 3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었고,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계부를

기록한다.’ 라는 문항에는 49%가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그렇다’라고 답

한 비율이 26%로 나타나 과반수의 사람이 가계부를 사용해서 지출을 기

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후반의 연구에

서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주부가 중등학교 한 학급당 1∼2명에 불과했다

고 하였고(두경자, 1998), 홍향숙·이기춘(1999)은 우리나라 도시가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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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용을 기록하거나 예산을 분석하고 매월 지출내용을 결산하고 평가

하는 가계가 많지 않았다고 한 점을 미루어, 지출관리행동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가계부 기록 외의 소득과 지출관리 문항인 ‘나는 매달 저축할 돈을 미

리 떼어 놓고 생활비를 지출한다’에 대하여는 44%가 ‘그렇다’고 대답하

였고 27%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월소득의 10% 이상을 저축

한다’는 결과 중심의 문항에 대하여는 53%가 ‘그렇다’, 24%가 ‘아니다’라

고 답하여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나타

난 위험관리영역의 경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가족이 가입한 모

든 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한다‘는 문항에 25%만이 ‘그렇다’로 대답하고,

43%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험관리영역의 또 다른 문항인 ‘적어도

3개월치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의 비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41%가 ‘그렇다’, 25%는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전반적인 재무설계영역에

대하여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타났다. ‘저축액의 30% 이상을 노후

대비 목적으로 저축한다’는 사람은 전체의 25%에 그쳤으며, 46%는 그렇

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우리가계의 전반

적인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는 문항에는 40%가 ’그렇

다‘, 29%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정운영·황덕순(2002)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은 100점 만

점에 70점 정도로 평가되었고, 저축, 투자 및 현금 지출관리 및 은퇴관련

행동이 상대적으로 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

라 국민들이 지출관리, 투자관리, 현금관리, 은퇴 관련 행동 등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린쉬에 등(2014)은 한국 대학생들

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5점 만점에 보통수준인 3점 이하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창이·황덕순(2016)은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

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면서, 그중

에서도 금융관리의 실천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재무관리기능이 상대적으

로 더 낮다고 하여, 재무관리행동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재무관리행동 실천 수준은 높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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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며 그 이유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Muske

& Winter(2001)은 기존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문항을 기준으로 재무관리행동을 평가하

고, 그 결과 바람직하다고 제시된 행동 중 많은 부분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나, 실제로 개인들이 어떠한 방식의 재무관리행

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여 주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행동을 한다’ 와 같은 형식에 대하여 5점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행동을 이

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질적인 방식의 측

정이 필요한데,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질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백은영·문

숙재(2005)은 11가계의 재정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는데, 그

결과 재정목표를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재

정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적다고 하였

다. 재정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어 재정관리에 대해

위축된 경우가 많았으며, 사례의 1/3의 가계는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실

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계의 경우 재무관리

행동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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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변화 관련 이론 고찰

(1)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

Bandura(1977)는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는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기울

였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거의 성과나 행동

의 기대되는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기대하는 자신의 효능감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를 <그림 2-2>와 같이 도식화하여 보여 주었다. 특정한 행동

이 특정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

는다. 이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내가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한 것이다.

자기효능감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 성과의 성취, 대리적 경

험, 언어적 설득, 그리고 감정적 각성의 발현을 들었다(Bandura, 1077).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면서 과거의 성공 경험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과

의 성취를 통해 기대하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의 성취가 반드시 본인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성취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효능감의 기대 수준은 올라간다고

하였다.

언어적 설득의 경우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무언

가를 시도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언어적 설

득은 확실한 경험의 기반이 없으므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는 않다고 하였다.

감정적 각성의 발현은 주로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과 본

인의 취약성을 판단할 때 본인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생리적 반응들을 참

고하게 된다.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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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그러한 감정적 각성을 하게 되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다. 이러한 감정을 피하려고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게 되면 대처기술의

개발이 되지 않아 실제 수행 능력이 약해져서, 두려운 감정이 능력의 부

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생리적 각성의 유익한 점을 이

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서건 각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행동에 대한 동기유발의 수준과 방향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의 원천에서 접하는 정보가 같더라도 개인별로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의 기대 수준은 다르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정보를 처리하

는 인지 과정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림 2-2> 효능기대감과 성과기대감 사이의 차이

출처: Bandura(1977), p193

자기효능감은 변화된 행동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Prochaska & DiClemente, 1982).

Maddux & Rogers(1983)는 건강관련 예방행동 의도에 자기효능감이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방행동을 끌어내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는 위험 가능성, 예방행동의 효과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행

동의도를 결정한다는 모델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뇌졸중의 위험을 똑

같이 느끼는 사람 중에 걷는 것이 그 병을 예방하는 효과에 관하여 더

크게 평가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같다면 병의 예방을 위해 걷는 행동

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예방행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예방행동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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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Engelberg(2007)은 자기효능감을 경제적인 문제에 적용해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경제적 자기효능감은 저축계획을 잘 수

행하는 것, 또는 지출통제와 같은 재무적 자기관리능력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으며, 화폐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2)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의도

(Intension)를 비롯하여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 지각된 행동 통

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2-3> 에서와 같이 행동의 직접적 영향요인은 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재무적 행동을 규명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에서 이론적 틀로 사용되었다(Xiao, 2008).

<그림 2-3>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Armitage & Conner(2001)은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161개 연구의

독립적인 185개의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효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기 보고식의 행동을 유효하게 설명하는 정도와 관찰된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달랐다. 자기 보고식으로 행동을 측정한 경

우 그 설명력이 유의하게 커졌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의미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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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동을 설명하고 있었다.

둘째, 행동의 의도를 대체할 수 있는 욕구(desires), 자기 예측

(Self-prediction)이 지각된 행동 통제의 영향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측정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욕구로 분류하였으며,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의 표현은

자기예측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가 있다’는 의도로 분류하여 차

이를 보았다. 그 결과 의도나 자기예측이 욕구보다 지각된 행동 통제와

결합하여 행동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와 유사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비교

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지각된 행동에 대한 통제와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확신’

으로 정의하였고, 지각된 행동에 대한 통제는 ‘행동의 지각된 통제가능

성’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이

나 쉬움’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방식을 각각 살펴보면, ‘나는 무엇을 할 능

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어느 정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는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자신하는가?’라는 측정 문항은 자기

효능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나에

게 달렸다’, ‘그 일에 얼마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가?'는 지각

된 행동에 대한 통제로, 그 외의 문항들은 지각된 행동통제로 분류하였

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의도와 행동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개념에서 도출

되었음(Ajzen, 1991)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님을 실

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행동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은 상

대적으로 행동이나 행동의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 변화에 대한 의도가 곧 행동을 의미하지 않

음을 보여 준다. 같은 의도가 있어도 지각된 행동통제, 또는 자기효능감

에 따라 실제 행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인데, 계

획된 행동이론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제시했다는 점



- 38 -

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이 요인들을 강화해서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3) Gollwitzer의 실행의도 모델

Armitage & Conner(2000)는 건강행동과 관련한 사회인지적 이론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행동의 변화와 관련된 이론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분류는 동기적 모델들로 앞서 언급한 계획된 행동이

론이나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도출한 사회인지이론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두 번째 분류는 행동유발 모델이며, 세 번째 분류는 다단계 행동

모델이다. Gollwitzer(1999)의 실행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s) 모델

은 대표적인 행동유발 모델이다.

동기적 모델들이 행동에 대한 의도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었다면, 행동유발 모델들은 의도가 형성된 이후의 단계에 중심을 둔

것들이다. 저축하겠다는 의도가 있어도 저축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도와 행동의 차이는 실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직관

적인 것들이며,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 의한 증명도 이루어졌다(Orbell &

Sheeran, 1998; Sheeran & Orbell, 1998). Gollwitzer & Moskowitz(1996)

은 목표가 행동의 실천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전 연구들을 정

리하면서, 목표 추구를 위한 자기 관리의 필요성에 중심을 둔 이론들을

보여주었다. 목표의 설정에서 목표의 달성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

이 있다. 자기 관리 이론들은 어떻게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목표 실행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즉 여러 다른 맥락 속에서 모든 목표

실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찾아내려 한 것이

다. 실행의도 모델도 그중 하나다.

Gollwitzer(1999)는 의도를 목표의도와 실행의도로 구분하여 개념화하

였다. 전자는 단순히''나는 그것을 할 의향이 있어.' 라면, 후자는 '나는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라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그리

고 방법을 내포한다. 실행의도는 실천을 막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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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력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실행의도를 형성하는 것은 목표

의도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

행동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행의도는 또한 상황적인 설정과

목표 지향적인 행동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실행의도 안에서 구

체화 된 상황적인 설정들은 더욱 쉽게 감지되고 기억된다. 그러므로 실

행의도를 형성하는 것은 의식적인 목표 지향 행동 통제를 직접적이고 환

경적인 통제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생생한 목표의도는 실

행의도가 효과적이기 위한 선행조건이 된다.

Gollwitzer(1999)는 좋은 목표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것은 행동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이 된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좋은 목표란 구체적이고, 가까우면서, 학

습과 성장을 중심으로 세워진 목표이다. 그리고 목표의 실행에 필요한

것은 성공적 추진 전략이며, 목표 지향적 행동을 향한 자기관리적 기술

이다. 정리하자면, 효과적인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를 어떻

게 세울 것인지의 문제와 세워진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의 두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

(4) Prochaska의 범이론적 모델

Prochaska와 그의 동료들이 1970년대 발전시킨 범이론적 모델

(Transtheoretical Model: 이하 TTM)은 대표적인 다단계 행동모델이다.

이 모델이 동기적 모델 및 행동유발적 모델과 차별되는 점은 의도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공통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찾아내었다. 변화의 과정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

유는, 과정별로 적합한 개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Prochaska & DiClemente(1982)는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고객을 변화시

키는 과정에서 치료사가 고객이 변화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즉 치료사는 고객이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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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어느 상태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처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고객은 치료사가 변화를 강요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겨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모델이 범이론적 모델로 이름 붙여 진 이유는 현존하는 많은 상담

이론들을 토대로 통합적 변화 모델을 구성했기 때문이다(Xiao, et al.,

2004). 하나의 심리치료 관련 이론이나 모델로는 사람들이 변화와 관련

하여 무엇을 하는지, 언제 하고, 누구와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며 어

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여러 이론 및

모델에서 가치 있는 개념을 빌려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이 모델의 개발 배경이다(Prochaska & DiClemente, 2005).

아래 내용은 Prochaska, Norcross & DiClemente(1994)의 저서

『Changing for Good』을 중심으로 범 이론적 모델을 설명한 것이다.

그들은 흡연과 같은 여러 문제 행동들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문제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20프로 미만만이 어느 시기에서

건 변화의 행동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였다. 또한 90프로 이상

의 행동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처럼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는 20

프로를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과 같은 외부적인 도움 없이도 스스로 변

화를 이루어 내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Prochaska 는 우선적으로 기존

의 행동변화를 돕는다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조사했다. 심리치료 관련 프

로그램 등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1950년대 36개 정도가

있었다면,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400개가 넘는 프로그램

들이 출현해 있었다. 이러한 증가의 이유 중 하나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떠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기존의 변화를 돕는 프

로그램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Process of change)'

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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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정의한 '변화의 과정'이란 생각, 느낌 또는 행동을 바꾸는 것을 돕

기 위해 스스로 시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가 규명한 아홉 가지 “변

화의 과정들”은 의식화(Consciousness-raising), 사회적 해방(Social

liberation), 감정적 각성(Emotional arousal), 자기 재평가

(Self-reevaluation), 약속(Commitment), 대응(Countering), 환경통제

(Environment control), 보상(Rewards), 관계 돕기(Helping relationships)

이다. 그들이 조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이 모든 변화의 과정들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개 이상의 변화 과정들이 각 프로그램별

로 사용되었다. 변화의 과정 각각의 세부적 내용은 <표 2-9>으로 정리

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들 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변화의 과정은 종종 변화의 기술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이 정의

한 아홉 가지 변화의 과정은 여러 개의 변화의 기술들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관찰한 스스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담배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130가지의 서로 다른 기술들에 의지했다. 이러한 변

화의 기술들을 그 성격에 따라서 아홉 가지의 변화의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식화라는 변화의 과정은 스스로 문제에 대

한 정보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기술로는 관찰하는

방법, 대면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변화의 과정 중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에게 알맞은

변화의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들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누구나 거치는 행동 변화의 여섯 단계

를 제시하였다. 그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숙고 이전의 단계

(Pre-contemplation)’, ‘숙고단계(Contemplation)’, ‘준비단계(Preparation)’,

‘행동단계(Action)', ‘유지(Maintenance)'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

전의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종료(Termination)'라

하였다. 이 변화의 단계를 사람들이 늘 순서대로 거쳐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단계에서 다시 숙고단계로 돌아가기도 한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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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변화한 사람들은 단계별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화에 성공하기 전까지 한 단계를 서너

번 거치게 된다. 이미지화하면 일자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의

계단을 타고 종착역에 다가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변화에 성공한 사

람들은 그 과정에서 변화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오는 것이 시간 낭비는 아니다. 그 과정에

서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힘

을 기르게 된다. 변화를 도우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의 단계가 중요

한 이유는, 단계별 도움이 되는 변화의 기술들, 즉 변화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숙고 이전의 단계’에서는 방어적이고 생각과 행동

의 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관련 정보를 줘도 변화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그러나 ‘숙고단계’에서는 행동변화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

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모으기 위한 의식화 과정이 중요해진다. 이처럼

변화의 단계별로 변화의 과정은 다르게 나타나며, 필요한 변화의 기술은

달라진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에서는 ‘Money 2000'이라는 소비자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

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저축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줄이는 것과

같은 금융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

였다. 더불어 설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변화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

인해 나갔다. 그리고 단계별 필요한 교육을 하였다. 예를 들어 ‘숙고 전

단계’나 ‘숙고단계’에 있는 참가자들에게는 의식화를 돕기 위해서 분기별

로 다양한 금융 주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브로셔, 비디오, 컨퍼런스

등을 제공하였다. 사회적 해방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메카니즘

을 제공하였고, 저축을 늘리고 빚을 줄일 방법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

하여 문제 행동을 건강한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역조건을 형성해 주

었다. 이는 범이론적 모델에 따라 변화의 단계별로 필요한 개입을 적절

히 사용하여 변화의 과정이 촉진되도록 함으로써 'Money2000' 프로그램

의 효과를 높이는데 이바지 하였다. Xiao (2008)는 범이론적 모델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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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행동에 적용한 연구들을 검토 한 후 해당 이론이 긍정적인 재무행동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가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Shockey & Seiling(2004)은 범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재무교육프로그

램에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무행동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프로그

램 참여 시 ‘행동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부채줄이기’ 행동의 변화가 가

장 적었고, ‘준비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지출대비 행동’에

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Xiao(2008)는 소비자가 다양

한 재무행동에의 변화를 모색할 때 특정 재무행동을 먼저 하게 되는 패

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즉, 현금관리 행동에서의 변화와

신용행동이나 투자행동에서의 변화 중 어느 것에 먼저 집중하게 되는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재무행동 변화의 모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무행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배희선·최현자(1996)가 농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가계의 생애주기별로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재무관리행동이

다름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특성에 따라 변화영역의 우

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경옥(2010)이 도시주부를 대상

으로 가계재무관리행동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는, 얼마나 많은 재무관리행동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재무관리행동

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복지감이 달라진다고 하여, 재무관리

행동별 우선순위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Lyons & Neelakantan(2008)은 범이론적 모델을 개인 재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요인의 변화에 대한 추가 고려와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인

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의

재무행동에 대한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고, 언제 재무행동이 변화하는지,

왜 변화하는지, 금융교육은 그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조

사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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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목표 사례 및 관련 기술
의식화

(Consciousness

-raising)

스스로와 문제에 대한 정보

의 증가: 무의식의 의식화,

인지 수준의 증가

체중변화를 원하는 사람에

게 기초대사량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
사회적 해방

(Social liberation)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사회적 제시

금연구역의 확장이나 레스

토랑의 저지방 메뉴

감정적 각성

(Emotional

arousal)

문제와 해결책과 관련된 감

정의 경험과 표현: 깊은 감

정적 수준에서의 의식화로

드라마틱한 변화, 카타르시

스로 표현되기도 함

언니의 암진단으로 본인의

금연에 대한 각성 증가.

영화, 싸이코 드라마 등이

관련된 기술로 사용 가능

자기 재평가

(Self

-reevaluation)

문제와 관련되어 스스로 느

끼는 자아에 대한 평가:문

제 행동이 언제, 어떻게 자

신의 개인적 가치와 충돌하

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지금 게임중독자로의 당

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게임중독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될

까요?”와 같은 질문들

약속

(Commitment)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것

또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을 믿는 것: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자기 해방

(Self-liberation)

변화를 선택했다고 스스로

에게 이야기 하는 것, 그

리고 이를 공개하는 것.

공개적 약속이 더욱 효과

적.

대응

(Countering)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

는 대체행동을 찾는 것:특

정 자극에 대한 대응을 변

화시키는 것

여가시간의 흡연 유혹이

큰 경우, 여가시간에 운동

을 하는 것

환경통제

(Environment

control)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환

경을 피하는 것:자극 자체

를 통제하는 것

금연을 위해 주변의 담배

를 모두 없애는 것

보상

(Rewards)

변화를 한 것에 대한 보상:

성공적으로 변화한 사람들

은 처벌 보다는 보상을 많

이 사용

스스로 칭찬하기, 특정 목

표를 이루면 자기에게 선

물하기, 친구와 금연 내기

하기 등
관계돕기(Helping

relationships)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

는 것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를

찾아가기

<표 2-9> Prochaska 의 변화의 과정(Process of Change)

출처:Prochaska, Norcross & DiClemente(199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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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haska 의 범 이론적 모델은 변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코칭에

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Collins, Baker & Gorey, 2007). 코칭에 대하여는

다음절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5) Fisher의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

정보-동기-행동 기술 모델(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IMB 모델)은 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을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의 예방을 위한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

여 개발된 이론이다. William A. Fisher 와 Jeffrey D. Fisher 는 1992년

부터 건강 상태를 향상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의 수행 여부에 대한

심리적 결정요인을 개념화하여 이 모델을 정립해 나갔다(Fisher, Fisher

& Harman, 2003).

제프리 피셔(Jeffrey D. Fisher)는 여러 인구 집단에서 여러 가지 효과

적인 HIV 위험 행동 변화 중재를 설계, 구현 및 평가했다. 그가 동료 연

구자와 함께 개발한 IMB 모델은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으면서 경험적으

로 개입의 목표가 명확한 상황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림 2-4> Fisher et al.(2003)의 IMB모델

.

IMB의 개념화는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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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사회, 건강 심리학의 이론들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

력의 결과이며 각기 별도로 다루어졌던 정보, 동기, 행동기술에 포괄적으

로 집중한다.(Fisher et al. , 2003).

<그림 2-4>로 표현한 IMB모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isher et al. ,2003). 콘돔사용과 같은 ‘HIV 예방행동의 수행여부’와 관

련하여 ‘건강행동 정보’란 ‘콘돔이 HIV 감염을 막는다‘라는 특정사실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1부1처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휴

리스틱의 사용 및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잘 알려지고 신뢰할만한 사람과

다양한 규범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한 파트너’라는 내포된 의미까

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행동 동기’란 잘 알고 있는지를 떠나,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는 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개인의 태도와 사회적 규범의 영향

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개인의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 콘돔사용에 대한 사

회적 지지, 인지하고 있는 예방행동의 효과성 등이 ‘동기’에 영향을 미친

다. Fisher & Fisher(1992)는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택할 때, 여

러 AIDS예방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Fishbien과 Ajzen의 계획

된 행동이론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기술’은 개인의 실제 수행 능력과 더불어 할 수 있다는

주관적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콘돔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Fisher & Fisher(1992)는 AIDS 예방행

동을 하기 위한 행동기술이란 상황을 인지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된

의사소통을 하며, 예방행동을 수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필

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 이러한 모

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인 반두라의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

에서 불가분하게 결합 되어 예방행동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

유는 자기 보고식의 행동기술 측정이 사실은 그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IMB 모델은 건강관련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어 모델

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김수지·박찬권· 홍관수·김채복, 2015; Lim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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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김수지 등(2015)는 IMB 모델을 적용하여 주관적 지식, 동기, 자기

효능감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이 녹색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여 IMB 모델이 소비자 구매행동을 설명하기에도 적합한 모델임을 보

여주었다. 재무적 영역에서는 Limbu(2017)가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관련

문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IMB모델을 사용하였다. IMB모델을 재무

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재무관리행동

의 영향 요인들로 밝혀진 재무관리지식, 태도, 기능 및 재무목표 등은

IMB모델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재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

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내용을 정리하였다.

4) 재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

(1) 재무관리역량

김정현·최현자(2011)는 재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으로 구성된 재무관리 역량을 들었으며, 각

요인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경제 형편, 개인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금융환경과 같은 폭넓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림 2-5>에서 이러한 개념적 모델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2-5> 재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

출처:김정현·최현자 (2011),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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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무관리 역량은 금융이해력의 광의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금

융이해력에 대한 정의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일치된 정의가 사용되고 있

지는 않지만, 과거 연구들의 정의를 분석한 Huston(2010)에 따르면 개인

이 재무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금융관련 지식의 이해와 활용, 즉

지식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

반적이다. 이러한 금융이해력은 복잡해지는 금융환경에서 가계가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이해력이 재

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이 된다(Shih & Ke, 2014)

금융이해력 관련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해서 금융이해력이 중요한 이유

를 정리한 Lusardi and Mitchell(2014)은 금융이해력은 금융사기 가능성

과 연관이 높으며, 금융이해력과 금융관리기술 및 주식 투자, 저축행동,

은퇴계획, 부채관리 간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였다. Lusardi &

Mitchell(2005)는 미국의 은퇴자 자료를 분석하여 재무설계의 실행인 재

무관리행동을 한 사람들이 금융이해력이 높음을 보여 주었고, Lusardi &

Mitchell(2011)은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

고, 그 실행에 성공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Van Rooij, Lusardi

& Alessie (2011)는 네덜란드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이 그들의 은퇴준비

행동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 금융이해력은 은퇴준비

행동여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아름·구지현(2016)은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요구도가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

는 요인임을 보여주었고, 안창희·정순희(2006, 2009)는 재무교육의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재무행동 수준이 높다고 하면서, 교육시간이 충분

한 정기적 교육이 재무행동변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

였다. 이를 근거로 컨설팅 형식의 장기적 재무교육이 효과측면에서 바람

직하다고 하였다. 최현자·김민정A·김민정B(2008)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 역시 간접적으로 금융이해력이 재무설계

에서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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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재무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 재무

관리기능 각각이 재무관리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

을 정리하였다.

Parrotta & Johnson(1998)과 정운영·황덕순(2002)은 재무관리행동을 예

측하면서 재무적 지식은 재무적 태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임정

빈 등(1998)은 다변량 분석을 통해 교육수준, 월평균 생활비, 재무지식을

통제한 상황에서 계획과 수행으로 측정한 재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을 알

아보았다. 그 결과 월평균 저축액이 재무관리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

으며, 재무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수록 재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무관리지식의 경우 재무관리수행에는 유의

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단, 재무관리계획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재무관리계획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

계적으로 수립할 가능성이 커짐을 보여 주었다. 조동필 등(2007)은 실증

연구를 통해 재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관리계획과 재무관리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재무지식이 주관적 재정만족

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수준이 높아지

면 재정만족도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조혜진·장

연주(2015)는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지식의 향상만으로는 바람직한 재무

관리행동을 이끌어 내는데 부족하며, 자기과신이나 목표의 명확성과 같

은 심리적 변수가 재무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

김정현·최현자(2011)는 재무관리태도를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표현하고,

가치, 동기, 신념, 자신감 등 을 함축하는 용어로 ‘태도’를 정의한다. 재무

관리나 돈에 대한 태도는 재무관리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Shih &

Ke, 2014; 손지연, 2017; 이승남·김효정, 2016; 린쉬에 등, 2014; 김효정,

2005; 정운영·황덕순, 2002).

정운영·황덕순(2002)은 재무지식보다는 재무의사소통과 재무태도가 재

무관리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

다. 김효정(2005)은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을 연구한 결과 화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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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 및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가 재무관리행동의 많은 영역에서 유의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승남·김효정(2016), 린쉬에 등

(2014), Shih & Ke(2014)도 다양한 화폐태도가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요인

임을 보여주었다.

화폐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화폐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

르게 형성되며 이는 개인의 지출행동이나 금전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요

인이 된다(백은영·정순희, 1998; 홍은실·황덕순·한경미, 2001). Klontz,

Kahler & Klontz(2016)는 화폐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화폐대본(Money

Script)을 이야기한다. 화폐대본이란 돈과 삶에 관하여 각자가 발전시켜

온 무의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한다. 대부분 화폐대본은 어렸을 때 형성되

며 부모나 삶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

적으로 받은 메시지들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화폐대

본은 잘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대본은 불완전하고, 모순되며 일부

만 사실인 경우가 많다. Godwin & Carroll(1986)은 개인들이 가족 자원

관리 원칙에는 호의적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신념

과 일치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재무관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재무행동의 실천을 담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무관리역량 중 재무관리기능은 Ajzen(1991)이 행동을 설명하는 변

수로 지목한 지각된 통제감 및 반두라의 자기효능감과 연관이 있다.

재무관리기능이란 재무관리를 하는 기술적 측면을 의미한다(김정현·최

현자, 2011). 예를 들면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에서의 요구되는 재무관리

기능은 ‘가계부나 금전출납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가계부나 금전출납부를 작성한다.’ 또는 ‘했다.’라는 경험이 있는 경우 당

연히 가지게 되는 역량이므로 선행연구 중에는 재무관리행동의 수행 여

부로 재무관리기능을 평가하는 예도 많았다. Fisher & Fisher(1992)가

행동기술의 자기 보고식 측정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관리기능의 자기 보고식 측정 또한 재무적 자

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Engelberg(2007)는 젊은이들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돈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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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적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측정되었다. 재무적 위기란 수입이 중단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경우, 또는 투자한 자산에서 큰 손실은 보는

경우로 보았으며,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스스

로 지출을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경제 요인이 자신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재정적인 미래모습을 긍정적으로 보

고 있었다. 돈에 대한 태도와 재무적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안정감을 얻기 위해 돈을 세심한 계획에 따라 사용하며, 지출에 신중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유의하게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세심한 지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무관리에 능한 사

람들이었다. 이는 장기저축에 필요한 자기통제가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 또한 재무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강점을 보였다.

Perry & Morris(2005) 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

사한 연구에서 개인의 자기통제 위치가 바람직한 재무행동에 영향을 주

며, 재무지식이 재무행동으로 이어짐에 있어 내적 통제권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내적 통제권이란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에게 찾

는 것이므로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재무관리행동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순둘·주소현·고은희·박원주(2018)은 세대

별 재무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Lown(2011)는 재무지식이나 재무교육만으로 재무행동이 변하지 않으

며, 자기통제력의 부족이나 비합리적 행동 경향이 바람직한 재무행동을

방해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는 또한 행동변화를 설명한 Prochaska의

TTM의 맥락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설명하였다. 재무적 자기효능감

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도움

이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들은 TTM 관점에서 보면 아직

변화의 준비가 미흡한 숙고전단계, 숙고단계, 또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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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같은 맥락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행동 및 유지

단계에 있어 변화를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어떤 수준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높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점을 일반화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을 재무행동과 직접 연관 지어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

았다. 이필수·이용기·유동근·김승섭(2015)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화폐태도와의 연관성을 검증하였으며,

연금저축 가입의도와의 연관성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무적 자기효능

감과 특정한 화페태도와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연금저축 가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직접, 간접적으로 재무관리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2) 재무목표

재무관리행동에 있어 재무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나 가계가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이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것이

고,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 과정이 바로 재무관리행동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이승남·김효정, 2016; 김효정, 2005; 정운영·황덕순, 2002; 홍향

숙·이기춘, 1999). Winger & Frasca(2006)는 재무설계의 첫 단계는 목표

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하였고, 명확한 목표란 그 목표가 언제까지 달성

되어야 하는지 정하고, 금액으로 수치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재무목표란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재무행동의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지윤, 2018).

Collins & O'Rourke(2012)는 가계가 설정하는 재무목표는 대략 예산관

리, 신용관리, 저축이나 창업 관련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이지윤

(2018)은 재무목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재무목표는 저축을

통한 은퇴자금 마련, 교육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 또는 부채상환 및 소

득 및 자산의 증식과 효율적 소비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재무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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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생활주기 및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재무

관리행동과 재무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이지윤,2018).

양세정·이성림(2009)은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는 대비하는 가계에

비해 재무목표를 설정하거나 가계부 기입, 신용카드 관리 등 기초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재무목표의 설정과

긍정적 재무관리행동의 관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가계재무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목표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살펴보았다. Locke & Latham(2002)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성과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주의를 관련된 행동에 집중하고, 목표와 무관한 것에 분산시키지 않는다.

둘째, 개인에게 에너지를 주어 더 큰 인지력을 끌어낸다. 셋째, 목표 중

심 활동에 시간을 쓰게 하고 지속성을 증진한다. 넷째 관련된 지식의 활

용이나 발견을 촉진한다.

Gollwitzer(1999)는 행동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행의도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생생한 목표의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목표가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종호·조은별·이유경(2012)은 결과

에 대한 기대를 내적으로 표상하는 목표설정의 과정은 인간 동기를 설명

하는 중요한 구인이 되며, 목표설정이론은 조직심리분야에서 가장 강력

한 동기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Gollwitzer &

Moskowitz(1996)는 목표가 행동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많은 연

구의 중요한 목적은 동기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motivation)의 발

전에 근간을 둔다고 하였다. 즉 행동을 의지적으로 통제하는 시작점에

목표가 관여하기 때문에,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목표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Gollwitzer & Moskowitz(1996)는 구체적 목표가 모호

한 목표보다 좋은 목표이고, 자율성 필요에 근거한 목표가 물질적 필요

에 근거한 목표보다 우월하다고 하였다. Latham, Mitchell, &

Dossett(1978)은 목표를 지정받은 집단보다 직접 목표설정에 참여한 집

단의 성과가 우수함을 실증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서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Sta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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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hey, & Jacobs-Lawson(2007)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은퇴 목표의

명확성이 저축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목표가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행복 증진

에 긍정적이고 할 수는 없다. Kasser & Ryan(2001)은 내적동기에 중심

을 둔 목표는 행복에 도움이 되지만, 재무적 성공과 같은 외적 동기를

추구하는 삶은 행복과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Kasser &

Ryan(1993)은 자기수용, 소속감, 공동체의식, 건강과 같은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이나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경제적 성공이나 인기의 획득과 같은 외재적 목표를 추

구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 주었다.

Headey(2008)는 목표를 경쟁적 목표와 비경쟁적 목표(Non zero-sum)로

구분하고, 가족,우정,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비 경쟁적 목표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이지만, 생활수준의 향상과 같은 경쟁적 목표는 삶

의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신종호 등(2012)에 따르면 교육 심리 영역에서는 자기효능감이론, 자기

조절학습이론, 자기결정성이론과 같은 학습동기이론들과 목표설정이론을

통합하여 교육영역에서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려는 경향을 보인

다. 목표설정과 반두라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최근 2000년대 이후 꾸준

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며, 목표의 설정이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신종호 등, 2012). 목표를 설정할

때 자발성은 내적동기를 유발하게 하여 지속적인 성과향상에 도움을 준

다고 하였다(Vansteenkiste, Lens & Deci, 2006).

재무목표의 시작은 바람이나 희망사항에서 비롯되고, 재무목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을 내포한다(Winger & Frasca, 2006). Austin &

Vancouver(1996)은 목표란 바라는 상태를 내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

였다. Kinder & Galvan(2006/2010)은 가슴 속 소망은 가치와 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Bachrach(2000)는 재무설계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Value)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재무목표는 구체적이고 사람마다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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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는 추상적이고 개인마다 다르므로, 가치에

기반한 ‘나만의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행동계획을 실행하는 원동력

이 된다고 강조 한다(Bachrach, 2000).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인생을 의

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결국에는 생애목표를 찾

는 과정이 된다(Bachrach, 2000). 가치를 근거로 한 결정은 고객의 삶을

충만하게 해 주며 그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고 용이

하다(Kimsey-House, Kimsey-House, Sandahl, & Whitworth.,

2010/2016).

미래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목표를 생애목표(Life goal) 또는 미래목표

(future goal)이라고 한다면, 미래목표는 단기목표를 발달시키며, 미래목

표의 설정은 동기를 높이고 행동을 지속시킨다(Simons, Vansteenkiste,

Lens & Lacante, 2004; Miller & Brickman, 2004). 생애목표와 학습목표

의 관계를 검토한 신종호 등(2012)은 학습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

운 생애목표와 단기적으로 수립되는 학습목표가 일관된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가계는 삶을 포괄

하는 생애목표가 구체적 재무목표와 일관된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Kasser & Ryan(1993)은 생애 목표보다 재무

적인 성공에 과하게 집착하는 경우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재무적인 목표는 재무적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애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생애목표는 개인이 추구하는 바람이고 소망이다. 재무목

표는 생애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만, 의미 있는 재무목표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재무목표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한 이지윤(2018)은 기존의 재무목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가계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재무문제나 저축목적을 연구자가 재무목표로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가계가 어떠한 재

무목표를 가졌는지 살펴본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가계가 올바

른 방향으로 재무목표를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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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2018).

(3)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Rettig & Schulz(1991)은 개인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형성하

는 인지적 과정에 있어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고, 개인

의 재무 의사결정의 방식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인지하는 방식

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김정훈

(1998)은 개인의 재정행동 상담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재정 관련 태도 및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격유형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 그쳐 성격과 재무행동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

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재무관리태도 및 재무관리행동이 성격유형별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홍향숙·이기춘(1999)은 가계의 소득 불안전성과 고용 불안전성에 따라

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고용

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가계들의 재무관리행동이 취약함을 보여주었

다. 이들은 다른 가계에 비하여 가계소득은 낮고, 부채 수준은 더 높았으

며, 남편의 교육수준은 낮은 등 가계의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수준

이 낮은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

을 주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손지연(2017)은 개인재무관리 실천

수준을 재무관리행동으로 정의하고 재무관리행동의 세대별 차이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원인으로 세대별로 다른 가계의 재무적 자원

을 제시하였으나, 입증된 것은 아니라 하였다.

그 밖의 요인으로 성별의 경우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

이지 않으며(이승남·김효정, 2016), 대학생들의 경우 재무적 제약이 오히

려 긍정적 재무관리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2005). 안

창희·정순희(2009)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산, 교육수준, 소득, 연령,

취업 여부, 부채 여부 및 재무교육 관련 변수 등이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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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무코칭

본 절에서는 코칭이 접목된 재무설계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무관리행

동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칭 및 재무

코칭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1. 코칭

행동촉진에 효과적인 코칭의 개념과 철학을 알아보고, 코칭의 분류 체

계와 자격 인증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코칭의 개념

우리는 코칭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종종 접한다. 가장 쉽게는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직접 담당하는 이들을 코치라 부르고, 코칭

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 연상시킨다. 원래 코치는 사람을 실

어 나르는 개 썰매에서 유래되어,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부르는 말

로 유럽에서 사용되었다(이소희, 2008; 네이버 심리학 용어사전). 마차는

고객을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반해준다. 이런 의미 때문에 1840년

대 영국에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돕는 사람이란 의미로, 개인교사를 코치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소희,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의 코칭은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코칭 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 도구로서 코칭이다. 코칭

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직업적 코치를 위한 대표적 교육기관인

코치U의 교재에서 정의하는 코칭은 개인과 조직이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며 개인적, 직업적 발견을 향한

여정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친구, 부모, 세라피스트, 컨설턴트,

조언자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김은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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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은 과거의 이론들과 경험들로부터 모범사례를 만들고, 공식화하고

정제된 모습으로 전문영역을 구축해 왔다(Corporate Coach U, 2016). 코

칭에 대한 초기 문헌들은 실제 고객을 만나는 코치들에 의해 쓰였고, 그

들에 의해서 코칭의 정의가 정립되기 시작했다(이희경, 2017). Collins &

O'Rourke(2012)는 코칭이란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코칭이 현장에서 경험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

으로 보았다.

대표적인 기업코칭 전문가인 휘트모어는 그에게 코칭을 알려준 골웨

이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코칭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묶여 있는 개인의 잠재능력을 풀어주는 것이며, 사람들을 가르치기 보다

는 그들이 배우는 것을 돕는 것이다 (Whitmore, 1996/2007). 국제코치연

맹(ICF)에서 정의한 코칭은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

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다(유기웅·조정선·김형숙·노경·백장현, 2017).

(사)한국코치협회에서 정의한 코칭은 고객의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착하도록 함께하는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이다. 실무자들은 주로 코칭

의 목적 혹은 결과로 코칭을 정의하고자 하였고, 코칭 받는 사람의 자발

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이희경, 2017).

코칭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코칭은 실무자들보다 더욱 구체적인 표현

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코칭의 결과만큼이나 코칭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

다(이희경, 2017).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코칭심리학자인 Grant(2003)가

정의한 코칭은 협력적이고 해결책과 결과가 중요시되는 체계적 과정으

로, 그 과정에서 코치는 정상적인 개인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목표달

성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코칭의 핵심 요소는 코치와 고

객 간의 권위적 관계가 아니라 돕고, 협력하며, 평등주의적 관계라 하였

다.

Grant(2003) 가 제시한 전문적 코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

제를 분석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한다. 둘째, 정신병이 있거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가 아닌 고객을 가정한다. 셋째, 협력적인 목



- 59 -

표 설정을 강조한다. 넷째, 코치는 코칭을 통해 학습을 촉진 시키는 것에

는 전문가이지만, 고객이 학습을 원하는 분야에 있어 개인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험을 해야 하지 않는다. 물론, 많은 코치가 특정한 개인적, 조

직적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훈련이 되어있고, 전문성도 있으며, 이해도

깊다. 이러한 그들만의 지식은 코칭 관계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심리학자로서 김은정(2015)은 코칭을 코치와 고객 간 협력관계를 기초

로 고객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이 정의 속 핵심단어를 협력관계, 자원과 잠재력의 활용, 변화와 성

장, 그리고 전문적 과정으로 꼽는다. 이때 전문적 과정을 강조한 것은 앞

서 Grant(2003)가 언급한 바와 같이 코치가 코칭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

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하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상담이나 멘

토링 혹은 컨설팅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아니라

코칭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특화되고 차별화된 기법과

이와 관련된 근거 지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은정(2015)은 코칭이 실무에서 발전된 영역이라 그 이론적 토대를

찾는 것이 필요하며,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코칭이 보다 전문성을 가

지고 코칭의 결과를 예측하고 코칭의 과정을 통제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

았다. 이처럼 심리학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의한 코칭은 성장지향 패러다

임을 토대로 독특성을 지닌 개인의 자기 성찰을 촉진하여 주도적인 변화

와 성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다(김은정, 2015). 기존의 정의와

의 차이점은 첫째, 무한한 잠재력의 신뢰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성

장욕구에 초점을 둔다는 점, 둘째, 고객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존중하고

고객도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변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 셋

째는 고객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데 코치가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초점

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 하였다.



- 60 -

코칭의 정의

국제코치연맹(ICF)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

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

한국코치협회
고객의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착하도록

함께하는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

Whitmore

(1996/2007)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묶여 있는 개인의 잠재

능력을 풀어주는 것이며, 사람들을 가르치기 보다는

그들이 배우는 것을 돕는 것.

Grant(2003)

협력적이고 해결책과 결과가 중요시 되는 체계적

과정으로, 그 과정 속에서 코치는 정상적인 개인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목표달성을 촉진시키는 것

김은정(2015)

:일반 코칭

코치와 고객 간 협력관계를 기초로 고객의 자원

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

로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적 과정

김은정(2015)

:심리학 기반 코칭

성장지향 패러다임을 토대로 독특성을 지닌 개인

의 자기 성찰을 촉진하여 주도적인 변화와 성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과정

<표 2-10> 다양한 코칭의 정의

코칭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칭과 유사한 개념들이 어떻게 코

칭과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소희(2008)는 코칭을 포

함한 유사개념을 전문가의 개입이 많은 순으로 나열한다면, 다음 <그림

2-6>과 같다고 하였다. 치료(Therapy), 상담(Counseling), 가르침

(Teaching), 훈련(Training), 촉진(Facilitating), 관리(Managing), 컨설팅

(Consulting), 멘토링(Mentoring), 코칭(Coaching)의 순으로 자발적인 행

동의 수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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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코칭의 위치

출처:이소희(2008), p81

전문가가 치료자라면 상대방은 환자가 된다. 그러한 방식으로 본다면

코칭의 고객은 가장 정상적이고, 자발성이 높은 상황에 있음을 가정한다.

상담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을 돕는 과정이라면 코칭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상담이 과거의 트

라우마 등이 현재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치유하는데 중

심을 둔다면, 코칭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부터 내

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해결책을 찾는다. 멘토링은 멘토가

이미 해당 분야에서 성공 경험이 있어, 그의 기술과 지혜를 멘티에게 전

수하고자 하는 과정이라면 코칭에 있어 코치는 고객이 발전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컨설팅은 문제 중심으로 현상들을

관찰하고 종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코칭은 사람 중심으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고객의 인식 내면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보다 다각도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컨설팅에

서는 문제의 해결책을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반면, 코칭에서는 고객 스스

로 해결방안을 찾아낸다.

김은정(2015)은 코칭을 상담, 멘토링 및 컨설팅과 같은 더욱 역사가 오

래된 전문적인 조력 과정들과 비교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

째는 누가 전문가인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답을 갖고 있는가

를 보는 것이다. 현재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하여 누가 더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으냐는 기준에서 코칭은 멘토링 및 컨설팅과 정반

대 지점에 있다. 코칭은 코칭을 받는 고객이 자신의 변화나 성장에 대해

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가정한다. 물론 이슈나 상황에 따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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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은 코치에게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코칭의 기본

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대응일 뿐이며, 코칭

의 핵심요소는 아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 보면 컨설팅은 솔루션을 제시

해 주는 반면 코칭은 효과적인 질문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

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멘토링 역시 멘토의 경험과 정보를 멘티와 공유

함으로써 멘티의 성장을 돕는다. 그러므로 멘토의 전문적 대화 기법이나

프로세스보다는 멘토와의 긴밀한 관계, 경험과 정보의 유용성에 따라 멘

토링의 효과가 달라진다.

김은정(2015)은 상담 중에서 내담자 중심의 접근, 동기 강화 상담 접근,

해결 중심적 상담 접근 등은 코칭과 기법 면에서 유사하다고 하면서, 상

담과 코칭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법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이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 하였다. 즉 코칭은 내담

자 중심의 상담 접근과는 인본주의적 철학 및 기법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상담이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이전의 안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적 목표지만, 코칭은 현재 이슈 해결을 넘

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Brock(2012/2015)은 무엇이 코칭의 근본 분야들로부터 코칭을 구분 짓

는지에 대하여 기술했는데, 코칭이 스스로를 구분된 분야로 확립하려고

하면서 타 분야 간의 경계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하였

다. 컨설턴트는 코칭을 자문과정으로 보고, 조직 개발 실무자는 코칭을

조직 개발을 위한 개입으로 보며,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들은 코칭을 심

리학의 진화된 한 형태로 보거나 산업 심리학의 실행도구로 본다. 다시

말해 코칭을 연관된 다른 분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코칭을 중심으로 본다면 코칭이 여러 분야의 이론이나 기술을 사용한다

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심리학의 인지행동 이론은 환자군에게 쓰였을

때는 인지행동 치료가 되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쓰였을 때는 인지행동

코치라고 불려진다. 코칭 분야와 전문 영역은 종종 융합되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멘토 코칭, 경영자 코칭, 컨설팅 코칭, 동료 코칭, 크리스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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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경력 코칭, 은퇴 코칭 등은 기존의 전문 분야와 코칭이 융합된 것이

다. 또는 기존의 역할에 코칭이 접목되어 코칭 심리학자, 코치로서의 재

무 상담사, 코치로서의 스포츠 트레이너 등 코칭이 다른 분야의 업무의

특성을 추가로 규정하기도 한다. 고객의 개인적, 직업적 잠재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 코칭의 목적이라는 점과 코치들의 역

할, 고객의 요구와 상황 등은 코칭을 유사한 것들과 구분하는데 있어 중

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2) 코칭의 철학

Whitmore (1996/2007)는 코칭의 본질이 고객이 자각하게 하고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람은 스스로 인지하는 것만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각 능력은 인간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각 능

력이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해석하여 어떤 것

을 아는 능력으로 개인마다 그 능력의 편차가 있다. 자각 능력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자신의 인식을 언제, 어떻게 왜곡하는지 인지하는 능력

을 포함한다. 코칭은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직관적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을 통해 고객의 자각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은 코칭의 인간관과 연결된

다. 코칭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의 소유자이며, 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는 존재이다.

Ennomoto(2004)가 제시한 코칭철학을 살펴보면, 보다 코칭을 잘 이해

할 수 있다. 코칭의 제1철학은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코칭의 제2철학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동을 못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람이 운동을 못 하는 외부적, 내부적 원

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본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해답에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할 수 있다. 코칭의 제3철학은 해

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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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답을 지닌 고객이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

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한국코치

협회도 모든 인간은 창의적이고, 완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

며, 누구나 내면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3) 코칭의 분류

코칭의 종류를 나눔에 있어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코칭을 그 목적과 접근 방식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칭을 기술 코칭, 수행 코칭 그리고 개발 코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이거나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기술 코칭은 특정한

기술 세트를 개발하는 것, 그 기술들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

며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교훈적이고 지시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내면적 믿음이나 태도, 감정이 중

요하지 않다. 커뮤니케이션 코칭, 프리젠테이션 또는 협상 기술 코칭이

이에 해당한다. 수행코칭 또는 성과코칭은 특정기간 내에 기대하는 수준

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칭으로 목표 설정, 장애요인 극복,

수행평가와 모니터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발코칭은 전인적 접근법으

로 종종 사적이고 친밀한 주제를 다룬다. 고객이 내부, 외부 및 관계적

역량의 상호 관련된 쟁점을 탐구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행동계획을 수

립할 수 있는 개인적 공간을 제공한다. 기술코칭이나 수행코칭에 비해

이슈나 주제의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전반적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한

코칭과 같은 것이 있다(김은정, 2015; Delgadillo & Britt, 2015).

두 번째 기준은 주요 주제와 초점, 그리고 맥락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다. 이 경우 코칭은 라이프 코칭, 커리어 코칭, 기업 코칭으로 구분된다.

라이프코칭은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인생 전반에 걸친 변화와 적응 과정

을 돕기 위해 이루어진다. 스트레스 및 인간관계 관리, 일과 삶의 균형

등 개인 삶의 광범위한 이슈가 라이프 코칭의 주제가 된다(이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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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커리어 코칭은 직업 선택과 경력관리 및 개발에 초점을 두지만,

넓은 의미로는 개인의 진로발달과 일과 관련된 경험을 다루는 과정이다

(김은정, 2015). 기업코칭은 주제에 따라 리더십 개발 코칭, 경력 개발 코

칭 및 업무 현장 코칭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김은정, 2015). 임원과 경영

진에 초점을 맞춘 임원코칭도 기업코칭의 한 부분이다(이소희, 2008).

(사)한국코치협회의 분류도 두 번째 기준에 의한다. (사) 한국코치협회

는 비즈니스코칭이 회사 운영, 리더십, 퍼포먼스향상, 수익률 개선 등 비

즈니스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코칭이라 하였고, 라이프코칭은 삶에서 일

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어 삶의 균형, 만족감 향상, 인간관계

개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발견 등에 초점을 맞추는 코칭이라 하였다.

커리어코칭은 성격, 경력, 재능 그리고 처해있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

신의 직업관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도록 돕는

코칭이라 하였다. 다음에서 이야기할 재무코칭은 재무적 주제를 다루는

라이프코칭의 일환이며, 개발코칭으로 분류될 수 있다.

4) 코칭 자격 인증제도

국제코치연맹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인증 교육과 코칭실습 및 코

칭관련 상황 대처 방법, 윤리,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코치를 인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한국코치협회에서도 코치의 자질을 높

이고, 역량 있는 코치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코치자격

을 수여하는 코칭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코칭전문교

육과 코칭실습이 필요하고 코칭철학과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전문코치로 활동하는 데 있어 반드시 코치인증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인증코치는 코칭 전문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므로 영향력을

가진다.

(사)한국코치협회에서 인증하는 전문코치의 자격은 KAC(Korea

Associate Coach)와 KPC(Korea Professional Coach)로 나뉜다. KAC가

되기 위해서는 20시간 이상의 교육과 50시간 이상의 실습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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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의 경우 60시간 이상의 교육과 100시간 이상의 실습을 요구한다. 그

외에도 고객 추천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부

내용은 <표 2-11> 과 같다. ICF에서의 전문코치 자격은 보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중 한 경로를 간단히 <표 2-12>에서 정리

하였다.

<표 2-11> (사)한국코치협회의 전문코치 자격 요건

KAC

(Korea Associate

Caoch)

KPC

(Korea Professional

Coach)

KSC

(Korea Supervisor

Coach)
인증

교육
20시간이상 60시간 이상 150시간 이상

코칭

실습
5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800시간이상

멘토

코칭
해당 없음

KPC이상

자격자로부터

5시간이상 코칭받기

KSC이상

자격자로부터

10시간이상 코칭받기
고객

추천서
2인 각 1통(총2통) 2인 각 1통(총2통) 해당 없음

코치

추천서

2인 KAC이상

자격자로부터 각 1통

2인 KPC이상

자격자로부터 각 1통

2인 KSC이상

자격자로부터 각1통

필기

시험

코칭철학과 윤리,

코칭스킬,

코칭실제와적용 등

코칭철학과 윤리,

코칭스킬,

코칭실제와적용 등

에세이 제출

실기

시험
코칭시연 코칭시연 코칭시연

자격

유지
3년 5년 5년

인증 후

보수교

육

3년간 30시간 이상

보수교육

5년간 50시간 이상

보수교육

5년간 50시간 이상

보수교육

기타
KAC자격 취득 6개월

이후 지원 가능

KPC자격 취득 1년

이후 지원 가능

출처:(사)한국코치협회홈페이지(www.kcoa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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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국제코치연맹의 전문코치 자격 요건

ACC

(Associate Certified

Caoch)

PCC

(Professional Certified

Coach)

MCC

(Master Certified

Coach)
인증

교육
60시간 이상 125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코칭

실습
100시간 이상 500시간이상 2500시간이상

멘토

코칭

ACC이상

자격자로부터

10시간이상 코칭받기

PCC이상

자격자로부터

10시간이상 코칭받기

MCC이상

자격자로부터

10시간이상 코칭받기

필기

시험

Coach Knowledge

Assessment

(한국어지원가능)

Coach Knowledge

Assessment

(한국어지원가능)

-

실기

시험
코칭시연 코칭시연

자격

유지
3년 3년 5년

출처: 국제코칭연맹 한국지부 홈페이지

2. 재무코칭의 개념과 필요성

지금까지 코칭의 일반적인 개념과 철학을 확인하였고, 이어서 재무적

이슈를 다루는 재무코칭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재무설계에서 재

무코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재무코칭의 개념

Collins & O'Rourke(2012)은 재무코칭을 코치가 개인 재무관리행동 습

관의 향상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결과를 중

시하며, 체계적이고 강점에 기반을 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가

내포하는 재무코칭의 핵심 개념은 4가지이다. 첫째, 재무코치는 고객과

협업하여야 하며 전문가이기 이전에 촉진자여야 한다. 둘째, 재무코칭은

현실적 대안, 즉 측정 가능한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재무코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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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과 비판적 질문을 통해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체계적인 과정

으로 정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무코칭은 고객의 강점에 집중한다.

코치는 고객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강점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준다.

Collins, Olive & O’Rourke(2013)는 미국에서 시행된 저소득층 어머니들

을 대상으로 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재무코칭이 어떻게 목표

를 구체화하는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참가자들은 ‘돈을 더 저축하고

싶어요.’와 같이 모호한 목표나 ‘1년 후에 목돈을 모으고 싶다.’라는 비현

실적 목표를 가지고 재무코칭을 시작한다. 이때 재무코치의 첫 번째 임

무가 고객과 같이 잘 정의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어서 참

가자들의 목표달성을 미루고, 집중하지 못하는 습관과 같은 장애물을 ‘강

력한 질문’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재무코치는

참가자가 하겠다고 한 행동을 문서화 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해야 하며,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몇 가지 작은 단계로 나누어진

목표별로 해야 할 일들을 특정 날짜까지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

은 단계는 행동 변화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모델과 광범위하게 일치한다

고 하였다.

Delgadillo & Britt(2015)은 재무코칭이 최근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재무코칭은 코칭 심리학과 재무의 결합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재

무전문가가 코칭의 주요 원칙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2) 통합적 재무설계상담을 위한 재무코칭

통합적 재무설계상담이란 전통적인 재무설계상담에 재무코칭과 재무

치료를 접목하여 외부로 표현되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꿈과 가치관,

신념과 무의식 등 내면적 요소를 같이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Klontz et

al., 2016). Klontz et al.(2016)는 통합적 재무설계를 제안하면서, 재무설

계사의 고객이 가져온 외부적 문제만 보아서는 고객이 만족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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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개인들의 재무적 건강을 위해 Klontz et al.(2016)가 제안한 통합적 재

무설계를 재무행동의 변화 관점에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람들의 재무적 건강은 재무적 스트레스가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재

무적 스트레스란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도 하며, 과소비하는 습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재

무적 건강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한 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

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빚이 없고, 수입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유지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투자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들의 재무적 건강을 돕는 전문가들

은 재무설계사, 투자상담사, 부채 및 신용 상담사, 코치, 재무 치료사 등

다양하다. 이 중 재무설계사는 전통적으로 회계, 투자, 돈 관리, 재무설계

와 같은 재무문제의 외적인 면을 다루는 전문가이다. 그러나 이들이 고

객과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끌어낼 방법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양한 재무관련 전문가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목표는 고객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적 재무설계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통합적 재무설계는 고객의 내부적 영역과 외부적 영역을 모두 다룬다.

통합적 재무설계의 요소는 <그림 2-7>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통적 재무설계의 영역은 현실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적 목표를 확인하고 은퇴를 대비하는 미

래의 영역을 포함한다. 또한, 과거의 재무적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의 재

무상황에서의 변화를 모색한다.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다른 축은 기존의

재무코치나 재무치료사들이 다루었던, 내면적 영역이다. 이미 선행연구들

을 통해 고객의 신념, 의도, 자기효능감, 재무태도 등과 같은 내면적 요

소가 재무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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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통합적 재무설계모델

출처: Klontz et al.(2016). Facilitating financial health: Tools for financial planners,

coaches, and therapists, National Underwriter Company. p 6

Dubofsky & Sussman(2009)는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25% 이상이 고객과 비재무적 문제에 집중한 적이

있으며, 74%는 비재무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

고 있다고 하였다. Hanna & Lindamood(2010)는 이상적인 재무설계상담

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재무설계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고객들이 어떤 종류의 조언에 더 가치를 두는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고객의 위험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조언의 방향이 달랐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 성향이 큰 고객일수록 부를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조언보

다는 위험을 줄이는 조언에 대하여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 이는 재무설

계가 고객의 태도나 신념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질 경우,

고객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해당 조언을 실천하여 변화를 일으킬 동인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부적 영역을 다룬다는 점과 더불어 재무설계상담에 재무코칭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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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되어야 할 필요성은 코칭의 중요한 요소인 고객의 책무성에 있다.

Argyris(1994)는 내적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책임을 스스

로에게 있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

럼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의사소통방식을 재무설계상담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재무설계상담을 받는 고객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재무설계사나 의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고객이나 환

자를 의사결정에 동참시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요구

사항의 수준이 더 복잡하고 정교해졌으며, 고객은 전문가가 그들의 요구

사항을 존중하여 함께 협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nutsen & Cameron, 2012).

고객이 직접 재무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고객

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며, 행동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코칭은 고객

의 책무성을 중시하며 고객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기본으로 하여 의사소

통하는 방식이다. 또한, 고객을 계획과 행동의 주체로 본다. 이러한 코칭

의 특성은 재무관리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Klontz et al.(2016)은 재무설계사들이 재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조언하는 것을 하지 말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단지, 재무전

문가가 자신이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적당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혜진 등(2015)은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위해 코칭의 적용가능성을 검

토한 연구에서 재무코칭은 코칭과 재무설계상담이 결합되어 재무설계능

력을 향상해주고 가계의 재무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문적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인 CFPB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복지 증진을 향

상하려는 방편으로 재무코칭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다. CFPB에서 내린

재무코칭의 정의는 숙련된 재무코치가 고객과 협업하여 고객의 개인적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재무코칭을 받은 사람

들은 목표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현금관리 기술이 좋아지며, 저축은 증가

하고 신용점수와 부채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재무적 자신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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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고 하였다(CFPB, 2016; CFPB, 2017)

3. 재무코치의 자질

재무코치가 가져야 할 일반적인 필수 역량을 알아보고, 재무코칭을 재

무설계에 접목하기 위한 차원에서 코치로서 자질과 재무설계사의 자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재무코치의 필수 역량

Collins et al.(2007)는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면담을 통해

재무코치에게 필요한 역량을 네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는 재무지식으로,

재무설계의 주제가 되는 현금 및 부채관리, 투자, 은퇴, 교육비 마련, 세

금, 피고용인 혜택, 위험관리, 부동산설계, 자영업자 관리, 상속설계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촉진 기술로 국제코칭연맹(ICF)에서

자격심사기준으로 사용하는 핵심 코칭 역량을 들었다. 이는 윤리적이고

전문적 기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초 역량,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기술, 경청과 질문과 같은 효과적 의사소통기술, 그리고 학습과 결과를

촉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각 수준

을 높여야 하며, 수행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며 과정과 책무성을 관

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ollins et al.(2007)는 재무코치가 재무전문가와 코칭전문가의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면은 있지만, 고객이 가진 재무적 문제들의 복잡성

과 고객의 재무적 상황의 안정성에 따라 필요한 역량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CFPB는 재무코치가 고객의 재무적 목표 달성하기 위해 그들과 협업

하고 그들을 안내하는 숙달된 전문가들이라 하였다. 또한, 재무코치는 각

고객의 개별적 필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접근법을 사용하고,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재무 생활 영역에서 발전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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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2017년에 CFPB에서 주최한 재무코칭관련 심포지움에서는 재무

코치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하여 업계 리더들과 연구자들, 연구비 지

원자들의 논의를 모았다. 그 결과 중심적 역량은 코칭 역량과 재무적 전

문성이며, 더불어 필요한 재무코치의 역량으로 합의한 내용은 다음 <표

2-13>와 같다.

<표 2-13> 재무코치가 가져야 할 역량

역량 내용

코칭 및 동기부여 기술

고객의 재정 목표와 관련하여 고객의 행동 패

턴, 강점 및 가치에 대한 자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객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역

량

재무적 지식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도록 폭과

깊이를 지닌 지식
문화적 대응력 및

체계적인 이해.

코치가 그들이 봉사하는 인구와 적절하고 확실

하게 소통 할 수 있는 역량
자기 인식 및

자기 관리 기술

자기 편향의 영향을 피하고 소비자와 협력하면

서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역량

경청과 의사소통기술 소비자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역량

윤리의식

고객과의 비밀을 유지하고, 금융 상품 및 서비

스의 부적절한 홍보 방지 등 전문가적 도덕성의

유지
지역사회 다른 프로그

램에 대한 지식

소비자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조직에 연결

시킬 수 있는 역량

자료 수집 및 정보기술

능력

고객의 성과를 추적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

식으로 후속 조치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

량

홍보, 참여 및 마케팅

기술

잠재 고객 및 광범위한 지역 사회가 금융 코칭

서비스를 인지하고 활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출처: CFPB(2017)

전문가들은 위의 역량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그 필요

기준을 너무 높이 설정할 경우 재무코칭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방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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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재무코치가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수록

저소득층에서 재무코칭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재무코치로의 법적인 자격증이나 인증제도는 미국에서도 아직 마련되

지 않은 상황이다.

2) 코치로서 자질

국제코칭연맹(ICF)에서는 1998년 210명의 고객이 코치의 역할을 어떻

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코칭을 받은 후 얻은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85%의 고객은 코치의 역할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들었으며, 동

기 부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 사람이 78%였다(Collins et al., 2007). 이

는 코치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경청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Klontz et al.(2016)도 통합적 재무설계를 통해 고객의 삶의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재무설계사가 적극적으로 듣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전문코치 교육기관에서도 경청하는 기술은 코치가 가져야 할

필수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Corporate Coach U, 2016).

LeSure(2014)는 코치가 가져야 할 역량 5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경

청의 능력으로 고객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인지하

는 것도 중요하며, 어조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움직임도 들을 수 있어

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둘째는 직관력이다. 6번째 감각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능력은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신호를 잡아내는 감각으로 설명하였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배우게 하는 것으로 행동하고 익히고, 다시 익힌 것

에 입각한 행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돕는 능력이다.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으로 코치는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 답을 주고

싶은 코치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호기심으로

고객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질문을 해야 코칭이 효과적일 수

있다. 고객을 이끌기보다는 즐겁고 경탄으로 가득 찬 고객과의 여정에

있어 호기심은 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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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설계사로서 자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칭을 하기 위해서 코치가 반드시 해당 분

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무코치는 재무설계프로그램을 진

행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하며, 적당한 재무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재무설계사로의

자질이 요구된다. 어느 정도의 재무적 전문성을 보유할 것인지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성영애 등(2006)가 정리한 국내 재무설계관련 자격증 및 대학교의 소

비자 재무설계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재무설계사의 자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성영애 등(2006)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재무

설계사(FP: Financial Planner)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

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재무설계 및 상담에 필요한 금융경제지식, 금

융자산운용전략, 부동산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보험설계, 은퇴 및 노후설

계, 세금제도, 관련법률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전문지식과 FP 로서의 직무

윤리, 고객과의 상담기법 등을 습득하여 소비자들에게 종합적인 재무서

비스를 제공한다. FP는 증권, 보험, 은행 등 업계 간 경쟁과 많은 수요로

인하여 여러 개의 FP 시험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험 과목과 자격증의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

다. 또한 한국FPSB는 미국의 CFP(Certificated Financial Planner)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1985년부터 시작된 CFP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서는 교육과 시험, 경험 및 윤리의 네 가지 영역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규정, 보험설계, 투자설계, 부동산설계, 세금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의 7개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

른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FPSB는 CFP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입문자격제도로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의 자격인증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증자들을 위한 계속교

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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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재무설계사의 자질을 파악해 보면, 미국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CFP 자격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위에서 나열한 윤리규정 등 7개 영역에 대한 과목과 더불어 상담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학과들을 살펴보면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경영학 관련 분야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소비자학 관련학

과가 있었다. 국내 대학도 소비자 재무설계론, 가계경제론, 보험설계와

위험관리, 소비자재무상담, 은퇴 및 노후설계 등의 과목 등을 개설하고

있다. 금융업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은 소비자 재무설계론이었으며, 은

퇴 및 노후설계와 세금설계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성영애 등, 2006).

이를 종합해 보면, 재무설계사는 기본적인 재무설계의 개념을 알고 위

험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은퇴와 노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융상품, 대출, 부동

산, 보험, 세금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질들은

대부분 지식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인증제도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

는 부분이다. 그러나 재무설계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나 상담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하여는 규정된 바가 거의 없다.

4.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

다양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

다.

1) 호주의 재무코칭상담모델

호주에서는 일부 재무설계상담회사에서 코칭을 재무설계상담에 활용

한 재무코칭상담모델(FCAM)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Knutsen &

Cameron, 2012). 그 시작은 다음과 같았다. 2003년 이후 재무설계상담



- 77 -

받은 고객들의 시장과 기업 붕괴로 인한 재무손실 규모에 대한 일반적

우려를 반영하여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전문적 재무설계상담의

절차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객에게 재무설계사의 조언이 적절했는지

의사소통하지 않았고, 조언을 수행할 고객의 지식 부족을 고려하지 않았

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ASIC 2003, 2006). 이를 계기로 기존의

제도하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재무설계자문모델(FPAM)이 고객의 개별적

차이를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재무설계상담회사에서 재무코칭상담모델(FCAM)

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Knutsen & Cameron, 2012).

Knutsen & Cameron(2012)은 FCAM을 깊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하

여 근거 이론 방법론을 사용하여 실제 상담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면

담을 하였다. 그 결과 고객은 학습에 대한 개방성을 재무코칭상담 프로

그램을 지속하여 받게 만드는 핵심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재무적 조언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 준 것이 상담을 효과적으로 만들었음을

강조했다. 전통적 방식의 재무설계상담에서 그들의 진짜 재무적 문제들

이 무엇인지 무관심했다고 느꼈지만, 재무코칭상담모델에서는 그들의 지

각을 강화해주었다고 했다. 면담 대상이 한 쌍의 부부였다는 점은 실증

적 결과를 도출하기 한계가 있지만, 면담을 통해 재무코칭상담 모델이

기존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요소를 알아보는 의미가 있다 하였

다.

2) 미국의 재무코칭프로그램

미국에서는 재무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코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Collins & O'Rourke(2012)는 미국의 두 곳에서 실시된 저소득층 대상

재무코칭의 효과를 분석하여, 코칭이 재무관리행동에 도움이 됨을 입증

하였다. Collins et al.(2013)은 위스콘신 평생학습 대학(Univierity of

Wisconsin-Extension: UW Extention)의 교사들이 추진한 재무코칭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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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Money $mart 를 분석하였다. UW Extention 에서는 재무코칭을

홍보하기 위하여 재무코치를 교육하고, 코치와 협력에 관심 있는 지역

사회 구성원과 훈련된 재무코치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최초로 추진한 재무코칭프로그램이 미취학 아동의 저소득층 부모에게 재

무코칭을 제공하는 Money $mart 프로그램이다. 재무코치로 교육받은

사람들인 주택상담사, 재무상담사 등 재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에서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향후 재무코칭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고, 61%는 6개월 이내에 재무코칭을 해볼 계획이라고 하였다.

Collins et al.(2013)는 재무코칭은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재무역량

을 강화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실행된 재무코칭프로

그램을 분석한 후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는 재무코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교육보다 감독 하에서의 실습이 효과적인데,

이를 위한 집중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재무코칭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져야 하므로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므

로 그룹 단위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NeighborWorksAmerica(NWA)는 씨티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 및 중

간소득층의 개인과 가계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코칭

분야를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Neighborhood Reinvestment

Corporation, 2013).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비영리 실무자가 효과적

인 재무역량 및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 제공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2년

에 거쳐 30 개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 지원 및 교육, 기술 지원, 동료 학

습 및 평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였다.

Neighborhood Reinvestment Corporation(2013)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기관의 재무코칭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무코칭의 결과를 평가한 것

을 보면 재무코칭이 재무관리행동 변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재무코칭에 참가한 고객들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재무관리행동의 변화가 지속해서 나타났다. 저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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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던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저축을 시작했으며, 비정기적으로 저축하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객들은 특정 목표를 위

해 저축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다른 용도로 지출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했

다. 또한, 무담보 채무를 가진 고객들은 부채를 줄였으며 신용카드, 학생

대출 및 미지급 의료 청구서의 미지불 잔액이 많은 고객은 그 잔액이 감

소하였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고객들은 자신과 재정 상황에 대해보다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더 많은 수의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 보고서를

얻고 이해하는 방법과 신용을 구축하거나 향상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객들의 재무적 안정성이 증가하였는데, 고객들은 자신들의 돈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재정을 더욱 잘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

며, 재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고객의 비율이 극적으로 감소했

다. 더욱이 참가자들은 재무적 위기가 발생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확

신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LeSure(2014)는 재무역량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010년 설립되

는 등 미국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금융교육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으나, 그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무코

칭에 국한하여 금융교육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재무코칭

을 재무지식과 행동 사이의 틈새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보았으며, 실제

재무코칭을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점수의 상승을 확인하였다. 그

는 재무코칭은 재무계획에 필요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재무적 안전성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재무코칭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무코치에 대하

여 재무적 영역 이외의 부분에 대한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인 CFPB는 2015년 재무코칭계획(Financial

Coaching Initiative)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60명의 재무코치를 전국적

으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은 재무상담사와 재무코치가 되기 위

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비영리 기관이나 정부주도 기관에

서 무료로 재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에 CFPB는 재무코칭관련 심

포지움을 열어 업계 리더들과 연구자들, 연구비 지원자들이 재무코칭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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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향후 연구할 영역에 대하여 합의하고자

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재무코칭의 효과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 들을

검토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연구는 지역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업인 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s(LISC) 의 Financial

Opportunity Centers 에서 제공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성과에 관한 것이

다. LISC는 개인들에게 고용 보조 및 소득 보존 서비스와 더불어 일대

일 재무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ne & Economic Mobility Corporation(2016)은 6년간, 5곳에서 이루

어진 재무서비스를 평가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용 보장 서비스와 재무코칭 서비스를 모두 받은 경우, 취업이나

재무 건전성이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무코칭을 오래

받은 사람일수록 그 개선 정도가 컸다. 두 번째 연구는 저소득층과 중산

층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해 미국의 지역 정부 기관에서 조성한 Cities for

Financial Empowerment Fund(CFE Fund)에서 수행한 것이다. 5곳의

Financial Empowerment Centers(FEC)에서 제공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평가하였다(The CFE Fund, 2017). FEC는 전문적인 일대일 재정 상담을

제공하여 거주자가 재정적 어려움과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

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 공공 서비스 기관이다.

Theodos, et al.(2015)은 미국의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인 Urban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뉴욕과 마이애미의 재무코칭프로그램을 평가하

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두 곳의 재무코칭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총 3∼4

회의 재무코칭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마이애미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두 곳의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약간 차

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의 재무적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3) 우리나라의 재무코칭프로그램

재무코칭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국내 연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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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없었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았다.

장동호(2013)는 미국의 지역 사회 비영리 기관들이 제공하는 재무코칭

프로그램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국내 빈곤예방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최현자 등(2015)은 은퇴설계의

실행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해 은퇴코칭모델을 개발

하였다. 전문가 자문과 재무설계사들의 평가를 거쳐 개발한 이 모델은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은퇴설계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 코칭기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로 평가된다. 조혜진 등(2015)은 국내 가계 재무설계상담 분야에 코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와 코칭

을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재무교육이나 재무설계상담의 효과

를 향상하고 재무설계상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재무코칭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국내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

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으므로, 일반적 코칭과 관련된 효과분석 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성진·송계충(2010)은 코칭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코칭효과연구의

전반적 개념 모형을 구축했는데, 코칭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코

치의 특성, 코칭 고객의 특성, 코치와 코칭 고객간 관계의 특성, 코칭을

지원하는 조직의 특성, 그리고 코칭 대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코칭 시

스템을 들었다. 또한 코칭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조직성과와 같이 정량적 업무와 관련된 변수들 외에 자기효능감, 가

족관계, 삶의 질과 같은 정성적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조성진·송계충

(2010)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의 코칭교육과 8주간, 주 1회의 코칭

을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설문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코칭은

자기효능감, 가족관계, 직무성과, 직무만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현숙·권영대·노진원·정이다(2014)는 의사코칭을 통

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 의사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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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참가자인 의사들은 1시간씩

2회의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로서 환자와 소통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코칭을 받게 된다. 코칭 후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측정

결과는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그러나 총 2시간의 시간이 코칭을 이해하고, 코칭을 받아 원하는 바

를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코칭

을 통해 의사소통기술의 향상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

사된 바가 없다.

탁진국·임그린·정재희(2014)는 긍정심리 기반의 그룹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 프로그

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탁진국 등(2014)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실험집단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 사

후, 추후1, 추후2, 추후3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

수로는 생애만족, 정신건강, 희망, 주관적 행복감, 낙관성을 사용했다. 집

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 과제의 실천 정도와 효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코칭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관련한

연구들은 <표 2-14>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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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프로그램명:

실행방법

연구대상자

/최초인원

(탈락률)

프로그램

진행

자료조사

방법

참가

비용

종속변수

(측정방식)
기타 조사내용

결

과

김혜연 등

(2009)

라이프코칭교

육프로그램 :

코칭집단교육

(4회*2시간*4

곳)

여 성 5 4명

/ 9 3 명

(42%)

연구자

(코칭자격

에 대한

언급

없음)

사후

설문조사

( 개 방 형

질문 1 개

포함)

무료

만족도

(시간,횟수,내용,난

이도,교육방식,강사

등 9항목)

교육참가이유(개방형)

의식,생활변화를 준 교육

내용

좋았던 교육내용

개선점

교육후 변화

+

조성진·

송계충

(2010)

“파워웰빙 코

칭 프로그램”:

코칭집단교육

(3일*7시간),

1-1 코칭

(8회*60분)

공무원 43

명 / 4 3 명

(0%)

연구자

(전문코치:

KPC)

사후

설문조사

( 내 용 분

석)

무료

( 고 과

인센티

브)

자기효능감,직무성

과,직무만족,조직몰

입 ,가족관계(개방

형설문지)

코칭 주제(주제를 업무에

국한시키지 않고 원하는

주제로 선택하게 한 결

과, 직장문제 보다는 가

정생활이나 교육에 관한

것이 더 많았음.)

+

탁진국 등

(2014)

“행복증진을

위한 긍정심리

기반 코칭프로

그램”

:코칭집단교육

(8회*2시간)

대학생

12명

(실험집단

6명

+통제집단

6명)/16명

(25%)

언급없음

실험집단,

통제집단

의 사전,

사후, 추

후3회 설

문조사

언급

없음

생애만족,정신건강,

희망,낙관성,주관적

행복감

프로그램 과제 실천 정도

와 효과의 상관관계

+

(희

망

제

외)

<표 2-14> 코칭 효과에 관한 연구들



- 84 -

5. 재무코칭과 유사개념의 차이

앞서 살펴본 재무코칭이 유사한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

고자 한다.

1) 재무코칭과 재무설계상담

넓은 의미로 재무코칭은 주제가 재무와 연관된 코칭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재무설계상담에 코칭이 적용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무설

계상담의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는 재무설계를 의미하는 것으

로 가계가 스스로 하는 재무설계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보통명사이

다. 그러므로 재무설계상담은 재무전문가가 고객의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재무설계사가 도움을 주는 방식은 치료

(Therapy), 컨설팅(Consulting), 코칭(Coaching) 등 다양할 수 있는데, 전

통적으로 재무설계상담은 전문가가 재무설계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방식

을 의미해 왔다. 조혜진 등(2015)는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위해 코칭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했고, 그 결과 재무설계상담의 절차에 코칭을 결합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llins et al.(2007)는 재무설계상담을 하는 재무설계사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코칭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재무코칭이

포함된 재무설계상담이 전통적 재무설계상담과 다른 점을 고객의 책무성

에서 찾는다. 재무설계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이라면, 재무코

칭은 전략을 수행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를 두고 재무설계사가 자동차

정비공이라면, 재무코치는 연료를 주는 주유소의 역할을 한다고 비유하

였다. Collins & O'Rourke(2012)은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

기하였는데, 재무코치는 고객의 실행을 돕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고객이 지속적인 실천을 하는지를 모니터해야 한다. 고객의 성공을 축하

해주고, 고객의 책무성을 지켜주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의 목표달성에 방

해되는 미루기 행동을 방지시켜주며, 자기통제에 실패하고 목표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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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표를 상기시켜주는 것도 재무코

치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2) 재무코칭과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

Delgadillo(2015)는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을 특정한 재무목표

를 정의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후고, 인간

적 방식으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는 전 과정으로 정의한다. 성영애 등

(2006)은 재무상담이 재무설계나 재무교육보다 좀 더 단기적인 재무문제

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Mason & Poduska(1986)은 재무상담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의 문제는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것들이며, 그들의

부적절한 재무행동으로 인해 야기되었고, 그들의 스트레스는 내면적 요

인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Collins et al.(2007)은 재무코칭은 고객의 재

무관리행동의 변화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

는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과 차별된다고 하였다. 재무상담은 본

질적으로 치료적 경향이 있으며, 재무코칭은 고객이 직접 정한 목표 달

성을 위한 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재무상담은 주로 비

영리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파산 상담, 주택마련상담 등 전문 상담 분야

가 있다(Collins et al., 2007).

Collins & O'Rourke(2012)는 재무코칭과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의 차이를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간과, 교훈적이고 가르치는

요소, 책무성과 사후관리, 성과, 그리고 고객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

2-15>와 같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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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재무코칭과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의 차이

재무코칭 재무상담
서비스 시간

(상담 및 코칭 기간)
몇주, 몇 달 이상 몇분, 몇시간, 몇주

교훈적 성격 없다 약간 있다
책무성/사후관리 항상 있다 약간 있다

결과
기능향상,

스스로 원하는 행동
문제 해결

고객 유형 안정적 위기상황

출처:Collins & O'Rourke(2012)

3) 재무코칭과 재무치료

재무치료(Financial Therapy)가 다른 재무관련 상담과 가장 구별되는

것은 관계와 감정을 다룬다는 것이다. Archuleta et al.(2012)에 따르면

재무치료는 재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관계적,

그리고 경제적인 양상들의 융합으로 규정된다. 재무치료의 영역은 재무

와 정신건강의 교차점이며, 재무적 이슈의 원인을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어려움에서 찾는다.

재무치료에서 ‘치료(Therapy)’는 고객의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문제점

을 진단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이나 가족 단위로 하는 정신치료

의 두 가지 전문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Klontz et al.,2016). 즉, 재무치

료는 재무적인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고객

에게 필요한 치료적 차원의 서비스이고, 재무코칭은 행동의 개선이 필요

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이 필요한 영역에서 단순한 재무적 문제뿐 아니라, 관계중심

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면 재무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

Klontz et al.,(2016)가 제시한 코칭과 치료의 차이를 토대로 정리한 재

무코칭과 재무치료의 차이는 <표 2-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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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재무코칭과 재무치료의 차이

재무코칭 재무치료
조언하는 모델 의학적 모델
해결책 중심 전통적으로 문제 중심
재무목표의 설정과 달성에 집중 평가, 진단, 치료에 집중
고객의 후속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무관련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코치는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한

다

치료사는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한적 신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

하게 한다.

잘못된 신념을 인식하여 변화시킨

다.

행동습관을 최적화하고 개선시킨다.
충동구매와 같은 문제적인 행동습

관을 변화시킨다.

출처:Klontz et al.,(2016)

Delgadillo & Britt(2015)은 재무코칭과 재무치료를 비교한 연구에서 재

무치료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역기능적인 돈에 대한 태도나 돈에

관련된 정신적 질병을 다루며, 개인의 과거 트라우마나 고통을 치유하는

등 광범위한 시간대를 다룬다는 면에서 재무코칭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4) 재무코칭과 재무교육

CFPB(2016)은 행동변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재무코칭

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재무교육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윤정혜 등

(2001)은 재무교육은 재무설계의 중장기적 목표달성 측면과 재무상담의

단기적 재무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포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

였다. Collins & O'Rourke(2012)는 재무코칭과 재무교육의 차이를 제공

되는 서비스의 시간과 교훈적이고 가르치는 요소, 책무성과 사후관리, 성

과, 그리고 고객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 2-17> 와 같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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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재무코칭과 재무교육의 차이

재무코칭 재무교육
서비스 기간 몇주, 몇 달 이상 몇시간, 몇날, 몇주
교훈적 성격 없다 대부분 그렇다
책무성/사후관리 항상 있다 거의 없다

결과
기능향상,

스스로 원하는 행동
지식,기능향상

고객 유형 안정적 대부분 안정적

출처:Collins & O'Rourke(2012)

제 3 절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 방법

본 절에서는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채택하기 위하

여, 코칭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들을 개발에 활용한 방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연구 고찰

재무코칭 프로그램 및 일반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연구들을 개

발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재무코칭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

국내 연구자들이 수행한 재무코칭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들은 조

혜진 등(2015), 최현자 등(2015), Cho, Suh, Lee, Jang & Kim(2016) 등

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조혜진 등(2015)은 호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재무코칭 프로세스

(Knutsen & Cameron, 2012)를 재무설계의 표준적 6단계와 결합하여 재

무코칭 6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코치와 고객 간 관계를

정립하고, 2단계에서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한다. 3단계에

서는 재무상황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교육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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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단계에서 고객이 스스로 재무설계안을 작성하고 재무분석을 하도

록 재무코치는 돕는다. 5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재무설계역량과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코칭을 실시한다. 이때 고객은 스스로 작성한

재무설계안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마지막 6단계는 지속적 코칭과 모니터

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으

며, 실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최현자 등(2015)은 은퇴코칭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코칭 대화모델을

검토하였다. 코칭은 반드시 구조화된 대화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는 전

제하에 관계형성, 목표설정, 계획수립, 실행, 평가의 5단계를 기초로 은퇴

코칭모델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료코칭(peer coaching)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수차례 수정, 보완하였다. 동료코칭이란 코칭

경력이 비슷한 수준의 연구자들이 서로 코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초안을 만들 때부터 실제 적용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은퇴코칭모델 초안은 전문가 자문 및 재무설계사의 평가

를 거치면서 다시 수정되었다. 평가에 참여한 재무설계사는 총 32명이며

은퇴코칭 전문가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로, 은퇴코칭모델

의 초안을 교육받고 실습을 진행하였다. 개발된 은퇴코칭모델은 은퇴의

뜻을 담은 영어단어 ‘Retire’ 의 초성을 활용해서 기억하기 쉽게 하였다.

은퇴코칭모델 RE-TIRE 은 관계형성(Rapport & Empowering), 목표설

정(Target Establishment), 계획수립(Identification), 실행(Realization), 평

가(Evaluation)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주요 내용과 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질문을 단계별로 5가지씩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무설계사의

평가에서 실제 적용 가능성과 단계별 적용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한 분석이나 보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Cho,

Suh, Lee, Jang & Kim(2016)은 개발된 은퇴코칭모델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인 재무설계사들에게 자료를 수집하여 간접적으로 은퇴코칭모델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은퇴코칭모델을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직접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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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코칭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

국내의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

코칭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도 검토하였다. 조성진·송계충(2010)은 코

칭 활동을 코칭대화 프로세스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코칭 현장에서의 의

사소통 과정을 모델화한 것이다. 그들이 여러 가지 코칭 대화 프로세스

모형을 비교한 후 공통점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결하고

자 하는 코칭의 이슈와 목표를 정하고 있다. 둘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코칭 고객을 동참시키고 있다.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의 실천 의지

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들이 코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

한 코칭 효과의 개념모형에서는 코칭 접근법과 코칭 대화프로세스가 자

기효능감, 성과, 만족에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코칭접근법이란 코칭철

학과 코칭의 핵심가치인 소통, 역량개발, 임파워먼트를 기반으로 한 목표

지향적 접근법이다. 그들이 개발한 코칭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단계별 주

요 질문은 <표 2-18>와 같은데, 해당 질문들은 기존 주요 코칭대화 프

로세스 모형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순하면서도 통

합적으로 되도록 개발된 것이다(조성진·송계충,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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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코칭 단계별 주요 질문

단계 주요질문

1단계

(정형화)

당신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 입니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

니까?

우리가 코칭을 마쳤을 때 어떤 성과를 얻고 싶습니까?

2단계

(상황파악)

당신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원하는 모습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

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당신의 결정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3단계

(실행계획

의 수립)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

까?

당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단계

(양육지원)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코치인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 있습니까?

코치인 제가 무엇을 도와 드리면 좋겠습니까?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해 보시겠습니

까?

실행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느낀 것은 무엇입니

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

습니까?

출처:조성진·송계충(2010)

김혜연·곽인숙·홍성희·김성희(2009)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코칭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코칭 대화모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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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코칭 전문가인 4명의 연구자가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수차

례 가져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수들에게 검토받았다.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수정 보완한 결과물을 ‘내 마음의 행복

풍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4회기(회기당 2시간)로 구성된 라

이프코칭 교육프로그램으로 코칭의 이해, 대화법의 개선, 의식강화 훈련,

사명선언서의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탁진국 등(2014)은 행복감 증진을 위하여 긍정심리 기반의 코칭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그

들은 행복 관련 변인들을 고찰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문헌 고찰과 연구원들의 토의를 통해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예비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남상은·유기웅(2017)은 대학생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실행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학사경고자들에 대한 대

학별 지원 프로그램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1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적용과정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2차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재 실행한 후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임이랑(2020)은 대학생 대상 학업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

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 설계, 개발, 실행 그리고 평가의 5단계

로 구성되는 ADDIE모형을 사용하였다. ADDIE 모형은 교수체제개발

(ISD: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모형 중 하나이다(임철일·이

지현·장선영, 2007)

이상을 검토한 결과,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구조화된 대화모

델에 바탕을 두고, 질문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방법으로는 예비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실행연구

방식과, 교수체제개발 모형인 ADDIE 모형을 따르는 방식이 있었다.

2. ADDIE모형과 실행연구의 비교

교수체제개발(ISD)모형은 수업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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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로 파악하는 것(임철일 등, 2007)으로 거시적으로는 인간의 교

육과 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체제적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및 평가의 과정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다(정재삼, 1996). ISD의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ADDIE모형과 Dick 과

Carey의 모형(Dick & Carey, 1978: 임철일 외, 2007에서 재인용)이 있다.

교수체제개발의 주요 과정들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

(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그리고 평가(Evaluation)이기 때문

에 ISD의 일반모형이 ADDIE모형으로 불린다(정재삼, 1996). Dick 과

Carey의 모형은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체계화 시킨 것이다(임철일 등,

2007).

ADDIE모형은 최근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이대겸

외, 2017; 임이랑, 2020). 그러나 ADDIE모형을 비롯한 전통적인 ISD 모

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들이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설계자는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자가 요구하는 상황적 정보들

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제기되어 왔다(임철일 등, 2007).

실행연구(action resarch)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현장연구

중에서 개선을 목표로 하되 연구와 실천이 순환적으로 전개되는 연구를

지칭한다(이용숙·김영천·이혁규·김영미·조덕주·조재식, 2005). 이러한 방

법은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된 바가 없으나 교육학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강지영·소경희, 2011),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김남수, 2003; 권현지, 2012; 전세경, 2018)은

물론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사용되고 있다(남상은·유기웅, 2017).

이용숙 등(2005)은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반성적 실천의 자기

순환과정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실행연구는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실천 분

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연구방식이라고 하였다.

ADDIE 모형과 실행연구는 그 절차가 유사하지만, 단선적으로 끝나는

ADDIE모형과 달리 실행연구는 다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절차가 추

가된다는 면이 다르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실제 재무설계상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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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행연구를 통해 재무코칭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실행연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

에서 상술하였다.

3. 실행연구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실행연구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고

실행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을 정리하였다.

1) 실행연구의 개념

실행연구란 교수·학습과정이나 환경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교사, 행정

가, 상담가 등이 그들 자신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들이 어떻게 가

르치며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체계적 탐구로 정의된다(Mertler, 2013/2015). 또한 실행과 연구를 동시

에 추구하는 방법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김남수, 2003).

한상희(2013)는 실행연구란 연구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실천을

스스로 탐구해가는 연구방식이라고 하였다. 실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적 실천과 연구의 연결을 강조하는 다양한 학문에 있다. 한상희

(2013)는 실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실생활의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실

용주의, 인간중심의 자율과 참여를 주시하는 인간주의 철학, 맥락을 중시

하는 구성주의, 동태적이고 역동적 과정을 강조하는 체계이론과 복잡성

이론, 사실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비판이론, 맥락적이고 일상적 지식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들었다.

조용환(2015)은 실행연구는 새로운 개입을 수행하면서 그 개입이 어떠

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자세히 살피는 연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행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실행연구는 실행이 곧 연구가 되는 철저한 현장연구이다. 연구

자의 해석적 개입, 참여자의 반성적 자기분석도 현장의 현장을 위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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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실행연구는 생활세계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현장사람들의 문제에 연구자가 동참하여 실행이 연구인 방법을 통해서

현장 맥락에 맞게 그 사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

도록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실행연구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주체를 형성한다. 이는 연구참

여자가 주인이 되도록 하고, 연구자는 더불어 사는 삶의 실질적 개선에

동참하는 비판적이고 실천적 지식인으로 거듭나고자 함을 뜻한다.

넷째, 실행연구를 통해서 현장이론을 생성할 수 있다. 실행연구는 현

장에서 생성되고 현장에 뿌리를 둔 현장 지향적인 이론의 생성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

또한, 실행연구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질적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이고 동시적으

로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실행연구의 특성 때문이다(최의창, 1998).

실행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삼각검증과 진실가치

(True value)를 위한 구성원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남호엽·곽신권,

2005). 남호영·곽신권(2005)은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한 실행연구의 삼각검증으로 교생과 지도교사 그리고 협력교수의

일지, 이메일 자료, 인터뷰자료, 수업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였

다. 외적 타당도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하여는 작업가설들(working

hypotheses)과 구체적 보편개념들(concrete universals)의 차원으로 이해

하였다.

어떠한 실행연구가 이루어진 조건과 같은 조건이 시공간적으로 되풀

이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실행연구의 결과로 자연과학적인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임을 의미한다. 이에 실행연구의 결과는 다른 상황에

서 의미 있게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연구결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고려된 정보의 제공 차원으로 후속

작업의 가설 역할을 하며, 특정 사례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다른 사례의

이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 보편성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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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행연구의 신뢰도는 주로 연구 과정에서의 합리성에 근거하며, 오랜

참여와 지속적인 관찰 및 다양한 사례 분석이 합리성을 높여준다(남호

엽·곽신권, 2005).

2) 실행연구의 과정

순환적 과정을 강조하는 실행연구의 구체적 과정은 ‘계획 - 수행 -

발전 - 반성 ’의 단계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이는 <표 2-19>과 같이 9

단계로 구체화 될 수 있다(Mertler, 2013/2015).

<표 2-19> 실행연구 과정

일반적 과정 세부 단계

계획 단계

주제 확인 및 한계 설정
정보 수집
관련 문헌 고찰
연구 계획 수립

수행 단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발전 단계 실행 계획 수립

반성 단계
결과의 공유와 소통
과정에 대한 반성

출처: Mertler (2013/2015)

Mertler(2013/2015)에서 실행연구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계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한다. 전문서적, 학술 논문, 웹 사이트의 정보 등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관련 문헌을 고찰한다. 이

어 연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연구 윤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수행 단계에서는 계획을 수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한다. 현장기록이나

면담, 기존 문서나 기록, 체크리스트나 설문지 등 계획을 수행하면서 어

떠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자료는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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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통해 자료의 질과 정확성을 확고하게 도와준다. 수행 단계에서

질적 자료의 분석은 수집과 함께 시작되고,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에 지

속하며, 자료의 수집이 끝난 후에 완료된다. 양적자료는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이 모두 끝난 뒤에 일어나며, 대부분의 실행연구 분석에서는 양적

자료의 분석은 기술 통계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발전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통해 결과를 얻고, 그러한 결과를 해석

하고, 해석으로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실행계획

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적 반성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연구에서 의도했던 효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

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실행계획은 장차 시행할 처치나 개입 전략, 지

도 방법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될 수도 있고, 후속 실행연구 순환에 대

한 설계나 제안이 될 수도 있다.

반성 단계에서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하여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연구자 자신이 특정 실행이 이루어지는 순환의 끝부분에

해온 것을 반성하는 것과 실행 과정 중에 반성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반성이 모두 중요하다.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반성은 연구자가 연구의

출발점에서 내린 결정에 구속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절차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반성은 마지막 단계뿐만 아니라 실행 연

구순환 과정 전체에서 이루어진다.

실행연구는 명확한 시작점은 있지만, 명확한 종점은 없다. 예를 들어

실행연구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효과성을 평가하고 분석한 다

음, 발전된 수정안은 다음 해에 다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행연구

는 순환적이면서 나선형으로 표현된다(Mertler, 2013/2015). 실행연구의

연구자는 단계를 뛰어넘거나 재조정할 수 있으며, 몇몇 단계는 한 번 이

상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Johnson, 2008: Mertler 외, 2014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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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각 연구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연구문제와 실행연구에 기반

을 둔 연구 설계를 제시하였고, 제 2 절에서는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방법과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무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무관리행동이 재무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재무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구문제2] 개발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행연구

(action research)란 연구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실천을 스스로

탐구해가는 연구방식으로(한상희, 2013), 생활세계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조용환, 2015), 실제에서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Mertler, 2013/2015).

실행연구의 연구목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하나

의 목적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이용숙 등, 2005). 본 연

구의 목적은 맥락적이고 동태적인 재무설계상담의 과정에 코칭을 접목시

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행연구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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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절차와 양식 및 프로그램 운영지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실행연구의 기본 틀인 계획, 수행, 발전, 반성의 체계(Mertler,

2013/2015)에 입각하여 다음 <그림 3-1>과 같이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

실행연구의 연구결과는 맥락 특수적이고 특정참여자와 그들의 환경이

나 상황이 개별적이고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

다. 그러므로 실행연구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결과로 입증되는 분명한 변

화, 즉 실제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Mertler, 2013/2015).

<그림 3-1> 실행연구에 입각한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과정

실행연구의 엄밀성은 순환의 반복, 장기적 참여와 지속적 관찰, 연구

과정에서의 경험, 자료에 대한 다각 검증, 구성원 검토, 참여자 확인 등

으로 확보할 수 있다(Mertler, 2013/2015; 남호엽·곽신권, 2005).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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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적 연구로서의 엄밀성을 확보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의 반복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연구참여자들에게 반복하여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행연구들의 경우 프로그램의 반복은 첫 번째 수행이 모두 끝난 후에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안을 가지고 두 번째 수행

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 번째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을 마

치기 전에 두 번째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을 시작하였다. 재무코칭프

로그램의 특성상 한 단계와 다음 단계 사이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고객이 정하는 재무코칭의 주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기본 단계는 유지되므로 각 단계는 서

로 다른 대상에 대하여 5회 반복하여 수행되게 된다. 한 고객을 대상으

로 모든 단계를 마치고 새로운 고객을 시작하는 대신 시간 차이를 두고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진행하면, 더욱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무코칭프로그램은 5회 반복 수행되었다.

둘째, 장기적 참여와 지속적 관찰을 하였다. 주1회씩 5∼7회의 상담을

하게 되면 약 2달이 소요된다. 모니터링까지 1달∼3달의 기간을 두게 되

면 총 연구에 참여하는 시간은 최소 3달 이상으로 예상되었다. 장기적이

라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으로, 3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길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거의 연구와 비교하여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대

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밀착된 관찰로 판단하였다.

셋째, 자료에 대한 다각 검증을 위하여 상담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전

사한 자료 외에도 재무코칭의 활동지, 재무코칭의 보고서, 고객의 피드

백, 고객이 작성한 재무정보 및 객관적으로 확인한 재무정보 등의 자료

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자료를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인 고객의

의도를 재무코치인 연구자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해, 고객의 말을 전사한 내용과 이를 연구자가 해석하여 일반화한 문장

을 고객에게 검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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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

실행연구의 첫 번째 단계인 ‘계획’ 단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단계

에서는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목표를 설정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

대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다.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목표설정과 정보수집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목표와 개발 방향을 밝히고,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고찰한 문헌들을 정리하였다.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목표와 개발 방향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재무관리행동 변화를 통한 재무복

지 향상이며, 이를 위하여 개발하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재무목표달성을

위한 방향으로의 재무관리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첫째, 재무관리행동 변화가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재

무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재무코칭프로그램은 고객3)의 재무

재무설계를 도울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재무전문가가 고객의 재무설계를 대행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스스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코칭의 철학과 기술을 사

용할 것이다.

셋째, 일정 수준의 재무 전문성과 코칭 역량을 가진 재무코치4)라면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인 지침과 도구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

를 통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재무설계상담은 재무설계사의 역량 및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3) 본 연구에서 ‘고객’은 재무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개인, 소비자, 또는 피코치를 의미한다.
4) 본 연구에서 ‘재무코치’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재무 및 코칭 전문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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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무설계상담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 품질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된 재무코

칭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고객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는 서비

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2)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위한 문헌고찰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재무설계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므로, 한국FPSB(2017)에서 제시한 재무설계상담의 6단계 검토를 출발점

으로 하였다. 여기에 코칭을 결합하기 위하여 코칭의 대표적인 대화모델

인 GROW 모델과 호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재무코칭상담모델

(FCAM) 및 재무설계에 있어 코칭의 적용가능성 연구(조혜진 등, 2015)

와 은퇴코칭모델에 관한 연구(최현자 등, 2015)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

에서의 노하우와 활용도구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무설계상담의

사례연구와 문헌들(김재성, 2014; 하창룡, 2016; 한국FPSB, 2017; 고경

호, 2018; 이천, 2019; Kinder & Galvan, 2006/2010, Klontz et al., 2016;

김준호, 2011; 김현용, 2011; 배성호, 2011; 정재기, 2012; 신영준, 2012;

최재경, 2013)을 고찰하였다.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전

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절차별 목표

를 구성하고, 각 절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용도구들을 개

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재무코치가 참고할 수 있는 운영지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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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코칭 중에 기록할 수 있는 재무코치의 활동지도 개발되어야 한다.

운영지침에는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코칭이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코칭

질문들이 포함된다. 재무코칭을 마치고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재무코

칭 보고서 양식도 마련된다.

2)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재무코칭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의 목적은 전문가들의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경험적

조언을 얻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적 접근법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선정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재무코칭프

로그램은 고객의 재무설계를 코칭을 통해 돕는 프로그램이므로 재무설계

상담의 전문가와 코칭영역의 전문가의 검토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

였다. 또한, 소비자학계 전문가의 검토의견도 들어보았다. 재무설계상담

의 전문가로는 CFP자격을 소지하고, 실제 고객과의 재무설계상담을 10

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재무설계사 3명을, 코칭 전문가로는 전문코치

(KPC)인증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고객상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코치

2명을 선정하였으며, 소비자학계에서는 소비자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을

선정하였다. 두 명의 소비자학 전문가는 모두 재무설계상담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으며, 그 중 한명은 코칭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

의 프로필은 다음 <표 3-1>과 같다.

전문가 검토를 위해서 면담 당일, 재무코칭프로그램 초안과 활용도구

양식 및 운영지침을 출력하여 전달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

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2단

계의 세가지 질문이나 가치계단 질문에 대하여 30분 이내로 시연을 하기

도 하였다. 심층면담은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

해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대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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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별 면담시간은 최소 33분에서 최대 95분이 소요되었으며 평균

약 1시간정도 소요되었다. 귀납적인 접근을 위해 주요 질문에 대한 전문

가들의 반응에 따라 구체적인 후속질문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심층면

담에서 사용된 반구조화 질문지는 <표 3-2>와 같다.

<표 3-1>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프로필

영역 전문가 프로필

재무

설계

상담

A1

-자격: CFP

-현: 독립 재무설계회사 책임연구원

-경력: 재무설계상담 실무경력15년 이상

A2

-자격: CFP

-현: 독립 재무설계회사 대표

-경력: 재무설계상담 실무경력 10년이상

A3

-자격: CFP

-현: 공공기관 재무설계상담역

-전: 증권회사 PB(Private Baker)

-경력: 재무설계상담 실무경력 10년이상.

소비자
B1

학력: 소비자학 박사(재무전공)

연구영역: 재무설계상담, 소비자 재무역량, 은퇴설계 등

B2
학력: 소비자학 박사(재무전공)

연구영역: 재무설계상담, 은퇴설계, 은퇴코칭모델 등

코칭

C1

-자격: 전문코치(PCC: Professional Certified Coach)

-학력: 경영학박사

-현: 대학교산하 코칭연구 센터장

-경력: 코칭 실무경력 20년 이상

C2

-자격: 전문코치(PCC: Professional Certified Coach)

-현: 코치 인증 심사위원, 전업코치

-경력: 코칭 실무경력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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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전문가 검토용 비구조화 질문지

구분 확인할 사항들

공통 질문

1. 재무코칭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2. 재무코칭프로그램은 고객들의 재무관리행동

변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3.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선택적 질문

1. 기존의 재무설계상담 절차와 비교하여 장단점은?

(재무설계전문가용)

2. 코칭 질문을 비롯하여 코칭이 잘 구현되고 있는

지?(코칭전문가용)

전문가들과의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한 후, 여러 번 들으면서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Colaizzi 분석법을 사용하여 정리하였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 단계별 절차, 그리고 활용도구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

어 범주화하였다.

제 3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

개발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며 반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본 절에서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연

구준비와 수행 그리고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수

집방법에 대해 상술하였다.

1. 사전 준비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서술하였다.

1) 연구자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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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개발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적

용하기 위하여 한국리더쉽협회에서 제공하는 코칭크리닉 교육 및 코칭

심화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총 교육 이수시간은 87시간이다. 이는 (사)한

국코치협회의 자격 기준에 의하면 KAC(Korea Associate Coach) 자격,

국제코치연맹의 자격 기준에 의하면 ACC(Associate Certified Coach) 가

되기 위한 교육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연구자는 또한 코칭 실

습을 55시간 이행하였으며, (사)한국코칭협회에서 주관하는 코칭 필기시

험 및 코칭 시연 후 전문코치로부터의 심사를 받는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2018년 12월 17일자로 KAC 자격인증을 획득하였다(인증 번호:

KAC06105). 연구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국

제재무관리사 자격증도 소유하고 있어, 재무교육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재무적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상담

경험을 지녔다.

2)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anl Review: IRB)

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1909/002-021).

본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윤리적 고려는 개인정보 보안의 문제와 연

구참여자의 자발성 확보 여부이다. 연구참여자의 이름과 같은 개인식별

정보는 연구목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으며, 대신 고객 스스로 정한 가명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재무정보 등 개인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보안을 유

지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사전에 규정된 양식으로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생명윤리준수 서약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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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의 모집과 결정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 결정한 과정

을 서술하였다.

1) 연구참여자의 모집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연구참여자용 모집문건’(부록 1)에는 연

구과제명과 연구책임자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연구목적과 참여자 선정조건, 참여내용, 참여 기간 및 장소, 참여시 사례

여부를 밝히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실행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코칭

을 재무설계상담 프로그램에 도입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

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재무코칭을 받는 고객의 재무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참여자 선정조건으로는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 광범위하게 제시하되, 직

업적으로 타인의 재무관리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 가계재무관리의 전문가(예:국제공인재무설계

사)가 아닌 자’라고 밝혔다. 참여내용은 ‘가계 재무관리 및 재무관련 상

담 경험에 대하여 1∼2시간 정도 심층면담 진행과 가계재무관리에 대하

여 6∼8회의 재무코칭프로그램 참여’로 밝혔다. 참가자에 대한 금전적 사

례비는 제공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관심이 있는 경

우 연락할 수 있는 연구자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두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위와 동일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

하였다. 이처럼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모집하는 경우 가계재무관리에 관

심이 큰 사람들이 연구 참여자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돈 관리

와 관련하여, 뭔가 더 잘 해보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변화하고 싶은 사람을 돕는 것이 이

연구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이 본 연구에 문제가 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 108 -

재무코칭프로그램이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모두 만나서 직접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첫 만남에서 제일 먼

저 3페이지 분량의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부록2)과 도식화된 재무코칭프

로그램 설명 자료를 토대로 재무코칭프로그램과 연구 참여에 대해 안내

를 한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

명을 받고 녹음을 시작한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장

준비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모두 자필로 서명한 후 각각 1장씩 나

누어 갖는다. 면담 장소는 교통여건이 좋고 조용하고 쾌적한 곳으로 연

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은 1대1로 진행하였

고, 재무코칭을 위한 면담은 1대1 또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부부

상담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도 연구에 대하여 동일하게 설

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결정

최초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가능한 대상을 위주로 선별하는 방

식인 편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연구 참여자를 통해 새로운 참

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식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소개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의 동질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연구

참여자와 가능한 유사한 소득형태나 가계형태의 지인을 추천받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소규모 사례를 다루는 만큼 가능한 균질적인

집단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첫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재무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30대 남성으로 1명의 자녀를 둔 근로 소득자

였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비

코칭을 진행했던 30대 근로자 여성이 소개해준 직장동료였다. 해당 예비

코칭은 윤리위원회 승인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연구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두 번째 참여자는 30대 남성으로 자녀가 1명 있는 외벌이 근로

소득자였다. 이 두 참여자를 시작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30대의

근로소득을 가진 유자녀 기혼 가계를 우선으로 고려하였다. 통계청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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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2인 가

구 이상 가계소득의 67%가 근로소득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근로소득을

가진 가계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유리함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권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실행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몇 번의 반복 수행이

적절한지에 관한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정해진 공식은 없다(Mertler,

2013/2015; 김용숙 등, 2005). 또한,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로

몇 명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정형화된 답은 없다(한유리, 2015). 재

무관련 프로그램을 실행연구의 방법을 통해 질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국

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로, 질적 사례를 분석한 선행연구(윤건수,

2013; 이유나, 2006; 김세영, 2012; Yin, 2010; Dul & Hak, 2008/2017; 조

성진·송계충, 2010; 탁진국 등, 2014; 오종윤 등, 2014)와 코칭 프로그램

의 개발에 관한 연구(남상은·유기웅, 2017; 임이랑, 2020; 도미향·장자경,

2016)를 참고한 후, 본 연구의 참여자 수는 5명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가계의 특성은 <표 3-3>와 같다.

3.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총 5∼8 회로 진행하고, 회차당 간격은 1∼2주일

정도가 되도록 진행하며 1회당 상담시간은 2시간 정도로 설계하였다. 장

소는 편안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전제하에 세미나실이나

고객이 접근하기 편한 커피숍, 또는 연구자의 연구실 중에서 연구 참여

자(이하:고객)과 합의하에 진행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진행은 연구

자가 직접 재무코치로 참여하며, 전 과정을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연구자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코칭활동지를 작성하고, 코칭

후 녹음자료를 들으면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코칭

활동지에 정리한다. 고객에게는 매회 상담을 마치고 재무코칭보고서를

전달하여 재무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본 사항이나, 실행하기로 한 사

항 들을 정리하여 공유한다. 매회 상담을 마치면서 고객이 재무코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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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낀 점, 또는 불편했던 점을 개방형으로 물어보

아 고객이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피드백 자료와

재무코칭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정성적 자료도 수집한다. 실행연구이므로

계획된 프로그램은 적용 중 연구자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

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의 과정은 모두 활동

지에 기록되고, 이를 반영하여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완성된 모습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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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구 참여자 가계특성(2019년 기준)

연구참여자

(배우자)
성별 나이

직업

(배우자 직업)
가족관계

세후

연소득

(만원)

소유주택 거주지

도민고 남 36 대기업 직원

(주부,프리랜서)

배우자

딸(1세)

7800

-

거주용

(대출)
인천시

폴리아빠 남 36 외국계회사 직원

(주부)

배우자

딸(2세)

5700

-

거주용

(대출)
경기도

와플 여 38 외국계회사 직원

(대기업 직원)

배우자

딸(2세)

6000

7000

전세

(대출)
서울시

여울 여 38 공기업 직원

(공기업 직원)

배우자

아들(10세)

딸(7세)

7000

7000

거주용

(대출)

부모님거주용

(대출)

서울시

조아 여 38 1인 법인대표

(근로자)

배우자

아들(10세)

5500

(*)

거주용

(임대보증금)
서울시

(*) 조아의 경우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 배우자의 소득 등 배우자 관련 정보는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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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평가의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방법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 한 뒤 개발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IMB모델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의 변화 및 그 선행 요인인 재무관

리행동 정보, 재무관리행동 동기, 재무관리행동 기능의 변화를 확인하고

자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재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재무

관리역량과 재무목표를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의 재무관리행동 정보란 단순한 재무적 지식뿐만 아니라,

‘나는 충동적 소비경향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

다’라는 경험적 정보 및 ‘재무지식의 습득이 재무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하

다‘와 같은 내포된 의미까지 아는 것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재무관리행

동 동기에는 재무관리에 대한 태도와 재무목표가 포함된다. 또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와 같은 욕구와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

다’ 와 같은 자기예측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의도 또한 재무관리행동 동

기에 포함된다. 재무관리행동 기능은 상황을 인지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된 의사소통을 하며, 재무관리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관적 믿음인 재무

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한다.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는 질적 분석 결과와 설문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Colaizzi가 제안한 방법(김

분한 등, 1999)을 사용하여 고객과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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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록된 재무코치 및 고객의 진술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경험을 파악하고, 연구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를 찾아낸다. 이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general

statement)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정립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끌어낸다.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범주

(categories)의 위계로 정리하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진술

(exhaustive description)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Colaizzi방법은 연

구 참여자 전체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며, 주제는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빌어서 기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분한 등, 1999).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재무코칭 1회차

(사전 설문지:부록4) 와 마지막 회차(사후 설문지:부록5)에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내용은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과 연구 참여자인 고객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재무상태 관

련 정보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

나이 등의 기본정보 및 소득, 지출, 자산, 부채와 같은 재무 정보와 재무

목표, 기초 금융 지식, 재무 경험,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영역별 책임 주

체, 그리고 재무적 자기효능감 등이다. 재무관리태도는 화폐대본 조사지

(부록6)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재무관리행동과 그 선행 요인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재무코칭 실시 후 설문지에서는 재무코칭만족도와 추천의향, 재참여 의

향, 개대했던 부분에서 얻지 못한 것, 기대치 못한 부분에서 얻은 것, 이

전 재무관련 상담보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개방형 질문으로 추가

로 조사하였다. 재무코칭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프로

그램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하였으며, 재무코치에 대한 만족도를 코치와

재무전문가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될 것이며, 질적인 차원의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설문

지에 포함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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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관리행동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Prochaska et

al.(1994)의 범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였다. 행동의 변화는 일정한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르면 재무관리행동 변화는 연구대상이 변화

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숙고 전 단계’, 필요성을 인식하는 ‘숙고의 단계’

에서 실제 행동을 준비하는 ‘준비단계’를 거쳐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행

동단계’를 통해 나타난다. 그 다음 단계는 ‘유지’의 단계로, 이는 ‘행동단

계’의 실행이 일회적인 행동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

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행동 변화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도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다.

즉,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한다’, ‘안한다’의 이분법으로 측정하지 아니하

고, '할 생각이 없다’부터 ‘6개월 이상 하고 있다’까지 5단계로 나누어 측

정하였다. 이를 <표 3-4>에서 정리하였다.

<표 3-4> 재무관리행동 변화단계의 측정방법

행동변화와 관련한 상태를 묻는 질문

의 보기(Prochaska et al. 1994)

행동변화의

단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

구 (부여 점수)

N/A 숙고전단계 할 생각이 없다. (1)

나는 앞으로 6개월 내에는 뭔가 변화

를 시도해 볼 생각이 있다.
숙고단계

6개월 내에 할 예정이

다.(2)

나는 한 달 이내에 뭔가 할 것이다 준비단계
1개월 내에 할 예정이

다.(3)
나는 과거 6개월 이내에 내 문제에

대한 행동을 취한 적이 있다
행동단계 하고 있다.(4)

나는 내 문제를 6개월 이전에 이미

해결하였다.
유지단계

6개월 이상 하고 있

다.(5)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다양한 연구들(Godwin&Carroll, 1986;

Fitzsimmons et al., 1993; Parrotta & Johnson, 1998; 손상희, 1998; 홍향

숙·이기춘, 1999; 김효정, 2005; 안창희·정순희, 2006; 조동필 등, 2007;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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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2008; 정미선·계선자·강혜경, 2008; 양세정·이성림, 2009; 김미린·홍

은실, 2010; 이경옥, 2010; 최현자·김정현, 2010; 한수진·허경옥, 2011; 허

경옥·박귀영, 2013; 린쉬에 등, 2014; 허경옥·유수현, 2014; 조혜진·장연주,

2015; 김창이·황덕순, 2016; 이승남·김효정, 2016; 최아름·구지현, 2016;

손지연, 2017; 허경옥, 2017)을 검토하여, 재무관리 영역별 바람직한 재무

관리행동으로 제시한 문항은 <표 3-5>와 같다.

<표 3-5> 재무관리행동의 측정

세부영역 문항내용

수입과 지출관리

1. 나는 (가계부 등) 지출내역을 기록한다.

2. 나는 예산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지출을 통

제한다.

신용과 부채관리
3. 나는 세금, 각종 고지서, 신용카드 대금 등의 마감일

을 반드시 준수한다.

저축과 투자관리

4. 나는 매달 저축할 돈을 미리 떼어놓고 생활비를 지

출한다.

5. 나는 월 소득의 10프로 이상을 저축 또는 투자한다.

6. 나는 여유자금의 일정부분은 원리금보장이 되지 않

는 투자형 상품으로 운영한다(주식,펀드,유가증권,파생상

품 등).

위험관리

7. 나는 주기적으로 우리 가족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한다.

8. 나는 적어도 3개월치의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의 비

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은퇴설계관리
9. 나는 노후대비 목적으로 저축하는 등 노후의 생활비

를 준비하고 있다.

재무설계관리

10. 나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우리가계의 전반

적인 재무상태(소득과 생활비, 자산과 부채)를 정기적으

로 점검하고 있다.

(2) 재무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이필수 등(2015)가 제안한 재무적 자기효능감 측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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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1. 나는 재무적인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2. 나는 재무관리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다.

3. 나는 재무적 계획을 세울 때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4. 예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잘 대처할 수 없다.

5. 나는 재정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

항을 이영광·지은구(2017)가 개발한 자기효능감의 척도를 참고하여 보완

하였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다음 <표

3-6>와 같다.

<표 3-6>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측정

측정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재무관리지식

고객의 재무관리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질문은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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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정답 및 점수

객

관

적

지

식

물가가 10% 상승하면, 나의 소득의 실질 가치는 (올라

간다, 내려간다, 모르겠다)
내려간다

은행에 예금한 나의 돈은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① 1인당 1억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②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

을 수 있다.

③ 한 금융기관당 1억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

려받을 수 있다.

④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⑤ 돌려받을 수 없다

⑥ 모르겠다

4번

은행에 월 100만원씩 년이자 10%의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만기 시 받는 세금 전 금액은 원금

1200만원과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을 합한 1320만

원이다

( O, X

: 바르게 고치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

10%는 1년 기준이므

로 첫달 불입액에만

10% 이자를 받게 되

고, 나머지는 월할계

산(또는 일할계산) 된

이자를 받게 된다.

주

관

적

지

식

예금자보호법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

한다, 잘 모르겠다)

(2점,1점,0점)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

다, 잘 모르겠다)
펀드상품이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어떻

게 다른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보험상품에서 위험보험료와 적립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연금상품에서 세제적격연금과 비적격 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ELS 와 같은 파생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

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표 3-7> 재무관리지식의 측정

객관적 지식의 문항이 3문항 중 맞춘 문항의 수로 평가하였다. 주관적

지식의 경우 6문항의 총 점수를 합산하여 12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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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태도를 측정한 다양한 연구들(이상협, 1999; Parrotta &.

Johnson, 1999; 김효정, 2000; 홍은실 등, 2001; 정운영·황덕순, 2002; 김

효정, 2005; 김미린·홍은실, 2010; Klontz et al., 2016; 손상희·박종옥·서

원영·윤정윤, 2017)을 검토한 결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으며, 다른 연구에서 재무관리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을 재

무관리태도로 정의하였다.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은 Klontz et

al.(2016)의 화폐대본 조사지(Money Script Test)(부록6)를 사용하여 측

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설문지 내용은 <표 3-8>과 같다.

화폐대본조사의 결과는 각 문항이 의미하는 화폐대본에 대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화폐대본은 4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화폐회피

(Money Avoidance)이다. 이는 돈은 나쁜 것이고, 부자들은 탐욕스러우

며,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신념이다. 두 번째는 화폐경배(Money

Worship)이다. 이는 돈이 많으면 만사가 잘 될 것, 돈이 모두를 행복하

게 할 것,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둔다. 세

번째 유형은 돈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믿음에 근거하는 화폐지위

(Money Status)이다. Klontz et al.(2016)가 제시한 마지막 화폐대본유형

은 화폐각성(Money Vigilance)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저축이 중요하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

다는 신념이다. 이들은 과한 걱정으로 돈이 주는 안정감과 혜택을 즐기

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타인에게 수입이나 자산의 구체적 금액을 밝

히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문항별 점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고, 각 화폐대본을 구성하는

문항별 평균 점수가 2점을 초과하면 해당 신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4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념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Klontz et al., 2016).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은 부정적 재무관리행동

과 연관이 크기 때문에(Klontz et al., 2016), 4점 이하의 점수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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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대본 문항내용

화폐회피

(Money

Avoidance)

w 다른 사람들이 주는 금전적인 선물을 받기가 어렵다.

w 필요한 것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좋다

w 적은 돈으로 사는 것에는 미덕이 있다

w 돈은 적을수록 좋다

w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할만한 사람이

못된다.

w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w 당신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신뢰할 수는 없다

w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러한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w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다.

w 부자이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는 힘들다

w 좋은 사람은 돈은 신경 쓰지 않는다

w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당연히 여긴다.

w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w 돈은 사람을 망친다

w 부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예전의 친구들이나 가족과

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화폐경배

(Money

Worship)

w 돈이 더 많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w 돈이 있으면 내 문제는 다 해결 된다.

w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 진다.

w 가난하면서 행복하기는 어렵다.

w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다.

w 나는 내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가질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w 누구나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없다.

w 돈이 충분한 사람은 없다.

w 돈은 힘이다.

w 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이다.

w 돈에 관해서는 사람을 믿으면 안된다.

리행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표 3-8> 화폐대본별 측정 문항(Money Script Test)

출처:Klontz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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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대본 문항내용

화폐지위

(Money

Status)

w 만약 누군가가 내게 얼마버는지 묻는다면, 나는 내가 실제 버

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야기 할 것이다.

w 너가 선하다면 너의 재정적 필요는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

w 좋은 삶을 살고 있다면, 돈은 늘 충분할 것이다

w 사람들은 그들이 번 돈 만큼만 성공한 것이다.

w 사람의 가치는 재산의 가치에 비례한다.

w 돈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w 부자는 불행할 이유가 없다

w 사랑과 돈을 다 가질 수는 없다

w 나는 새것 아니면 사지 않는다(중고차나 오래된 집은 사지 않

는다)

w 만약 최고가 아니라면 살 가치가 없다

w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

w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w 돈에 관해서 배우자에게 비밀이 있는 것은 괜찮다

화폐각성

(Money

Vigilance)

w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돈을 버는

지 말하지 말아야 한다.

w 다른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

지 물어보는 것은 실례다

w 누군가 내게 얼마 버는지 묻는다면, 내가 실제로 버는 것 보

다 줄여 말할 것이다.

w 나는 내가 얼마 번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당혹스러울

것이다

w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다.

w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며, 도움을 바래서는 안

된다.

w 난 비상시를 대비해서 돈을 비축해 놓지 않으면 매우 불안하

다.

w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w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

w 스스로에게 돈을 쓰는 것은 사치다.

w 무언가를 살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한다.

w 만약 현금을 내지 못할꺼면 그것을 사지 말아야 한다.

<표 3-8> 화폐대본별 측정 문항(Money Script Test)(계속)

출처:Klontz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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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관련 상담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고객의 과거 재무관련 상담 경험에 대

한 정보를 얻고자, 재무코칭과 별도로 1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해

당 사례자료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용도로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

행하였으며,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 <표 3-9>

에서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말하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서나 질문의 형태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해당 내용을 확

인하려고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아 모두 녹

음하였다.

<표 3-9> 재무관련 상담사례 수집을 위한 질문지

구분 확인할 사항들

재무관련

상담 경험

1. 과거 재무관리행동의 개선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재무설계상담 등

재무관련 각종 상담)

2. 과거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세요

1) 재무설계상담의 특성

2) 상담사의 특성

3) 재무관련 상담의 효과 및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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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실행연구의 절차에 따라 재무코칭프로

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제 2 절 에서는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적용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를 설명하였다.

제 1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구성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실행연구의 절차에 따라 개발되고 적용된 후 적

용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자료와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을 반영하여 완성

되었다.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고찰 등 정보

를 수집한 연구자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단계를 설정하고, 필요한 활용

도구들을 구성하였으며 단계별 운영지침과 코칭 질문들을 개발하였다.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단계 설정

재무코칭프로그램을 통해 돕고자 하는 재무설계란 개인의 삶의 목표

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

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한국FPSB, 2017). 이

러한 과정은 국제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가 국제표

준으로 체택한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은 재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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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명 단계내용
G: Goal 목표 설정 장,단기 목표의 설정
R: Reality 현실 점검 현재의 상황을 파악, 장애물 확인
O: Option 대안 찾기 가능한 대안을 확인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W: Will 실행하기

언제(When), 누구에 의해(Who), 무엇이(What)

행해질 것인지를 정하고, 실행의 의지(Will)를

확인

계상담의 표준절차로 제시되어왔으며,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표

2-1>참고).

한편, 코칭의 대표적인 대화모델인 GROW 모델(Whitmore,

1996/2007)에서는 코칭의 단계를 다음 <표 4-1>와 같이 네 단계로 나누

고 있다.

<표 4-1> 코칭의 GROW 모델

출처:Whitmore(1996/2007)

이 모델의 첫 단계인 ‘G: Goal'에 대해 Whitmore(1996/2007)는 현실

을 점검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실에만 기초한 목표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다. 문제에 대응해야 하

고, 과거의 성과에 의해 제약받고, 단순한 외연 확대로 인해 창의성이

결여되고,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목표가 더 낮게 정해지고, 심지어 역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단기목표에 주력하면 장기목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중략)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나 토대 위에서 큰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인 중단기 목표를 정했을 때 사람들은 자극을 받고 창의력

을 발휘하고 의욕을 갖는다.(P146)

그는 GROW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각과 책임감,

그리고 그 둘을 높여주는 질문 기술임을 강조한다. GROW의 절차를 따

르더라도, 고객의 자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 스스로 선

택에 의해 책임지는 마음이 없이 만들어지는 실행계획은 의미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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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 GROW 모델 주요차이
1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단계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재무목

표,니즈,우선순위 파악/재무적,비

재무적 정보 수집

G:목표설정 목표의 종류

3단계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R:현실점검 현실점검의 주체
4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O:대안찾기 대안모색의 주체
5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W:실행하기 실행 선택여부
6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강조한다. GROW 모델은 목표달성을 위한 상담에서 코칭 대화의 순서를

정한 모델이므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상담인 재무설계상담에 적용될

수 있다.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한국FPSB, 2017)를 GROW 모델에

대응시켜 비교 해 본 결과는 다음 <표 4-2>과 같다.

<표 4-2>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와 GROW 모델의 차이

전체적인 틀로 보면 재무설계상담의 절차가 GROW 모델과 유사한 형

태로 보인다. 그러나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2단계에서 GROW 모델이 설정하는 목표란 재무목표와 같을 수 있지

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Whitmore(1996/2007)는 목표를 코칭에 대한

목표와 문제에 대한 목표로 구분하고, 문제에 대한 목표는 다시 최종목

표와 성과목표로 구분한다. 코칭의 목표는 코칭을 통해 얻고 싶은 것으

로, 목표 설정을 위해 ‘이 코칭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고 질문하고,

대답으로는 ‘내가 세울 수 있는 한 달간의 계획 개요’,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 일에 대한 합의된 예산’ 등을 기대한다

(Whitmore, 1996/2007).

문제에 대한 목표에서의 최종목표는 재무설계상담에 있어서는 삶의

목표이며, 최종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성과목표는

재무목표가 된다. GROW 모델의 목표란 코칭에 대한 목표와, 문제에 대

한 목표인 최종목표, 성과목표 모두를 의미한다. 반면, 재무설계상담의 2

단계에서는 최종목표인 삶의 목표와 성과목표인 재무목표만를 파악한다.

추가적인 차이로 재무설계상담 2단계 에서는 고객의 정량적, 정성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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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한다. GROW 모델에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이유는 3

단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3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현황파악의 주체에 있다. GROW 모델에 의

하면 R(Reality: 현실점검)단계의 주체는 고객이고, 재무설계상담에서 고

객의 정보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주체는 재무설계사이다.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의 3단계에서 재무설계사는 2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재무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분석, 평가한다. 이후 현재의 상

황이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면 재무목

표에 대한 조정 또는 현금흐름의 조정 더 나아가 자산부채상황의 조정까

지 고려하여 재무설계안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한국FPSB, 2017). 그러

나 고객정보 수집에 대한 GROW 모델의 견해는 다르다.

Whitmore(1996/2007)는 코치는 상황이 일어난 전체 과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코칭 받는 사람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

다. 이는 코치가 최상의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을 수집

하는데 쓰는 시간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4단계의 가장 큰 차이 역시 대안모색의 주체에 있다. 4단계에서의 차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재무설계상담의 5단계인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과 GROW 모델의 ‘실행하기’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았다. FPSB(2017)는

실행의 단계에서 재무목표 달성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여

고객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를 실행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또한 재

무설계사가 제시하고 설명한 재무설계안을 고객이 모두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실행을 종용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실행을 미루거나, 거부하거

나 혹은 제안의 일부만 수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재무설계

상담의 실행에는 실행여부의 선택이라는 과정이 추가되는데, 이는 고객

이 원하지 않는 실행안이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GROW 모델에서의 실행은 그 전 단계, 대안찾기에서 고객과 같

이 찾아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용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즉,

고객과 합의한 여러 가지 대안 들 중에서 어떤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선택의 의미가 다르다. GROW 모델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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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것은 해야 할 행동, 시한, 그리고 달성 수단을 정함으로써 책

임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Whitmore, 1996/2007).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재무설계상담의 4단계가 재무설계사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이다.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는 재무설계사가 전

문성을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GROW 모델에서는 O(Option:대안찾기)의 목적이 ‘옳은’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대안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한

다(Whitmore, 1996/2007). 즉, 모든 대안은 고객이 찾아내는 것을 가정하

고 있고, 모든 고객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코칭의 철학이 반영되는 지점

이기도 하다. 코치는 고객이 제시하는 각각의 대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각각에 대하여 장단점을 생각하게 유도하며, 고객이 대

안을 더 이상 못 낼 경우 대안을 추가하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조언 방식인 재무설계자문모델(FPAM)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 재무코칭상담모델(FCAM)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PAM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사항은 ‘제안서가 나에게 적합한지 모르겠

다’, ‘내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 등으로 조사되었으

며, FCAM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았다

(Knutsen & Cameron, 2012).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한국FPSB,

2017)와 FCAM의 절차(Knutsen & Cameron, 2012)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 <표 4-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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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한국FPSB의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

호주의 FCAM 주요차이

1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 관계정립
고객 업무수행 측정변

수 설정

2단계

고객 관련 정보의 수

집: 재무목표,니즈,우선

순위 파악/재무적,비재

무적 정보 수집

자료수집과 목표 또는

재무문제 설정
정보수집의 주체

3단계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분석과 평가 고객참여와 재무교육

4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

성 및 제시

제안서의 작성 및 제

시
제안서 내용

5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

행
제안서의 실행 재무설계사의 역할

6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모니터링 검토 대상과 목적

<표 4-3>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와 FCAM의 차이점

1단계인 고객과의 관계정립 단계에서는 모두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

게 된다. 이때 FCAM에서는 고객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측정할 수 있

는 변수를 명확히 한다. 전통적 재무설계상담에서는 재무설계사가 제안

한 제안서를 고객이 수용했다면, 실행은 당연히 수반될 것임을 가정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2단계인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의 재

무 목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에서 재무설계사

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역할을 하고,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를 전달만

하면 된다. 반면, FCAM에서는 고객의 책무성에 무게를 둔다. 예를 들어

고객은 스스로 예산을 결정해야 하며 본인의 재정적 능력, 과다 지출 영

역 및 재무지식의 보강이 필요한 영역을 스스로 파악해야한다. 또한

FCAM에서는 고객의 재무적 장애에 대하여 기회요인과 위험 요인을 통

합적으로 다룸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재무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재무적

자기 효능감을 높여가는 과정을 통해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3단계인 재무상태의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 표준절차상은 재무설계사

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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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FCAM에서는 고객이 분석 및 평가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고객이 자신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재무목

표를 위한 행동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무지식을 함양시키는

재무교육도 이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단계인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단계에서, 재무설계안은 유연

성과 유동성 및 실천가능성과 고객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형태로

작성되어진다(한국FPSB, 2017). 호주에서 재무설계상담의 제안서는 해당

안의 이익, 위험, 정당성을 포함하는 표준문서로 제시되어야 하며, 규율

준수의 문제는 FCAM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러나, FCAM의 표준적

제시 문서는 협업의 장점, 위험, 코칭과정을 통해 제시되는 여러 대안들

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는데 사용된다.

5단계인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단계에서는 표준절차의 경우 재무설

계사가 거래의 대행자로 실행단계에 많은 개입을 한다. 예를 들어 금융

상품을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에 FCAM의 경우 재무설계사는 실행에 필요한 교육

기관을 연계해 주거나, 관련 전문가를 소개해 주어 고객이 실행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이러한 개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고객의 필요와 준비

상태에 맞추어 시행된다.

마지막 6단계인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표준절차의 경우 수립된 재무설

계안의 실천 여부 및 변화로 인한 재무설계안 변경의 필요성 여부를 살

피며, 통상 연 단위 점검을 기본으로 한다(한국FPSB, 2017). 반면,

FCAM 에서의 모니터링은 보다 짧은 주기로 정기적으로 행해지며, 고객

이 스스로 개선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시키고, 지속

적인 발전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하면, 두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재무설계안이 나오는 과정

에서의 고객의 참여 정도에 있다. 표준절차의 경우에는 재무설계사가 고

객의 자료를 받아서 재무설계 실행안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하는 반면

FCAM의 경우에는 재무설계사의 조력하에 고객이 스스로의 재무설계

실행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FCAM에서는 재무교육이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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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목적 단계별 내용

1단계:

관계정립

1) 고객의 니즈 확인

2) 재무코칭프로그램 및 재무코치에 대한 정보제공

3) 업무수행범위의 결정

4) 재무코칭의 목표 설정

5) 고객의 기초정보 수집
2단계:

목표 설정

1) 삶의 목표 파악

2) 재무목표의 파악 및 우선순위 설정
3단계:

장단점 파악(현황파악)

1) 고객 관련 정보의 분석

2) 재무목표의 장애물 파악
4단계:

해결방안 모색

1) 대안 탐색

2) 재무코칭 목표의 구체화
5단계:

실행
1) 대안 선정 및 실행

6단계:

모니터링

1) 실행의 유지여부 확인

2) 변화의 확인

수행되는 것을 중요한 절차로 보았다.

한편, 조혜진 등(2015)은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위해 코칭의 적용가능

성을 검토한 연구에서 재무코칭은 코칭과 재무설계상담이 결합되어 재무

설계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가계의 재무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문적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조혜진 등(2015)은

FPSB의 재무설계상담 6단계 표준절차에 호주의 FCAM모델을 결합하는

방안 및 재무설계 하위 영역에 코칭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를 GROW 모델 및 FCAM과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재무설계상담에 코칭을 접목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무설계상담

의 주체를 고객으로 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현황 파악 및 대안 모색

을 위해 필요한 맞춤 재무교육이 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검

토결과를 반영하여 다음<표 4-4>과 같이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를

구성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와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

GROW 모델 및 FCAM의 주요 차이는 <표 4-5>에서 정리하였다.

<표 4-4>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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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코칭프로그램의 l단계는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 1단계와 동일하

게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으로 하였다. 이 때 고객이 상담에서

기대하는 바를 알게 되는데,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재무코칭의 목표로 설정할 것이다. 고객은 모두 궁극적으로 재무목표 달

성을 원한다. 그러나 몇 회의 재무설계상담이나 재무코칭프로그램을 받

았다고 재무목표가 달성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코칭프로그램

의 목표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GROW 모델에서도 코

칭에 대한 목표를 강조한 바 있다. FCAM에서는 1단계에서 업무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까지 설정한다 하였으나, 코칭 목표의 달성을 측정

할 수 있는 변수는 3단계에서 장단점 분석을 마친 다음에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2단계는 재무목표 설정으로 하였다. 재무설계상담

의 표준절차 2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고객정보 수집은 목표설정 및 현황파

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3단계 이전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필

요하다. 즉,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은 1단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

이후로도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그러므로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FCAM

에서는 2단계를 재무목표의 또는 재무문제의 설정이라고 하였는데, 재무

코칭프로그램에서는 재무문제는 3단계에서 파악하고, 목표 설정에만 집

중하는 것으로 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3단계는 현 상황의 장단점 분석으로 하였다. 고객

스스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고, 각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현황과 더불어 고객이 가진 내적자원 등과 같은 비재무적 현황도 파악해

야 한다. 재무코치는 그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정리된 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방안을 알려주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FCAM과 조혜진 등(2015)은 3단계에서 재무교육을 명시하였지만, 재무

교육은 3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3단계에 따로 명시

하지 않았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4단계는 해결방안 모색으로 하였다. 재무설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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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절차 4단계에서 이야기하는 재무설계 제안서는 재무설계사가 작

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재무코치가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고객이 스스로 다양한 대안을 찾아내는 것

을 재무코치가 돕고, 고객이 대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고객의 선

택에 있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5단계는 실행이다. 재무코치가 고객의 실행을 돕

는다는 면에서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의 5단계와 같다. 그러나 재무코칭

프로그램에서는 금융상품의 추천은 하지 않는다. 재무코치는 고객이 실

행하기로 결정 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려움

이 있다면 같이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는 재무설계상담의 6단계와 동

일하게 모니터링 단계로 하였다.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상에서 모니터링

핵심은 고객의 상황변화와 이로 인한 재무목표의 변화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고,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재무설계안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적절한 방안인지 재평가하는 것이다(한국FPSB, 2017). 그러므로 재무설

계사는 고객과 환경의 정보 변화에 주목한다. 반면 재무코칭프로그램은

고객 행동변화의 유지에 주목한다. 고객의 목표가 동일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고객의 재무관리행동 변화가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이 기존의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와 가장 크게 다

른점은 고객의 높은 참여와 책무성에 있으며, 재무교육의 강조는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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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본연구의

재무코칭프로그램

한국FPSB의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

코칭의

GROW 모델

호주의

FCAM
단계명 주요 차이 단계명 주요 차이 단계명 주요 차이

1단계 관계정립
고객과의

관계정립

코칭목표

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계정립

측정변수

설정 시기

2단계 목표 설정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정 보 수 집 의

주체
G:목표설정

코 칭 목 표 의

설정 시기

자 료 수 집 과

목표 또는 재

무문제 설정

재 무 문 제 의

설정 여부

3단계
장단점 분석

(현황파악)

고객의 재무

상태 분석 및

평가

고객참여 및

재무교육여부
R:현실점검 재무교육여부 분석과 평가 유사함

4단계 해결방안 모색

재무설계 제

안서의 작성

및 제시

대안모색 주

체
O:대안찾기 유사함

제안서의 작

성 및 제시

제 안 서 작 성

여부

5단계 실행
재무설계 제

안서의 실행

실행선택 및

상품제안여부
Will:실행하기 유사함

제안서의 실

행
유사함

6단계 모니터링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실 행 유 지 에

대한 검토여

부

해당사항 없음 모니터링 유사함

<표 4-5>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와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 GROW 모델, FCAM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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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용도구 용도

1단계

w 재무코치 프로파일(그림 4-1) 재무코치 소개
w 업무수행계약서(부록3)(본 연구에서

는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로 대체: 부록2)

업무수행 범위의 결정

w 사전 설문지(부록4)

w 화폐대본 조사지(부록6)
고객의 기초정보 확인

w 재무코칭 준비물 체크리스트(부록7) 준비 자료 안내

2단계
w 세가지 질문지(부록8)

w 가치계단(그림 4-2)
삶의 가치와 목표 확인

w 재무목표 워크시트(그림 4-3) 재무목표의 구체화

3~5단

계

w 가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 견

본(그림 4-4, 그림 4-5)
재무정보 확인

w 주요 재무상황 요약표(그림 4-6) 재무정보 요약
w 재무계산기를 사용한 은퇴자금 계

산 방법(부록9)
재무교육(은퇴설계)

w SWOT 분석표(부록10) 내적 자원 확인
6단계 w 사후 설문지(부록5) 변화 확인 및 피드백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활용도구 구성

프로그램의 수행에는 활용할 도구들이 필요하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위해 재무설계가 되

어야 함을 전제한다. 이에 재무설계를 위한 활용도구들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재무설계상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활용 도구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무 설계 상담에 관한 문헌들(김재성, 2014; 하창룡,

2016; 한국FPSB, 2017; 고경호, 2018; 이천, 2019; Kinder & Galvan,

2006/2010, Klontz et al., 2016)과 재무설계상담에 관한 사례연구들(김준

호, 2011; 김현용, 2011; 배성호, 2011; 정재기, 2012; 신영준, 2012; 최재

경, 2013)을 검토하여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재무설계를 위해 단계별로

필요한 도구들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표 4-6>에서 정리하였다.

<표 4-6>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별 활용도구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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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관계정립을 위해서 한국FPSB(2017)에서 제시한 견본을 참고하

여 만든 ‘재무코치 프로파일’양식(그림 4-1)과 ‘업무수행계약서 견본’(부

록3)을 활용한다.

‘재무코치 프로파일’은 재무코치의 이름, 소속, 제공하는 서비스, 경력,

보유자격증, 학력사항, 사명이나 좌우명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한다. 학력

사항과 사명 또는 좌우명은 실무적으로 생략 할 수도 있다.

‘업무수행 계약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직업윤리에 대한 안내, 고객의

책임사항, 서비스 영역에 대한 안내, 보수에 관한 사항, 계약일 및 계약

기간 등을 포함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계약서’ 대신 ‘연구참여

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부록2)를 사용할 것이다.

<그림 4-1> 재무코치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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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기초 정보 및 재무역량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사전 설문

지’(부록4)와 ‘화폐대본 조사지’(부록6)는 연구용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

자료수집을 하는 시점은 재무설계사 마다 다르다. 사전에 준비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어, 초회 만남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상담 시간을

줄이고자 한 사례(신영준, 2012)도 있었고, 초회상담에서 자료수집의 부

담을주지 않도록 준비물 없이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정재기, 2012)

도 있었다. 김현용(2011)은 재무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은 대면

상담 전부터 시작되며, 초회 상담 때 이에 대한 보완과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고객의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요약한 재무상태표

와 현금흐름표의 경우, 1단계 또는 2단계 절차에서 고객이 먼저 작성해

오기도 하지만, 정확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는 3단계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 재무설계사가 고객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 제

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현용, 2011; 배성호, 2011; 신영준, 2012; 정재

기, 2012; 하창룡, 2016; 최명진, 2017; 고경호, 2018; 이천, 2019). 결국,

자료 수집은 3단계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만 이루어지면 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재무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할 것이다. ‘재무코칭 준비물 체크리스트’(부록7)는 제3자가 작성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Klontz et al., 2016; 한국FPSB, 2017) 연구자의

재무상담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삶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Kinder & Galvan

(2006/2010)의 ‘세가지 질문’에 기반을 둔 ‘세가지 질문지’(부록8)와

Bachrach(2000)이 가치파악 도구로 제시한 ‘가치계단’(그림 4-2)를 사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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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가치계단

출처:Bachrach (2000), p19 "What's important about money to you"

가치계단은 다음과 같이 완성된다. 재무코치는 “당신에게 돈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What's important about money to you?)" 라

고 묻고 그 질문을 맨 아래 칸에 적는다. 예를 들어 고객이 ‘A’가 중요하

다고 한다면, 재무코치는 다시 “당신에게 A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

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을 완성해 간다.

효과적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재무코치는 답변을 제안하

지 않으며, 재촉하거나, 심문하듯 묻지 말아야 한다. 보통 7∼9단계가 되

면 고객의 최종가치가 나오는데, 맨 아래 계단에 쓰이는 가치는 물질, 자

유, 안전 등 즉각적 보상에 관한 저차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그

위의 가치들은 타인과 관계된 가족부양, 사회적 인식 같은 것 또는 자아

실현욕구를 반영하는 영적 충만함과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였다

(Bachrach, 2000).

Kinder & Galvan (2006/2010)는 재정적으로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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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힘은 그들이 세운 계획이 스스로 찾아낸 핵심가치를 뒷받침해

줄 때 생긴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새로운 상담 모델을 개발하고

각 단계의 첫 글자를 따와서 EVOKETM (E: Exploration, V: Vision, O:

Obstacles, K: Knowledge, E: Execution)모델로 명명하였다. 그 두 번째

단계인 V(Vision)는 비전 만들기 단계인데,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세가

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세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 반드시 하나의

질문에 대답이 모두 끝난 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Kinder & Galvan, 2006/2010; p 116∼117)

첫 번째 질문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

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현재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바꾸겠습니까? 마음껏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의 꿈을 가로막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자세히 표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건강진단을 위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당

신에게 남은 삶이 이제 5년 내지 10년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

은 점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굉장히 건강할 거라는 것이고, 나쁜 소식

은 언제가 그때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당신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

게 바꾸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이번에는 의사가 충격 적인 소식을 들려줍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

은 이제 하루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직면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

지 관찰해 봅시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실현되지 못하고 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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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친 것, 챙겨 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누

구인가요?」

첫 번째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답변들이 등장한다고 한다. 온갖

종류와 꿈과 소망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은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가족 내지는 관계적 측면, 개인적 사정

으로 미뤄졌거나 잊힌 것들이 등장하며,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심오한 반

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서, 이 반응을 통해 재무계획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Kinder & Galvan,

2006/2010).

김재성(2014)은 재무설계상담 과정에 동력을 부여하는 재무목표가 고

객만의 고유한 삶에 관한 것이 되기 위하여 가치대화(Bachrach, 2000)나

‘세가지 질문’(Kinder & Galvan, 2006/2010)을 사용하였다. 정재기(2012)

는 Bachrach(2000)이 제안한 질문지 및 ‘가치계단‘을 활용하였고, 최재경

(2013)은 ‘돈과 나의 인생’이라는 자체개발 설문지를 활용하여 고객의 돈

과 관련된 신념이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열망에 대한 정보 및 부부간의

갈등 요인들을 파악하여 활용하였다. 신영준(2012)도 초회 면담에서 행

복에 대한 정의, 개인적 가치관, 가족관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질

문을 하고 대부분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할애하여 그들의 삶의

가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2단계 재무목표를 확인하기 이전에 재

무코치가 고객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여러 재무상담사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Bachrach(2000)의 가치계단과 Kinder & Galvan (2006/2010)의 세가지

질문지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2단계에서 삶의 가치에 기반을 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 이를

정리할 양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Bachrach

(2000)과 정재기(2012), 하창룡(2016)을 참고하여 재무목표, 달성시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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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액 및 달성 시 기분이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재무목표 워크시트’

(그림 4-3)를 만들었다.

3단계에서 고객의 재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상태표와 현

금흐름표의 작성을 위해서, 한국FPSB에서 제시한 개인의 자산부채상태

표와 현금흐름표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견본을 만들었

다.(그림 4-4, 그림 4-5)

<그림 4-3> 재무목표 워크시트

출처:Bachrach (2000), p30 "Goal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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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재무상태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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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현금흐름표 견본

3단계에서는 고객이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

야 한다. Bachrach (2000)은 고객이 본인의 재무현황 자료를 모으는 것

의 목적을 다음의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 비상시를 위해 쓸 수 있

는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 한다. 둘째, 재무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저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재무목표에 방해가 되는 무리한 대출

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나의 재무계획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 구비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 네 가지 측면을 정리할 수 있는 ‘주요 재무상황 요약표’(그림 4-6)

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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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주요 재무상황 요약표

출처:Bachrach (2000), p41 "The Four Quadrants Worksheet"

2단계에서 파악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모아야 하는 저축

액을 계산해 보는 것도, 현 재무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

해 시간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재무계산기를 활용할 것이며

시간가치 개념 및 재무계산기 활용법 및 은퇴설계를 교육하기 위해 ‘재

무계산기를 활용한 은퇴자금 계산 방법’(부록9)자료를 개발하였다.

3단계에서는 재무현황과 같은 외적 자원 뿐 아니라 고객의 내적 자원

도 분석하게 되는데, 이 때 나의 강점과 약점,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서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정리하는 도구로 경영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SWOT 분석의 틀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FPSB(2017)에서도 SWOT분

석을 제안했는데, 재무적인 요소 위주로 적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고객 자체도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 보고 접근하고자 하였

다.

Hansen & Hansen (2007)과 Addams & Allfred (2013)는 비즈니스

전략수립에 활용되어 왔던 SWOT분석이 개인의 경력개발에도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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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Hansen & Hansen (2007)은 SWOT분석은 환경을 내

부적인 면과 외부적인 면으로 나누고 내부 환경면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조사하고, 외부적 환경면에서는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라고 설명한다.

Hansen & Hansen (2007) 개인의 강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당신의 장점은?”, “당신이 잘하는 것은?” 과 같은 직접적 질문 외에도

“졸업 후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에 동기부여 받는가?”, “성공

비결은?”, “당신에게 가장 큰 자산은?”과 같이 여러 관점에서 스스로 강

점을 찾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약점 파악을 위해서는 “당신

이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불쾌했던 경험을 생각

해 본다면, 당신의 어떤 면이 원인이 되었나?”와 같은 질문을 제시했으

며, 기회와 위협을 묻는 질문으로는 “당신의 전문영역에서 최첨단 영역

은 무엇이고 거기에 노출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부모님의 지원

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는 “경제상황은 수입구조에 위협적인가?”와 같

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최재경 (2013)은 고객 가계의 향후 재무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가

계의 환경을 SWOT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강점으로는

사업실패의 경험 등을 약점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 기

회요인으로는 아내의 재취업 가능성 등, 위협요소로는 적자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심화 등을 파악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수입관리를 위한 경력개발을 포함하여

재무목표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SWOT분석을 실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문지를 포함한 ‘SWOT 분석표’(부록10)를

개발하였다. 질문지는 Hansen & Hansen(2007)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6단계에서는 재무코칭프로그램으로 인한 재무역량 및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양적으로 재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고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도 사후 설문지로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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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코칭 보고서 및 할 일 목록의 개발

재무코칭에서는 고객의 참여를 중요시 하고, 고객의 자각을 위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므로, 그 내용들을 목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

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재무코칭 보고서’(부록11)를 개

발하였다. ‘재무코칭 보고서’에는 가장 최근의 코칭 회차와 일자, 지난 코

칭 이후 경과 일수와 코칭 장소를 적고 재무코칭의 단계를 표시한다. 그

리고 매 회차 별 코칭 내용과 결과를 정리해서, 코칭 보고서만 보면 전

체적인 단계별 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무코칭 보고서는 재

무코치가 작성하여, 코칭 이후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다.

또한 매번 재무코칭을 마무리 하면서, 고객이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하기로 한 일 등 재무코칭을 위해 실행을 계획한 일들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Gollwitzer(1999)는 의도를 목표 의도와

실행의도로 구분하였고, 실행의도를 강화하는 것이 행동변화에 중요하다

고 보았다. 실행의도란 ‘나는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라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법을 내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

하여 <그림 4-7>과 같이 ‘할 일 목록’을 만들었다.

<그림 4-7> 할 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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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코치를 위한 재무코칭 활동지의 개발

재무코치가 표준화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절차를 이행하고, 각 단계별

질문을 참고하며, 단계별로 얻어지는 중요한 정보들을 적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코칭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활동지에는 프로그램의 적용 후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하여, 재무코치의 활동 후 성찰과 반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성찰과 반성은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자료 수집의 목

적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된 ‘재무코

칭활동지’(부록12)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개발된 ‘재무코칭활동

지’는 재무코칭의 전 단계에서 사용될 것이다.

‘재무코칭활동지’에는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별칭을 적고, 몇 번째 코

칭인지 그 회 차와 코칭일자, 및 장소, 지난 코칭이후 경과일 수 및 재

무코칭의 단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활동지의 1번은 코칭의 ‘의제(Agenda)’로 재무코치가 재무코칭프로그램

의 각 단계를 진행하면서 잊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적도록 하였다. 그

리고 각 의제별 결과나 성찰을 적을 수 있는 빈칸을 마련해 두었다. 모

든 상담에서 고객과의 마지막 순서는 상담피드백을 받고 다음상담을 안

내하는 것으로 하였다. 고객과의 상담을 정리한 후에는 자료정리 및 다

음코칭을 위한 안내 등 재무코치가 고객과 헤어진 이후 다음 단계를 위

해 잊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적도록 하였다.

활동지의 2번은 ‘경청’으로 재무코치의 경청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

다 높은 수준의 ‘경청’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Corporate Coach U (2016)

는 코칭의 주요 기술로 ‘경청하기’를 이야기 하는데, 일반적으로 듣는 것

은 청각 능력이라면 경청하기는 기술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의 말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말하지 않는 감정 표현까지도 듣는 것을 포함한

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재무코치는 재무코칭의 순간에 집중하여 경청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재무적 자료를 수집하고, 숫자를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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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고객의 의미 있는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고 보았다. 이에 재무코칭을 마치고 난 후에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면서

고객의 말 중에서 숨은 뜻이나 감정을 확인하는 경우 적어두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무코칭동안 고객이 충분히 이야기 할 시간을 가졌

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경청이 잘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많은 전문코치들은 70%이상의 시간을 경청하는데 사용한다

(Corporate Coach U, 2016).

활동지의 3번은 재무코치가 재무코칭프로그램 진행 중에 고객에게 보낸

인정과 지지의 말들을 적도록 하였다. ‘인정하기’는 고객의 최고의 능력

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행위나 과정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

을 하는지 올바르게 평가하는 행위이며 행동의 촉매제로 고객이 했던 행

동, 감수한 위험, 이루어 낸 결과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다. 인정의 중요

한 방법으로 지지하기, 강점에 초점 맞추기, 원하는 것 밝히기, 방해 요

소 제거하기, 비전 간직하기, 솔직하게 말하기, 침묵, 축하하기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믿음이나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

각하는 습관, 게으름, 미루기, 낮은 자기존중의식,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

게 만드는 의무감 등의 장애 요소들을 묵인하지 말고 코치는 해당 요소

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건설적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인정하

기의 한 도구인 침묵은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요구되는 기술이다(Corporate Coach U, 2016).

활동지 4번은 프로그램 진행 중에 이루어진 재무교육의 분야와 내용을

적도록 하였다.

5) 단계별 운영지침 및 코칭 질문지 개발

앞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주요 절차를

결정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활용도구들을 개발하였다. 이제 실

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재무코치가 참고할 수 있는 운영지침과 단계

별 코칭 질문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단계별 세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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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그림 4-8>에서 요약하였다.

재무코칭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

를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Kinder & Galvan (2006/2010)가 제시

한 상담을 위한 세팅작업을 참고하여, 재무코칭을 위한 상담 준비사항을

정리하였다.

Ÿ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적당하게 분리된 공간인가?

Ÿ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인가?

Ÿ 상담 준비물은 모두 준비 되었나? (음료, 화장지, 종이와 펜, 상담에

필요한 양식들, 상담 중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 등)

Ÿ 재무코치의 휴대폰이 상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Ÿ 녹음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사전에 연구 참가자인 고객들의 동

의를 얻어 상담의 전 과정은 녹음될 것이다. 녹음도구로는 재무코치

의 휴대폰을 사용할 것이다.)

(1) 1단계: 관계정립

1단계는 서로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

간이다. 고객이 기대하는 바가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하게 하

는 것은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유지와, 고객 만족에 중요한 요소이다.

첫 만남에서 대화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야 하므로 고객

이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주로 던지는 것이

좋다. 1단계에 적합한 코칭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다. 앞으로 모

든 단계에는 그 상황에 맞는 코칭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해당 질문들

은 코칭에서 자주 쓰이는 질문들(Whitmore, 1996/2007, 조성진·송계충,

2010)을 재무적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만든 것이다.

- 재무코칭을 받기로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번 상담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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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절차(전문가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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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재무코칭을 마쳤을 때 어떤 성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 재무코칭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

을 까요?

- 또 다른 것은 없나요?

Kinder & Galvan (2006/2010)는 고객이 대답을 마쳤을 때,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을 가정하지 말라고 한다. 침묵이나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고객이 완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라는 것이다. Whitmore(1996/2007)도 “그 외에는?”이라는 질문

이 더 많은 답을 불러내며, 이 질문 후 침묵은 고객이 생각을 할 여유를

주어 더 많은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객이 자신

의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다음처럼 계속 질문해 볼 수 있다.

-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 조금 더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 추가로 덧붙이실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1단계에서 고객이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

로 ‘멈춤’, ‘목구멍 소리(음, 아, 오우)로 맞장구치기’, ‘반사해서 말하기'의

기술들이 있다(Kinder & Galvan, 2006/2010). ’반사해서 말하기‘란 고객

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꾸어 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이 사용한 단어와 문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을

통해 경청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객이라

는 점을 알릴 수 있다(Corporate Coach U, 2016).

고객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들은 후 재무코치는 고객에게 재무코칭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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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재무코칭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고객이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취지와 절차 등을 이해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업무수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의 기초정보를 설문지를 통해 파악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서화 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부록 2)을 제공하고, ‘연구동의서’(부록 2)에 서로 서명한다.

재무코치가 1단계에서 고객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확인할

사항은 재무코칭의 목적, 부부가 함께 상담 받기를 원하는지 여부 및 단

독 상담을 원하는 경우 그 이유, 기타 고객의 감정적 상황이다. 이 과정

에서 고객의 이야기 흐름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말

이 너무 길거나 중언부언 하는 경우 재무코치는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

서, 주제와 관련해서 코치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고객이 말

하는 중간에 감정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더 자

세히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또한, 고객이 말하는 와중에 감정이 두드러지게 느껴졌던 부분을 살피고,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계획의 실행 단계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Kinder & Galvan,

2006/2010).

“앞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무언가 강한 감정의 움직임이

느껴졌는데,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의 일을 떠올리려니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멈춤), 또 다른 것은

없나요?”
출처:Kinder & Galvan(2006/2010), p93

이처럼 고객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은 Prochaska, et al.(1994)가 제시

한 변화의 과정 중 문제 및 해결과 관련된 감정의 경험과 표현을 도와주

는 것이다. 이는 1단계뿐 아니라 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

다.

1단계에서 고객에게 급하게 처리할 재무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Kinder & Galvan, 2006/2010)과, 재무코칭프로그램에 부적합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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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고객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Klontz et al., 2016). 고

객이 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우선 다루어 버리는 것은 재무코칭을 원활

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하며,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재무설계사

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바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

이다.

만약 고객이 다음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된다면 그 고객은 재무코칭

대상으로 부적절하므로 재무코칭을 진행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Kinder & Galvan(2006/2010)와 Klontz et al., (2016)가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 시켜야 하는 고객’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고객

   ⦁중독성이 있는 소비문제 등 정신질환으로 판단되는 고객

   ⦁지나치게 의심하고 재무적 정보를 상담에서 감추려는 고객

   ⦁공격성을 보이는 등 재무코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객

   ⦁배우자에게 상담 사실이나 재무적 문제를 숨기고 있는 고객

   ⦁과도한 부채 등 신용에 문제가 있는 고객

   ⦁재무코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고객

   ⦁재무코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고객

1단계에서는 고객의 기초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조사를 실시

하게 된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에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

첫째, 기초 금융지식에 대한 질문을 답하면서 고객은 스스로 ‘알지 못

함’을 인지하게 된다. Prochaska, et al.(1994)의 변화의 과정에서 의식과

과정에 해당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개입이 효과적인 순간이다. 그러므로

기초 금융지식을 답하면서 망설이거나, 오답을 체크하는 경우에는 고객

에게 바로 관련된 지식을 전달한다. 이 때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정보와

적금의 수익률 구조 및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및 연금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차이점을 전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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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유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향후 전달할 정보가

무엇인지 선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펀드를 가입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게 펀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불필요 할 수 있다. 고객이 펀드에 관

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면 펀드 관련 정보의 전달은 유보

한다.

셋째, 설문지 작성을 기회로 재무관리행동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관

련된 재무관리행동 기술을 알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하여 금융기관당 보호금액의 한도가 각각 발생한다는 정보를 주면서,

동시에 앞으로 예금을 할 경우, 이를 활용하여 분산 예치할 것을 알려준

다. 이는 본인의 예금자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행동기술을 습득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다. 보험상품에 대하여도 위험보험료와 적립금의 구조 및

보험관련 용어를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보험별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등 행동 기술도 알려줄 것

이다.

위의 절차를 마치고 재무코치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업무는 고객과의

상담 자료를 근거로 재무코칭활동지를 완성하고 다음 번 만남에서 잊지

말고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다음 회차 재무코칭활동지에 적어두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재무코칭의 녹음자료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재무코치

는 고객의 말을 경청하였는지, 인정과 지지는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해

스스로 검토한다. 이 과정은 모든 단계 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무코치는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재무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에

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다음 재무코칭을 위한 자료를 전송한다. ‘세가

지 질문지’(부록8)를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발송할 때, 질문지는 각각

다른 봉투에 담는 것이 좋다. 고객에게는 1번 문제를 완성하기 전에 2번

봉투를 열지 말도록 안내한다.(또는 1번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고 답을

받으면 2번 문제를 보내는 방식으로 세가지 질문의 답을 받는다.)

고객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양식인 ‘가계재무상태

표 및 현금흐름표 견본’(그림 4-4, 그림 4-5)역시 이메일로 전송한다. 이

양식은 고객 혼자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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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올 수 있게 안내하고, 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고객이 원하는 방

식으로 정리해서 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2단계: 목표설정

2단계에서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재무목

표의 설정은 재무설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고객이 중요시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와 부합하는 목표를

찾아 낼 수 있는 질문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무목표를 정함에 있어 ‘자녀독립자금’, ‘은퇴자금’ 등의 틀을 제시하

게 되면 고객의 재무설계가 아니라 ‘누구나의’, ‘평균의’ 재무설계가 되어

실행의 동력이 떨어진다. 또한 고객의 재무목표를 파악하면서 “재무목표

가 있으신가요?”, “재무목표를 적어주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은 부적

절하다(김재성, 2014).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세가지 질문지’(부록8)에

대한 답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중시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진정한 재무목표를 찾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필요에 따

라 ‘가치계단’(그림 4-2)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재무코치는

고객의 소망에 대하여 편견 없이 듣고, 고객의 비전에 같이 열정을 보여

준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재무설계를 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지금 저를 만나고 계신 이유

도 마찬가지구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죠”
출처:Kinder & Galvan, 2006/2010, p115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는 재무코칭의 특성상 고객이 작성할 것이

지만,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미리 만들어 전달하고 작성방법도 교육할

것이며, 재무코치가 이를 검토하여 정확한 재무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

울 것이다.

삶의 목표에 대한 대화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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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재무 목표에 대하여 하며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재무목표 워

크시트’(그림 4-3)에 근거하여 2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칭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당신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 언제까지 그것을 달성하길 원하나요?

- 그것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요? (이 단계에서는 물가상승

률이나 투자수익률 등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

로 필요한 자금을 대략적으로 적도록 한다)

- 그것을 이루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떤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과정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

야기하지 않는다. 현 상황의 제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고객이 진정으

로 원하는 바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Whitmore,

1996/2007). 그러므로 현황을 파악하기 이전에 삶의 목표를 향한 길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Bachrach, 2000).

2단계에서는 3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고객의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

표 작성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때 고객이 작성하면서 어려움을 느

끼는 경우 따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의 절차를 마치고 재무코치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업무는 1단계와

동일하다. 2단계를 마치고 3단계 재무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에게 이

메일 등으로 완성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3) 3단계: 장단점 분석

3단계에서는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고, 현재 고객의 재무적, 비

재무적 상황 및 장단점을 고객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

은 4단계에서 성공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재무적 현황은 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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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비재무적 현황은 주로 SWOT 분석표

(부록10)를 통해서 파악할 것이다.

재무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고객이 스스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현금

흐름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현금흐름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를

고객 스스로 작성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고객은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계의 소비성 지출 금액을 확인하고, 고객이 통제 가능한 지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단계를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작성하게 될 것임을 고객에게 알린다.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었던

가계가 아니라면, 전체적인 현금흐름을 파악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너무 정확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

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마무리 하고, 지출 항목을 예상하

고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는 재무코칭이

마무리 된 이후 한 번 더 작성할 예정임을 알리고, 1년에 한번 씩 정리

할 것을 추천한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재무 목표를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장애요인

을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다. 현황 파악을 위한 코칭 질문들은 다음과 같

다.

- 당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신이 정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당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 당신이 정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

까?

-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시도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 그 행동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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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현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코칭 질문’들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예산을 세워서 소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어떤 것을 먼저 줄이실 수 있으신가

요?

- 전체 자산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정하다고 느끼

시나요?

-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정하다고 느끼시나

요?

 - 정기적으로 저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

으신가요?

 -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저축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

가 생길까요?

‘재무계산기를 사용한 은퇴자금 계산 방법’(부록9)을 알려준 후, 재무

계산기를 활용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저축해야 하는 돈을

같이 구해본다. 이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재무현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고객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해 고객의 재무상태와 현금

흐름을 정리한 엑셀 자료를 보면서, 그 중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 때 비상금, 성장자산, 부채, 보험의

네 가지 측면을 확인해서 ‘주요 재무상황 요약표’(그림 4-6)에 적어본다.

이 때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주가 목적이라면 성장자산에서 제외하

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포함해서 적는다.

고객의 내적 자원 분석을 위해서는 SWOT 분석표(부록10)를 사용한

다. 이 때, 약점과 강점을 균형 있게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

김재성(2014)은 고객이 3단계 상담을 마치면 자신이 고민하던 재무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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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단계에서 기초적인 재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

다. 교육의 내용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재무코치가 반드

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고객이 이해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한다.

재무교육은 고객이 원한다면 어느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

객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재무교육을 위한 시

간을 따로 잡아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고객에게 필요한

교육이 모두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다음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

도록 한다.

4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고객에게 다음의 내용 중 추가로 교육이 필요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재무코치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교

육이 있다면 고객의 동의를 얻어 교육을 실시한다. 필요한 교육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금자보호법의 이해 및 활용방안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지출 수단 별 세금효과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국민연금제도 등 연금제도의 이해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할인율 개념(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펀드의 구조 및 인덱스 펀드와 ETF 의 차이

 ⦁보험상품의 구조(사업비, 위험보험료, 적립금 등)

⦁세제적격 연금과 비과세연금의 차이 및 변액연금과 공시이율

형 연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의 추가납입

의 장단점

(4) 4단계: 해결방안모색

4단계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전략수립은

어느 코칭 관계에서나 기본 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객의 현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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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가 원하는 상태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매울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Corporate Coach U (2016)가 소개한 코칭에서의 전략수립모델의 주요

요소는 ‘지금 여기(The Here and Now)’와 ‘미래 거기(The There and

Then)’, 그리고 ‘간격 메우기(The Bridge Over the Gap)'로 이루어져 있

다. ‘지금 여기'는 고객의 현 상황이며 고객의 목표와 관련된 욕구와 욕

망에 대한 정보도 담겨있다. ‘미래 거기’는 고객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상태, 미래의 상황, 달성 후 모습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이란 이 둘

간의 ‘간격 메우기’에 해당한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3단계에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2단계에서 재무목표를 통해 ‘미래 거기’의 모습을 보았다

면, 4단계는 이 ‘간격 메우기’를 위한 단계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찾아 나열하는 일들을 수행할 것이다.

전통적 재무설계상담에서 재무설계사가 작성해 온 제안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단계가 4단계라면 재무코칭에서의 4단계는 고객이 제시한 여

러 가지 대안들을 재무코치가 정리하고, 대안 탐색 및 의사결정에 필요

한 지식들을 전달하고 확인해 주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코칭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비슷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시간이 충분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 장애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재무코치는 고객이 제시하는 대안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 들을 확인

시켜 주어야 한다.

-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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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으신가요?

- 실행 가능하신가요?

4단계에서는 재무코칭의 목표를 상기시키고, 이를 구체화한다. 1단계

에서 설정한 재무코칭의 목표는 추상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 보면 최초 재무코칭의 목표와 멀어질

수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이번

재무코칭의 목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 만남에서 이번 상담을 통해 ***을 얻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

다. 현황 파악을 마치고 나니, 구체적으로 재무코칭을 마쳤을 때 어

떤 성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목표 차팅(Goal Charting)이 필요하다

(Corporate Coach U, 2016). 차팅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코스를 그림 차

트나 개념화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 차

팅이란 목표에 이르는 행동코스를 결정하고, 실행의 진도를 추적하기 위

해 사용한다. 재무코칭의 목표차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재무코칭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그것을 수치화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은퇴자금 마련의 재무목표를 가진 고객이 1단계에서 재무

코칭의 목표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

다면, 구체화된 재무코칭의 목표는 ‘부채비율을 30%이하로 낮추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싶다’ 또는 ‘부채상환금액을 10만원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

고 싶다’가 될 수 있다. 또는 ‘돈 관리에 자신감을 얻고 싶다’는 것이 재

무코칭의 목표였다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자신감이 생기는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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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점수를 매겨봄으로써 목표 달성 정도를 수

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한 코칭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재무 코칭 전의 자신감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였나요?

- 재무코칭을 마치고 나면 몇 점이되기를 원하나요?

- 지금은 몇 점인가요? 이 점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무코칭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안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

칭 질문들을 할 수 있다.

-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 언제 그것을 할 예정인가요? (“10월 3일부터 매일 9시” 와 같이

구체적 답을 얻도록 한다.)

- 이것을 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요?

- 당신이 이것을 실행하는 경우, 이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나

요?

- 실행에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 그 외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실행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정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 (8점 미만이라면) 8점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기간을 늘리거나 방안을 조정)

- 재무코치의 조력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5) 5단계: 실행



- 161 -

5단계인 실행은 4단계에서 결정된 재무코칭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안

을 현실에서 적용 해 본 후 그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이다. 실행이 어렵

다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다시 한 번 새로운 실행안을 도출해야 한

다. 실행에 문제가 없고, 재무코칭의 목표가 달성 되었다면, 재무코칭을

종료하고 모니터링 일정을 잡게 된다.

(6) 6단계: 모니터링

6단계는 실행안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무코칭프

로그램을 통한 고객의 변화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사후 설문

지(부록 5)를 실시한다.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사항은 재무코칭을 통

한 재무관리행동 변화의 유지 여부,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 및 재무상태

와 현금흐름의 변화이다. 전체 재무코칭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소개

의향과 재상담 의향도 확인한다.

6단계로 갈 수 있는 시점은 여러 재무 이슈에 대하여 실행계획이 무

리 없이 실천되고, 고객이 재무코칭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끼는 때이다.

전통적 재무설계상담에서는 5단계를 종료하고 3∼6개월 이후에 모니터링

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호주의 FCAM의 경우 2달마다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김재성(2014)은 6단계 모니터링의 주제로 습관

의 변화 정도나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의 평가, 재무상황 변화의 점검 및

대응, 투자성과의 모니터링을 이야기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단계 후 1∼3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1회의 모니터링만 실시 예정이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는 고객과 합의하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모

니터링을 할 수 있다.

6) 전문가 의견 검토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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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단계 의견 수용여부

절차

진행

전 단계

양식 채우기 등의 관리적 행동이 많

아지지 않도록 주의(고객 의식의 전환,

창의적 해결안의 도출, 통렬한 자극 받

기 등에 방해 가능성)(C1)

수용

(진행 시 참고)

1단계

고객과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가

치 관련 대화 추가(C1)
수용

코칭의 윤리규정에 의한 비밀 보장

안내 추가(C1)
수용

재무코칭의 목표를 물어 본 후, 한 문

장으로 정리하기(C2)
수용

재무코칭의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원하

는 모습이 되었을 때 어떤 점이 좋아

지는지 물어봄으로써 동기　부여할 것

을 권고(C2)

수용

(질문 추가)

3단계
단계명칭을 ‘장단점분석‘에서 ’현황파

악‘으로 변경(C2)
수용

4단계

재무코칭 목표의 구체화는 3단계의 마

지막에 할 것을 권고(C2)
수용

고객이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재무교육이 이루어 져야 함(A3,

B1)

수용

(필요한 재무교육

리스트 재 정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한 개선사항은 <표 4-7>에서 정리하였고 이를

단계별로 반영한 내용은 <표 4-8>에서 정리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재구

성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 절차는 <그림 4-9>과 같다.

<표 4-7>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개선 사항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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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단계 의견 수용여부

활용

도구

전단계

코칭 질문을 재무코치가 보면서 코칭

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것(A1, B2)

수용

(‘재무코칭활동지’

에 질문 수록)
코칭활동지의 앞쪽에 지금 전체의 절

차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줄 것

제안(B1)

수용

(‘재무코칭활동지’

보완)
‘할 일 목록’의 할 일과 5단계 실행안

의 차이가 모호함(B1)

'할 일 목록‘의 내용을 코칭보고서에

통합(C1)

수용

(‘할 일 목록’을

‘코칭보고서’에

포함)

2단계

고객이 답변하기 어려운 ‘가치계단‘의

미사용 권고 (A1)

‘가치계단’,‘세가지 질문’을 통해 얻으려

는 것이 동일하므로 둘 중 하나 선택

(C1)

‘가치계단’이 활용하기 너무 어렵다(C2)

수용

(‘가치계단’

미사용)

‘세가지 질문지’에 대한 취지 및 유용

성 설명 추가(B2)

'세가지 질문지‘의 구성 변경(C2)

수용

(부록8)

3단계

‘연령대별 소득과 지출곡선’ 사용 권고

(A1)

수용

(그림 4-10)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는 기초정보

입력 양식의 제공(A1)
수용

SWOT 분석표에 분석 후 종합적인 고

객의 의견이나 느낌을 적는 칸을 추가

(A3)

수용

(부록10)

<표 4-7>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개선 사항의 도출(계속)

재무전문가 A1, A3의 전반적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고객의 동기를 부

여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적합하며, 변화와 유지에 대한 조력이 추가된

점이 행동변화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고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고객들의 최근 성향을 잘 반영 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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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시간이 지나면 가지고 있던 의지 같은 것들이 꺾이기 때문에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서 (중략) 실행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크해서 사

진 찍어서 보낸다던가, 이런 것 들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도움이 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

(A1) "상담을 하면 할수록 답이 없거든요(중략) 본인이 생각하지 못

했던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A3) "시대적 흐름에도 맞고, 한국사람 정서상으로도 맞고, 상담 하면

서도 사람들이 너무 바뀌지 않으니까. . 자각과 교육과 셀프로 좀 체계적

으로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중략) 이런 도구 자료들은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반면, 재무전문가 A2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재무코칭보다는 기존의

재무설계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 하면서, 재무코칭이

너무 지엽적인 주제에 머물러서 재무목표 달성이라는 큰 목표 달성이 지

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강조되어 재

무적 부분이 약화되는 위험도 언급하였다.

(A2) “개인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다를거라고 생각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성적인 생각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음 이성이

좀 발달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성장

세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렇게 하면 좋고 이거는 내가 좀 고쳐야

하고 이런 건 알아, 그거는 알지만 자기의 행동력에 따라서 조금 약간

선천적으로 게으르거나 조금 소극적인 스타일들은 재무코칭만으로는(어

려울 듯). 재무코칭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변화되게끔 고쳐주는 건데

그 힘이 굉장히 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 165 -

(A2) "이 프로그램이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닐

까 라는 생각을 아직 지워버리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재무설계상담의 기존 표준절차가 재무코칭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는 고객의 재무적 이슈가 복잡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Collins

et al., 2007). 그러나 고객의 성향과 같은 다른 영향요인이 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학 전문가(B1)도 재무코칭이 필요한 사람과

재무설계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와는 별도로 연구되어질 문제로 판단하였다.

지엽적이라는 평가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이 재무목표를 중심으로 진행

되지 아니하고, 재무코칭의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무목표

를 간과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재무코칭을 마치고 나서 재무목표를 위

해 추가적으로 변화해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지에 대한 의문이

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면서 다시 판단해 보기로 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기존 재무설계상담 절차 대비 장단점에 대해서는

앞서 전반적 평가를 통해 언급된 사항 외에 재무설계사의 업무량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고객의 변화에 따른 재무정보의 취합 및 분석을 고객이

직접 한다는 면에서는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매번 재무코칭보

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등의 업무는 추가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A1).

이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을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의견

이나, 본 연구에서 다루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인정과 지지를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A1).

은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학 전문가(B2)의 경우,

해당 코칭프로그램의 성공사례들을 접한 경험을 토대로 코칭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

른 문제임을 조언하였다. 재무설계사들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학

전문가(B1)은 재무코칭프로그램만의 차별성이 재무설계의 주체의 변화임

을 파악하고, 이것이 고객의 실행력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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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매번 만남 만남을 통해서 조그만

변화라도 주는게, 그런 걸 줘 가면서 하는 게, 아 내가 뭔가를 받고 있

구나 하는거지, 사실 재무목표는 요원하잖아.(중략) 그런 걸(실행계획)

확인하고, 어싸인을 주고 확인하고, 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코칭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가면, 충분히 하나의 학문도 되고, 실무도 되고

그럴 것 같아. 재무설계는 사실 그런 거 좀 부족해. ‘따라와라.’ 막 이러

면서."

코칭전문가(C2)는 전체적 절차가 코칭에 충실하다고 평가하였고, 코칭

질문들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제안하였다. 코칭전문가(C1)는 일반 코칭에

비해 작성해야 하는 자료가 많은 것이 코칭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가능한 코칭 현장에서 자료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 하였다. 재무코칭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가급적 현장에

서 적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전체 단계가 코칭 회차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싸이클

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여 전반적 흐름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재무코칭의 목표를 따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해 주기도 하였다.

적용상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단계의 가치계단과 세가

지 질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A1, A2, B2, C2). 이에 두 가지 도

구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코칭전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조언을 구하였다. 그 결과 2단계의 가치계단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

으며, 세가지 질문은 일부 수정하였다.

활용도구와 관련하여서는 SWOT분석표의 활용에 대해서 유용하게 평

가하는 의견(A2, A3)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시도한 결과 고객이 어려

워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A1)이 있어, 이는 실행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코칭보고서가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줄 것이라는 의견(A1), 화폐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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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가 고객 파악에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A2, A3)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재무코칭을 설명해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

에 보다 사례를 들어 프로그램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A3)는 의견이 있

었다. 이는 중요성 및 시간 제약으로 인해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사후

설문지를 통해 최초 기대한 바에 대해 확인한 후 최종 프로그램 반영 여

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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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목적 및 내용(수정 전) 단계별 내용(수정 후) 주요 수정사항
1단계: 관계정립

1) 고객의 니즈 확인

2) 재무코칭프로그램 및 재무

코치에 대한 정보제공

3) 업무수행범위의 결정

4) 재무코칭의 목표 설정

5) 고객의 기초정보 수집

1단계: 관계정립

1) 고객의 니즈 확인

2) 재무코칭프로그램 및

재무코치에 대한 정보제공

3) 업무수행범위의 결정

4) 재무코칭의 목표 설정

5) 고객의 기초정보 및

주요가치 파악

고객이 중요하

게 생각하는 가

치에 대하여 알

아보는 내용 추

가

2단계: 목표 설정

1) 삶의 목표 파악

2) 재무목표의 파악 및 우선

순위 설정

2단계: 목표 설정

1) 삶의 목표 파악

2) 재무목표의 파악 및 우

선순위 설정

없음

3단계: 장단점 분석

1) 고객 관련 정보의 분석

2) 재무목표의 장애물 파악

3단계: 현황 파악

1) 고객 관련 정보의 분석

2) 재무목표의 장애물 파

악

3) 재무코칭의 목표 구체

화

재무코칭의 목

표를 구체화 하

는 절차를 4단

계에서 3단계로

이동

4단계: 해결방안 모색

1) 대안 탐색

2) 재무코칭 목표의 구체화

4단계: 해결방안 모색

1) 재무코칭 목표별 대안

탐색

2) 재무코칭 목표별 실행

안 결정

재무코칭의 목

표별로 해결방

안을 모색하고

실행안을 결정

5단계: 실행

1) 대안 선정 및 실행

5단계: 실행확인

1) 실행 여부 확인

2) 대안 모색

실행을 확인하

고, 실행 과정

의 어려움을 해

결하는 단계
6단계: 모니터링

1) 실행의 유지여부 확인

2) 변화의 확인

6단계: 모니터링

1) 실행의 유지여부 확인

2) 변화의 확인

없음

<표 4-8>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개선 사항의 단계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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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절차(전문가 검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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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전문가(C1, C2)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한 코칭 질문은 다음과 같

다.

1단계 재무코칭의 목표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진 모

습을 상상하게 하는 질문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이소희, 2008). 재무

코칭을 통해 미래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결과를 생각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코칭 질문을 추가 하였다.

-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고객이 하나를 이야기 하면 계속해서 좋은 점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

한다.

- 또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 또 다른 점은요?

고객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재무코칭으로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문제와 관련되어 스스로 느끼는 자아를 재평

가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재평가(Self-reevaluaion)는 행동의 변화를 촉

진시킨다(Prochaska, et al., 1994)

1단계에서 절차설명, 설문지작성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

게 되면, 라포형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 1단계

에서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은

전문코치들의 교육기관인 코엑티브 트레이닝 연구소(The Co-Active

Training Institute)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다.

인생의 특별한 순간들, 감정이 충만했던 순간들에 대하여 질문한다.

 - 인생에서 보람 있었거나 가슴 아팠던 순간들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세요.

-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누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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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 당신에게 중요했던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 그 경험 속에서 (예: 성취) 라는 가치가 중요했던 건가요?

- 당신에게 (예: 성취)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반대로 인생의 절망했던 순간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 화나고 좌절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 그 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예: 고객이 궁지에 몰리

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것은 당신이 (예: 자유)와 (예: 선택)을

원했다는 거군요? (고객의 숨은 욕구를 찾아 가치와 연결해서

이야기한다.)

- (또 다른 예: 당신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웠다는 것은

창의성과 혁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인가요?)

 

재무전문가(A1)의 제안에 따라 시간대별 전체적인 생애 필요자금을 보

여줄 수 있도록 추가한 ‘연령대별 소득과 지출곡선’ 예시는 <그림 4-10>

과 같다.

<그림 4-10> 연령대별 소득과 지출곡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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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코칭프로그램 적용

개발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발전되었다. 그 과

정에서의 연구자의 성찰과 반성을 정리하였다.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 개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완된 재무코칭 프로그램을 총 5명의 연구 참여

자(이하: 고객)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반복하여 적용하였다. 프로그

램의 고객별 적용기간은 다음 <표 4-9>와 같다.

연구자인 재무코치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매 회차 코칭을 마치면 해

당 상담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고객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자기 평가의 시

간을 가지고 이를 기록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객에게서 수집한 모든 자

료를 재검토하고, 정리하였으며, 상담내용이 녹음된 자료는 다시 듣거나

전사하여 읽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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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고객별 적용기간

날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

도민고 폴리아빠 와플 여울 조아

2019년 9월
1차 코칭

(1단계)

2019년 10월

2차 코칭

(2단계)

3차 코칭

(3단계)

1차 코칭

(1단계)

2차 코칭

(2단계)

1차 코칭

(1단계)

2019년 11월
4차 코칭

(3,4단계)

3차 코칭

(3단계)

4차 코칭

(4단계)

1차 코칭

(1단계)

2차 코칭

(2단계)

2019년 12월
5차 코칭

(5단계)

2차 코칭

(2단계)

1차 코칭

(1단계)

2020년 1월
6차 코칭

(5단계)

5차 코칭

(5단계)

3차 코칭

(3단계)

3차 코칭

(3단계)

4차 코칭

(4단계)

2020년 2월 7차 코칭

(5단계)

4차 코칭

(3단계)

5차 코칭

(4단계)

5차 코칭

(5단계)

2차 코칭

(2단계)

3차 코칭

(3,4단계)

4차 코칭

(5단계)

2020년 3월
6차 코칭

(5단계)
6차 코칭

(5단계)

2020년 4월
8차코칭

(6단계)

7차코칭

(6단계)

2020년 5월
6차코칭

(6단계)

7차코칭

(6단계)

5차코칭

(6단계)

첫 번째 고객(별칭: 도민고)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으로

올해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재무 상태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을 느끼고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신청하였다. 도민고의 배우자는 출산으로 인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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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아이의 탄생으로 인한 가계 지출의 증가가 예상

되는 상황이었다. 지출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마이너스통장의 잔

액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도민고 가계는

담보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배우자는 재무코칭 받는 것

을 지지하였으며, 아이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지는 못했지만 도민고와

같이 실행에 적극 참여하였다.

도민고가 재무코칭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현금잉여금의 창출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 들 수 있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총 8회의

재무코칭을 실시했으며, 매회 코칭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재

무코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객은 재무코칭의 목표달성 정도를 10점

만점에 7∼8점 정도로 평가했는데, 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8

∼9점으로 만족하였으나, 지출관리를 통해 현금흐름의 잉여자금을 늘리

는 면에서는 아직 미흡함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매달 약 50만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

였다.

두 번째 고객(별칭: 폴리아빠)은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으로 투자를 위한 종자돈 마련을 위해 지출관리를 하고 있으나, 부

인과의 의견 차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부모님과 만 1 세인

딸아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미래 지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

었다. 배우자는 재무코칭 받는 것에 대하여 협조적이었고, 2단계에서는

부부상담을 진행하였다.

폴리아빠가 재무코칭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소득에 대해서 원하는 방

향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서

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

고 하였다. 재무관리를 잘하게 되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부

모님에 대해서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포함하

여 총 6회의 재무코칭을 실시했으며, 매회 코칭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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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었다. 재무코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객은 재무코칭의 목표달

성 정도를 10점 만점에 9.5 점으로 평가하였다. 재무코칭의 목표는 월 일

정금액 이하로 지출하는 것과 자신의 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

는 것으로 구체화 시켜서 측정하였다.

세 번째 고객(별칭: 와플)은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

으로 최근 첫 아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시점에

있었다. 남편이 책임지고 있던 지출관리를 육아휴직 때부터 맡아서 하면

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재무 쪽으로는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었다.

2단계부터는 계속 부부상담을 진행하였다. 와플의 재무코칭 목표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음가짐과 지

식(재무관리역량)을 갖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자신감을 가

지고 목적 있고 주도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고, 나눔도 편안하게 실

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총 7회의 재무코칭을

실시하였으며, 매회 코칭 시간은 약 2시간정도 소요되었다. 코칭을 마무

리 할 즈음에는 지출 현황 파악 정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9점정도

달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세부항목에 대한 파악 및 1년 전체 예

산을 작성하지는 못하였다. 재무관리역량에 대하여는 아직 5점으로 평가

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와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관리에 관심과 자신감이 생긴 것에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와플의 배우자는 재무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며, 부부상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폭

이 넓어진 것을 코칭으로 인한 변화로 이야기 하였다.

네 번째 고객(별칭: 여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으로

둘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추어 휴직중인 상황이었다. 맞벌이 소득

에도 불구하고 지출 관리가 되지 않아 저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

는 상황이었다. 여울이 제시한 재무코칭의 목표는 가계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현금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었다. 이를 통해 불안감을 없애고 장기적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자녀들을 위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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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총 7회 재무코

칭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에서 부부상담을 진행하였다. 부부상담을 통해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합의한 것은 물론, 부부간의 대출에 대한 태도 차

이를 확인하였고, 지출관리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을 재정립 하였다.

여울은 재무코칭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세부목표 9가지 스스로

정리하였고, 거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 소비를 줄

였으며, 늘어난 월 잉여자금은 신용대출을 추가로 상환하는데 사용하기

로 하였다. 또한 ‘투자자금 2천만 원 마련하기’라는 새로운 단기목표가

생겼다고 이야기 하여, 재무코칭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섯 번 째 고객(별칭: 조아)은 1인 법인의 대표로 있는 30대 여성으

로 대학교 강의로 인한 고정수입과 법인에서의 비정기적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계의 재무설계는 실시하지 않고,

조아가 배우자와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재무

코칭을 실시하였다. 조아는 법인과 개인의 지출을 구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명확한 재무목표가 없는 상황이었다. 조아가

제시한 재무코칭의 목표는 좋은 재무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비축하며, 계획적 지출을 하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재무목표 달성에 걸리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자기 신뢰감이 상승

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 이를 자녀에게 교육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총 5회의 재무코칭을 실시하였다. 비교적 현

금흐름이 단순하여 현황파악 및 비축의 목표는 3회차에 달성하였다. 그

러나 코로나 사태로 법인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적 지출이라는 목

표는 의미가 없어졌다. 재무코칭을 마칠 때 조아는 법인의 수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재무코칭을 통해

돈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2) 첫 번째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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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코칭의 목표와 재무목표의 구분에 대한 사전 설명의 필요성

첫 번째 수행을 통해 재무코칭의 목표와 재무목표를 명확히 구분해서

안내할 필요성을 느꼈다.

첫 번째 수행의 1단계를 위한 만남에서 고객에게 재무코칭의 목표를

물어봤을 때, 고객은 재무코칭의 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파악하

지 못하였으며, 재무코칭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

꼈다. 재무코치는 “재무코칭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어 있으면 만족스러

울 것 같으세요?”, “세션의 목표?”라고 물었을 때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주어가 없어서 정확히 어

떤 것의 예측가능성인지 알 수 없어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어렵네요.”라는 반응을 보이며, “마이너스의 플러스 화”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2천만 원이 넘는 신용대출금액을 3개월 정도의 재무코

칭 기간 내에 모두 상환하겠다는 것은 재무목표는 될 수 있어도, 이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목표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무코치는

“플러스가 3∼4개월 동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반문하니, 고객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화가 되는 체계를 구축”이라는 재무코칭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모든 수행에서는 재무코칭의 목표가 재무목표와 어떻게 다른지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한 후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설문지 작성의 의미와 활용

설문지 작성이 고객의 재무관리 행동 정보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설문지조사를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면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문

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금융자산의 종류와 평가액, 대출 잔액

및 원리금 상환 중 이자비용, 재산세에 대한 문항 및 소비지출 규모 및

저축액과 투자액은 고객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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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객은 재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인지하기 시작하

였고, 설문지에 답을 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또한,

사전 설문지조사 직후 재무관리지식 문항에 대해 고객이 정답을 알고 싶

어 하였다. 이를 통해 재무코치는 단순하게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사

전 설문지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재무교육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모든 사전 설문지조사에

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무관리 정보를 전달하면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 예상 소비 지출액 파악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예상 소비지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

념들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최근 아이가 생긴 도민고의 경우 1년간의 현금흐름표 작성에 있어, 지

출을 예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출의 예상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 비현실적인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 매번 예산 내에서 지출하는 것

이 실패하게 되면, 지출관리의 의지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지출

예상액을 구하는 것은 재무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도민고의 경우 3차, 4차 코칭에서는 지출의 집계가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틀을 잡는 시간이 되었다. 이를 통해 모든

고객들이 지출 예상액을 파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 내용들이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자동차 보험료, 재산세, 배우자 생일선물, 크리스마스 외식 등과

같이 1년에 한, 두 번 발생하는 비 경상 지출, 더 나아가 돌잔치나 부모

님의 칠순과 같은 1년을 넘는 주기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하여 미리 고

려하도록 한다. Godwin & Carroll (1986)은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지

출을 적어 둔 양식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도민고의 경우 재무코

칭 중에 배우자의 생일을 맞이하였는데, 예상 지출에 없었던 배우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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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구입비가 그 달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비용화 되는 지출과 자산화 되는 지출을 구분지어 정리하여야

하며, 저축·투자·대출상환의 경우 각각의 이자율이나 투자수익률을 파악

하여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는 비용화 되는 지출에 해당하

고, 원금상환액은 순자산을 늘려 주므로 자산화 되는 지출이 된다. 보험

료의 경우에도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미래를 위한 자산화 되는 지출인 반면, 보장성 보험은 위

험 대비를 위해 비용화 되는 지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이 선행되

어야만 가계의 총 비용화 되는 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지출의 성격별로 월별 금액으로 추정할 항목과, 연단위로 추정

할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비와 같은 경우는 월별로 추

정하는 것이 편리한 반면, 의복비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출 예상액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자 비용이나 관리비처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나가야 하는 지출, 식비나 외식비 등 매달

지출되는 변동비, 마지막으로 의복비 등 1년 단위로 지출 되는 변동비가

모두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향후 예상되는 지출의 총합이, 내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예산안에서 해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

출 예상액이 예산을 넘어서는 경우 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액을 조

정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 항목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

다. 도민고의 경우, 자신의 내적 역량을 키워주는 자기개발비를 쓸 수 없

게 될까봐 지출관리를 시작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기개발비 관련 지출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후 수행에서도 위 개념들을 고객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며 진행하였

으며, 현실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의 유지 및 운영 계획을 세우

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



- 180 -

해당 내용은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출관

리나 재무현황 파악을 위해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

며, 향후 필수 재무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3) 두 번째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과 반성

(1) 부부간 재무목표 우선순위 합의 절차의 필요성

두 번째 수행을 통해 가계 재무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부부상담을 통해

부부간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첫 번째 수행에서는 배우자가 출산에 임박하여 부부상담을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수행에서 처음으로 부부상담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 재무코치는 고객과 그 배우자와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삶

의 목표를 확인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때까지는 부부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재무목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의견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고

객과 그 배우자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폴리아빠) “와이프가 교육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에서(재무목표의 우선순위) 차이가 이런 것 까지 날 줄은 몰랐

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서로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

고, 맞춰 가야지요.”

이후 수행에서는 2단계에서 부부간 재무목표의 우선순위를 각자 쓰게

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을 중요한 절차로 수행하였다.

(2) 인정과 지지의 시스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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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후가 되면 재무현황을 파악 하고,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을 수립하게 되면서 숫자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와

동시에 코칭의 주요 요소인 인정과 지지를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

우가 많았다. 첫 번째 수행과 두 번째 수행의 3단계를 마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정과 지지를 할 수 있

는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상황별 질문을 적은 종이를 출력하여 매번 재

무코칭 시작 전에 읽어보았다. 인정과 지지를 하기 좋은 상황과, 해당 상

황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전문가 검토에 참여했던 전문코치(C2)의 도

움을 받아 결정하였다. 인정과 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처음 만나

서 고객의 변화를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오늘의 코칭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가능성 발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고객이 무언가 실행하겠다고 실행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코

칭을 마무리할 때로 정하였다.

이 후 모든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만남에서 첫 질문을 “지난 코칭 이후

특별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최근 가장 기뻤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로 활동지에 적고, 고객의 대답에 대하여 인정과 지지를 잊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였다.

4) 세 번째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과 반성

(1) 새로운 재무코칭의 목표를 위한 또 다른 시작

세 번째 고객인 와플은 4차 코칭에서 재무코칭 세부 목표의 달성 정도

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새로운 코칭의 목표를 이야기하였다. 와플이 1

단계에서 제시한 재무코칭 목표는 재무현황 파악 및 재무역량 강화였는

데, 해당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무코칭을 통해 줄어든

소비 지출액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알고 싶다는 새로운 주제를 이야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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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 “가계부 쓰고 있고, 제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무절제한 소비는 좀 달라진 거 같아서 안심

이 되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불리면

좋을지 ..”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재무코치는 처음 정한 재무코칭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

었다. 반면 고객은 처음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느끼고, 새로운 재

무코칭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재무코칭의 목표는 재무목표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그 다음의 목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일이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처음 업무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일

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동일 고객에게 순

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재무코칭프로그램과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한국FPSB, 2017)와 달

리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제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 번째 수

행을 통해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금융상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 명확

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고객인 와플은 재무코칭프로

그램의 2단계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만남에서 최근에 가입을 권유받은 종

신보험의 가입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또한 4단계의 대안 모색 과정에서

는 가입되어 있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검토를 받기를 원했다. 가입을

권유받은 종신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금융상품을 선별하는 기준과

해당 상품의 실질 수익률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고, 고객은 이

를 바탕으로 가입을 보류하였다. 이미 가입한 변액연금에 대하여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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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판단 기준 등을 알려주었다. 즉 재무코치는 투자금융상품의 가입

및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전하는 역할만 하였다. 그러나 와플

은 재무코칭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자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권유받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다. 첫 번째 고객인 도

민고도 상품수수료와 무관한 재무전문가가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면 좋겠

다는 유사한 의견을 이야기 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투자에 대한 관리 서비스까지 하지 않는 상황

에서, 고객의 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금융상품을 제안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안으로 투자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

도록 코칭 하였다.

5) 네 번째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과 반성

(1) 온라인 코칭의 가능성 확인

네 번째 고객(여울)의 경우 3단계를 마무리하는 3차 코칭까지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고, 4∼6단계에 해당하는 4∼7회차 상담은 전화로 진행

하였다. 전화 상담의 만족도는 높았고, 오히려 집중이 더 잘되어 좋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재무코칭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의

견을 물어본 결과 회의적이었다. 여울도 2단계까지는 서로 만나서 대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1단계는 라포 형성이 중요한 단계이고, 2단계에서는 배우자와 같이 삶

의 목표와 재무목표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대화들이 이어진다.

이 두 단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에 어

떤 영향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서로 간 신

뢰를 형성하고 재무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3단계 이후에는 전화코

칭으로 재무코칭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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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절차의 조정 필요성

여울은 6단계 모니터링 절차를 마치면서, 이것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

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울) “1년 정도는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내가 원하면 다시 얘기

할 수 있게 그 시간을 1년 후에 다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고객(폴리아빠)과 세 번째 고객(와플)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

했는데, 재무코칭기간이 끝나고 나니 마음가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와플은 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해 관련

오디오를 듣는 것처럼 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행동의 변화가 유지되

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Prochaska et al.,1994)는 것을

고려하면,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6단계의 역할은 행동의 유지를 돕는 것

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부분은 수행 중 반영되기

어려웠지만,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선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6) 다섯 번째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행과 반성

마지막 고객(조아)의 경우는 다른 4명의 고객과 재무코칭의 범위가 달

랐다. 이를 통해 서로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맞벌이 가계의 재무코칭

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조아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가계의 전체 재무관리를 대상으

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다. 조아와 그 배우자는 수입을

각자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아 개인의 재무관리만을 한정 지어 재

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었다.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맞벌이 개인

의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가계의 중요한 재무목표가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 조아는 자녀의

교육자금이나 은퇴자금은 남편이 ‘알아서’ 관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



- 185 -

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소통은 없다고 하였다. 이 경우, 중요한 재무

목표가 관리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둘째, 공통으로 사용하는 가계지

출에 대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가계의 재무목표

와 별개로 개인의 재무목표를 관리하는 것도 개인의 재무적 만족을 위해

중요하다. 조아는 자신이 버는 수입은 여행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모님

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있었는데, 재무코칭을 통해 본인만의 재무목표가

생긴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입을 관리하여 잉여자금을 만들고, 잉

여자금의 투자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종합하

면 맞벌이 가계의 경우 각자 수입을 관리하더라도 주기적 소통을 통해

누락되는 재무관리영역이 없도록 사전에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7) 소결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5단계 실행확인에서 하나의 계획

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재무코칭의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은

아니란 점을 알게 되었다. 재무코칭의 목표가 구체화 되면서 세분화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실행계획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실행계획을 확인

한 이후, 재무코칭의 목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했다.

그 외, 적용 중 세부절차가 보완된 점으로는 인정과 지지를 시스템화

하거나, 예산 수립에 대한 재무교육의 내용을 추가한 것, 부부의 재무목

표가 다른 경우 조정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들이 있었다.

모든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을 마치고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발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1) 지출관리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 고객들이 제시한 재무코칭의 목표를 중심으로 다루어진

재무관리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재무목표의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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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수입과 지출 관리영역’의 관리가 가장 우선 개

선되어야 하였다. 지출관리에서의 미비점은 3단계 재무현황 파악을 어렵

게 하였다. 지출의 용도와 금액 및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다른 모든 계

획이 의미 있게 실현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지출의 구성이 비교적 간

단했던 조아의 경우 재무코칭프로그램이 5회차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반

면, 지출 규모도 크고 출산 등 여러 가지 지출의 변수가 많았던 도민고

의 경우 이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총 8회차로 재무코칭프

로그램을 완료하였다.

지출관리를 위한 동기 부여는 재무목표와 현황의 차이를 파악하는 재

무설계에서 비롯된다. 폴리아빠의 경우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

가 지출관리의 원동력이 되었고, 와플의 경우 투자관리의 필요성을 느끼

면서 지출관리가 쉬워졌다고 하였다.

(와플) “친구가 계속해서 저한테 ‘새로 나온 코트 이쁘지 않아?’ 계속

막 하는데 ‘아니야 투자하고.. ’, 그리고 이게 거꾸로 지출관리를 가능하

게 해 주는 원동력이더라고요”

종합하면, 지출관리는 다른 모든 영역의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

한 영역이므로 우선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지출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동기 부여는 재무목표 설정을 통한 재무설계를 통해 이루어졌

다.

(2) 재무목표 달성 정도 확인의 어려움

2단계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이를 위한 재무코칭의 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모니터링 단계에서 재

무목표의 달성 정도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적용해 본 결과, 재무목표 달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론처럼 재무목표별로 저축통장을 마련하기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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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가계의 잉여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목표별 달성도는 확

인할 수 없었다. 대안으로 순자산의 변화를 통해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

를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모든 현금흐름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으며, 고객들이 스스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지속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는 재무목표 달성 지표에 대한 고객과의 사

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재무코칭 활용도구의 활용 및 보완

① 재무코칭 활동지: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재무코칭 활동

지는 다음 회차 코칭을 준비하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재무코칭

활동지를 통해 코칭 중에 운영지침과 질문을 참고하였고, 고객별 개별

사안에 대하여 잊지 않고 확인할 내용이나, 필요한 재무교육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재무코칭활동지의 맨 앞에 재무코칭의 목표를 매번

기록하여 진행한 것도 목표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②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자동 계산 양식: 전문가 검토의견에 따라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엑셀파일을 고객에게 전달하면

서, 고객이 보다 쉽게 재무현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수

정해서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지 않은 양식은 고객들이 활

용하기 어려우며, 활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미 자신이 사용하는 엑셀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사용

하거나(도민고), 재무코치가 제시한 양식을 일부 활용해서 자신의 파일을

업데이트 하였다(폴리아빠). 스스로 엑셀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여울, 조아)도 있었으며, 수기 가계부로 지출을 정리하기도 하였다(와

플).

결론적으로, 모든 가계의 다양한 개별 상황을 고려한 일반적 양식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도 고객들이

이를 익혀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5회의 수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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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코치의 역할은 완벽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전달하고, 그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4)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빅 싸이클과 스몰 싸이클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고객들은 새로운 재무코칭의 목표를 가지게 된다. 그 이유는 아직 재무

목표가 달성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새로운 싸이클의 재무코칭프로그

램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큰 관점에서는 재무목표를 중심으로 GROW 모델

이 작동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재무코칭의 목표를 중심으로 GROW

모델이 작동한다. 재무목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빅 싸이클로, 재무코칭의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스몰 싸이클

로 본다면, 재무코칭프로그램은 빅 싸이클 안에서 스몰 싸이클이 돌아가

는 것이다. 또한 이 스몰 싸이클은 재무코칭프로그램의 4단계와 5단계

안에서 반복해서 발생했다.

재무코칭의 목표 달성 확인은 5단계에서 이루어진다. 5단계에서 성공

적으로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 재무코칭의 목표가 달성 되었다면, 모니터

링을 위한 코칭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다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5단계를 다시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5단계를 두 번 적용

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5단계에서 새로운 4단계를 실시

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반복되어 수행되는 4단계를 5단계가 아닌 새로운

단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스몰 싸

이클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완성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 중의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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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개선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를 완성하였다.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1) ‘시행착오’ 단계의 추가

재무코칭프로그램의 5단계(실행확인)과 6단계(모니터링)사이에 ‘시행

착오’의 단계가 필요하다.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결정한 실행계획의 실

행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재무코칭을 마

무리 하고 6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행계획이 바로 계획대로 실

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시행착오’의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보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6단계 모니터링 단계를 ‘유지’의 단계로 변경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변화를 유지시

키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변화의 유지를 조력을

하는 것을 절차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6단계 모니

터링을 통해 변화가 유지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적용 결과 일

회성 모니터링으로는 변화를 조력하기에 부족하였다. 또한 ‘모니터링’이

란 단어는 ‘감시’, ‘관찰‘이란 뜻으로, 조력하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재무코칭을 위해서는 ’모니터링‘보다는 ’유지‘라는 단계명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6단계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도 조정이 필요하다. 재무관리행동의 동기

가 재무코칭 기간에는 높아졌다가, 몇 개월 후 모니터링 시점에는 낮아

진 것을 고객들의 입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기적인 재무코치와의 만남을

통해 재무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관련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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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 재무코칭 5

단계를 마친 후, 월 1회, 10분 정도의 전화코칭이나 메시지 등으로 6개월

이상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6단계에 포함시켰다.

(폴리아빠) “코칭을 처음 할 때와 중간에 할 때와 이제 마무리 할 때

의 상태가 당연히 틀리겠죠(중략) 코칭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동기는 떨어

져요 (중략) 근데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 중간 중간에 다시 찔러주는. . ”

유지의 단계에서는 유지의 조력과 더불어 재무목표의 진척도 확인해

야 한다. 이 때 고객은 재무목표의 달성을 위해 또 다른 목표를 가질 가

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지출관리가 완료된 고객이라면, 이제 투자에 대

한 지식을 함양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재무코치

는 고객이 새로운 목표를 위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재무코칭에 대한 필요가 확인되면 1단계로 돌아

가서 재무코칭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재무코칭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3) 재무목표 관리 절차의 보완

재무목표 달성 지표를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재무코치프

로그램에는 세 가지 종류의 목표가 등장한다. 재무설계에서 중심이 되는

재무목표와 재무목표가 도출되기 위한 삶의 목표, 그리고 재무목표 달성

을 위해 이루어야 하는 재무코칭의 목표가 있다. 재무코칭의 목표를 달

성한 이후에는 재무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목표의 달성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수

립하고, 재무코칭 완료 후에 그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재무목표별로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 것은 프로그

램을 실제 적용해 본 결과 쉽지 않았다. 재무목표별로 자금을 구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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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달성 정도를 파악할 만큼 잉여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다. 재무코

칭프로그램에서는 순자산의 변화를 바탕으로 재무목표가 가까워 졌음을

개괄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순자산의 변화 또한 고객이 스스로 파악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무코칭의 목표와

별개로 고객 스스로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정

하게 하여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절차에 추가하

였다.

재무코칭 활동지에 모든 목표 기록하는 것도 목표관리에 도움이 되었

다. 모든 회차의 재무코칭 활동지에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언급되는 삶

의 목표, 재무목표, 재무코칭의 목표를 적는 칸을 추가하고, 매 회차에

이를 적어서 볼 수 있도록 활동지 양식을 변경하였다.

전 단계별 필요한 질문과 운영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코칭 활동지

는 재무코치가 재무코칭 전 기간에 참고하고, 기록하는 용도로 유용하였

다. 재무코칭의 목표가 재무목표로 가는 중간 단계임을 인지하고, 궁극적

으로 달성해야 할 재무목표와 삶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활동지에 이를 매번 적을 수 있는 칸을 추가하였다.

(4) ‘인정과 지지’의 절차 화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코칭에서 중요한 ‘인정과 지지’를 통해 재무관리행

동 동기를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인정과 지지의 표현이 자

연스러울 수 있는 다섯 번의 시점을 미리 운영지침에 추가하여 활동지에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인정과 지지를 코치의 자율 역량에 맡기는

대신 절차에 편입하여 간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완성:『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단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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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 전: 6단계 재구성 후: 7단계
1단계:

관계정립

1단계:(Agreement)

관계정립
2단계:

재무목표 설정

2단계:(Goal)

재무목표 설정
3단계:

현황파악

3단계:(Reality)

현황파악
4단계:

해결방안 모색

4단계:(Option)

해결방안 모색

5단계:

실행확인

5단계:(Will)

실행확인
6단계:(Try and Error)

시행착오
6단계:

모니터링

7단계:(Hold)

유지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수집된 다양한 기록물과 질적 자료들

및 연구자의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의 구성

을 총 7단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를 영문자로 표현하고, 이

를 이용하여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로 명명하였다. <표

4-10>은 기존의 6단계와 재구성된 7단계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10>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의 재구성

5단계 이후에 시행착오의 단계를 추가 한 이유는 4단계에서 찾아낸

다양한 방법들이 한 번의 다짐만으로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변화를 가져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단계에 적용시켜 이러한 시행

착오가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6단계 모니터링은 유지(Hold)로 변경하였다. 행동 습관의 변화는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속적인 조력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검토’라는 뜻의 모니터링 보다는

‘유지’(Hol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의 목표를 잘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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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된 7단계의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단계별 절차

는 <그림 4-1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계별 따라야 하는 운영지침과

질문지는 재무코칭활동지(부록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 핵심질문

들은 다음 <표 4-11>에서 요약하였으며, 각 단계의 목표 및 주요 내용

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2) 단계별 내용 요약

1단계 관계정립(Agreement)은 재무코치와 고객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다.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바를 듣고, 재무코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며, 앞으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는 단계

이다. 이 때 고객의 재무코칭 목표와, 고객이 주체가 되어 재무목표 달성

을 위해 변화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업무계약서를 통해 문서화 되어야 한다. 첫 만남이므로 고객의 기초 정

보를 수집하고 라포형성을 위해 고객의 주요 가치에 대한 대화도 시작한

다.

2단계 목표설정(Goal)은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시

간이다. 삶의 가치와 연결되는 의미 있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재무목표와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가계 재무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부부 상담이

필요하며, 재무코치의 코칭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3단계 현황파악(Reality)은 고객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이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재무적 현황 뿐 아니라 비재무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

의 내적자원도 분석한다. 현황파악을 마치면 재무코칭의 목표를 구체화

시켜 현재의 상황을 점수화 해 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필요

한 재무교육의 영역을 파악하여 보완시켜 주는 것도 재무코치의 역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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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핵심질문

A 관계정립
w 이번 코칭을 위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w 원하는 모습이 된다면 어떤 면이 좋아질까요?

G 목표설정

w 당신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재무목표는 무엇

인가요?

w 언제까지 그것을 달성하길 원하나요?

w 그것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요?

w 그 목표는 당신이 이야기한 삶의 목표나 가치와 어떻게 연관이 되나

요?

w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w 지금 말씀하신 재무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R 현황파악

w 당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 시도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w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w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기술,시간,열정,지원,돈 등)은 무엇인

가요?

w 첫 만남에서 이번 재무코칭을 통해 ( )을 얻기 원하신다고 하셨습

니다. 현황 파악을 마치고 나니, 구체적으로 재무코칭을 마쳤을 때

어떤 성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w 재무코칭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그것을 수치화 할 수 있을까요?

O 대안모색

w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w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w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w 어떤 대안이(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w 비슷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w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w 시간이 충분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w 그 장애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w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w 실행 가능하신가요?

w 이것을 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w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요?

w 그 외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w 재무코치의 조력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표 4-11>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별 핵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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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핵심질문

W 실행확인

w 실행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나요?

w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w 이번 일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이 있나요?

w 무엇이 효과가 있었나요?

w 만약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w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T 시행착오

w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w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w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w 어떤 대안이(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w 비슷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w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대답

해 주시겠습니까?

w 시간이 충분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w 그 장애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w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w 실행 가능하신가요?

w 이것을 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w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요?

w 그 외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w 재무코치의 조력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H 유지

w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또는 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w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w 어떤 구체적인 강점을 이용했나요?

w 다시 한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나요?

w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표 4-11>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별 핵심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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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안모색(Option)은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어떠한 변화

가 필요한지 파악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다. 즉 2단계에서 파

악한 목표와 3단계에서 파악한 현황 사이의 차이를 좁혀 가는 방안을 다

양한 관점에서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재무코치는 고객

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5단계 실행확인(Will)은 재무코칭의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코칭 종

료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적절한 대안을 실행하여 재무코칭의 목표

를 달성하였다면 코칭을 종료하고 7단계 유지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렇

지 않다면 6단계를 거쳐 7단계로 갈 수 있다. 재무코치는 재무코칭의 목

표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재무코칭의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

6단계 시행착오(Try & Error)는 4단계에서 수립한 계획이 실패한 경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다. 수립한 계획이 잘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며, 잘 실행되었다면 재무코

칭의 목표달성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재무

코치의 역할은 대안을 찾는 과정을 도와주는 동시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변화의 당연한 단계임을 알려주고, 인정과 지지를 통해 고객을 격려하는

것이다.

7단계　유지(Hold)는 변화된 행동을 유지하는 시간이다. 한 번의 변화

로 재무관리행동 습관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 변화가 꾸

준히 반복될 때 습관이 되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어야 재무관리행동이

바람직하게 변화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재무코칭 종료 후 짧지만,

주기적인 개입을 통해 변화의 유지를 조력한 후 6∼12개월 후에 마지막

재무코칭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다. 이때 고객과 추가적인 변화의 필요성

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제

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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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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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행동

(10∼50점)
t-value
(p)

코칭 전 코칭 후
도민고 38점 36점
폴리아빠 35점 41점
와플 38점 42점
여울 33점 39점
조아 36점 45점

평균 36.0점 40.6점
2.5
(0.06)

제 2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본 절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무코칭프로그램

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적인 재무

관리행동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의 변

화를 직접적인 행동변화와 더불어 재무관리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밝혀진 재무관리행동 정보, 재무관리행동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기능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차별적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객들의 재무코칭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1. 재무관리행동 변화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역 별 바람직한 재무

관리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10개:<표 3-5>참고)을 활용하였다. 자기 보

고식의 사전-사후 설문지 조사 결과를 통해 재무관리행동 변화를 파악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표 4-12>과 같다.

<표 4-12>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의 변화

재무코칭프로그램은 한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의 재무관리



- 199 -

행동 수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90%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이다.

한편 전반적인 재무관리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Prochaska et al.(1994)

의 범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단계별로 확인하

였다. 각 행동에 대하여 숙고전단계(할 생각이 없다), 숙고단계(6개월 내

에 할 예정이다), 준비단계(1개월 내에 할 예정이다), 행동단계(하고 있

다), 그리고 유지단계(6개월 이상 하고 있다)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변

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항목과, 이미 코칭 전부터 수행되고 있었던 행

동영역을 제외하고, 재무관리행동 단계의 변화가 나타난 재무관리영역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4-12>과 같다.

<그림 4-12> 재무관리행동의 영역별 변화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에서는 5명의 참가자 중 4명이 준비단계에서 행

동단계로의 행동변화를 보여주었다. 신용과 부채관리에서는 1명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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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유지단계로 변화하였다. 나머지 4명은 코칭 전 이미 유지단계

에 있었다. 저축과 투자관리 영역에서는 4명이 준비단계에서 행동단계로

변화한 반면, 한명은 준비단계에서 숙고단계로 변화의 단계가 후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매달 저축할 돈을 미리

떼어 놓고 생활비를 지출하며, 월 소득의 10프로 이상을 저축 또는 투자

할 것이다’에 대하여 코칭 전에는 ‘1개월 내에 할 것이다’라고 한 반면,

코칭 후에는 ‘6개월 내에 할 것이다’로 대답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 고객

의 경우, 재무코칭을 시작하는 시점에 수입에 비해 지출이 커서 마이너

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고객의 의지는 1개월 내에 지출

을 대폭 줄여서 오히려 저축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기를 희망하였으나,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

려움을 실감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행동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을 파악하게 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관리 영역에서도 행동이 유지 단계에서 숙고단계로 퇴행하는 모

습을 2명이 보여 주었는데, 이는 보험의 보장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경우와, 보장내역의 확인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였다.

은퇴설계관리 영역에서는 3명이 행동변화를 보였는데, 나머지 2명은

모두 행동 또는 유지단계에 머물렀다.

재무설계관리 영역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행동변화가 준비단계에서 행

동단계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명은 유지단계로까지 변화하였다.

한편 설문지로 파악한 재무관리행동의 변화 외에 재무코칭프로그램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객과의 면담자료 및 관찰기록을 통해 파악

한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에서 행동단계로 변화를 보인 고객 중 도민고는

매 월 잉여자금의 확보를 위해 직접 세차를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

리는 등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실제 소비가 줄어들었다

고 이야기한다.

(도민고)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신용카드 쓰고 그냥 예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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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고 그랬을 거 같은데 가치판단을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평소보

다 생각도 더 많이 하고. 이걸 꼭해야하나 이걸 했을 때 뭐가 좋지 생각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지불할 때 몇 단계 걸쳐서 알아보고 발품팔고...”

(도민고) “많이 줄였어요(중략). 요거 금액 안에서 2월 달에는 확실히

좀 덜 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식을 조금 안 시켜 먹었어야 되

는데 (중략)피자를 16000원짜리 먹을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우리 예산범

위에서 이게 카바가 가능 하냐 안하냐를 따지고 시켜먹었으니까(중략)

달라졌어요. 그래서 약간 오바 된 것도 있고 줄인 것도 있고 세탁소비를

줄였고 생활용품비 줄였고...”

또한 한 해의 지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지

출관리시스템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

하였고, 회사의 급여 통장을 변경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조정하는 등 다양

한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출관리가 적시에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였다.

(도민고) “이거 세팅하는데 한 달 걸린 거 같아요. 진짜. .”

폴리아빠에게는 수입의 다변화를 위한 행동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폴

리아빠는 재무코칭 이후 지출관리를 어느 정도 자동화 시켜 둔 상태에서

수입관리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모니터링 때 만난 폴리아빠는 지출

관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전만큼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 대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입 창출 방안에 대하여 공부를 시작하였

다고 하였다.

(폴리아빠) “이거저거 찾아보면서 뭐를 내가 할 수 있을까(중략) 유투

브 촬영하고 편집 공부하는 거 찾아보고 있었고, 그거를 어디에 쓸지 구

체적 목적은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저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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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다른 쪽의 직업을 미리 찾아보는 속도를 내야겠다..”

와플이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에서 보여준 행동의 변화는 가계부를 쓰

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재료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여울은 지출관리를 시작하면서 한해 지출 목표인 예산을 수립하고, 매

달 예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지출

을 정리하면서 자동이체내역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해지했으

며, 신용카드 대금은 선 상환하여 현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조아는 자동이체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고, 법인과 개인의 세부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저축과 투자관리 영역에서 파악된 행동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도민고는 코칭 후 설문 조사에서 투자관리를 ‘6개월 내에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여 ‘숙고단계’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칭 중에 자녀

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로 아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재

무관리행동을 수행하였다. 폴리아빠는 해외투자를 위해 여유자금을 계속

환전하였고, 투자예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를 은

행별로 확인하였다. 와플은 연금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 퇴직연금계

좌를 가입하였고, 가지고 있던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률을 모두 확인하고

정리하였으며, 금융상품의 주식 편입 비중을 변경하였다. 여울은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 책을 구입하였고, 기존 투자 자산들에 대한 관리도 시작

하였다. 조아도 투자관련 수업을 듣는 등 투자관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

였다.

위험관리영역에서 파악된 행동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도민고는 재무코칭 중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는 재무코치와

같이 세운 실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무코칭을 통해 보험가입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질병

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하여는 지출 및 투자관리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면

서 재무코칭 때 자세히 다루지는 못 하였다.

폴리아빠는 수입의 중단에 대비한 비상금을 확보하였다. 보장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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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관리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재무코칭을 통해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하여 차차 고려하기로 하였다.

여울은 재무코칭의 실행계획으로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재무코칭

중에 미루어 두었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에 조금 더 긍정적이 되었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는 수입과 지출관리 및 재무관리 영역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주로 준비단계에서 행

동단계로의 이행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재무관리행동 선행 요인들의 변화

재무관리행동의 변화의 선행 요인으로는 재무관리행동 정보와 재무관

리행동 동기 및 재무관리행동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들 요인들의 재무코

칭프로그램 수행 전과 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 재무관리행동 정보

본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의 정보는 단순한 재무관리지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동적 소비경향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경험적 정보 및 ‘재무지식의 습득이 재무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하다‘와 같은 내포된 의미까지 아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재무관리지식은 3개의 객관적 지식 측정 문항과 6개의 주관적 지식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자기 보고식의 사전-사후 설문지 조사 결과를 통

해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4-13>과 같이 여울을 제외하

고 모두 재무관리지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울의 경우 재무코칭

전에 이미 충분한 재무관리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95%의 신뢰수준에서 주관적 재무지식의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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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재무관리지식

(0∼3점)

t-value
(p)

주관적

재무관리지식

(0∼12점)

t-value
(p)

코칭 전 코칭 후 코칭 전 코칭 후
도민고 0 3 2 4
폴리아빠 2 3 5 8
와플 1 3 1 6
여울 3 3 12 12
조아 3 3 3 9

평균 1.8 3.0
2.058
(0.11)

4.6 7.8
2.997
(0.04)

<표 4-13> 재무관리지식의 변화

재무관리지식 외에 재무관리행동 정보의 변화는 코칭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도민고는 원리금 상환액 중 많은 부분이 이

자비용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지하였으며, 매월 줄여야 할 지출이 50만원

이라는 구체적 지출관리 목표를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 소비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였으며, 지

출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소비가 가치 있는 소비인지 선택할 필요성에 대

해서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투자관리영역에서는 기존 저축액의 투자

수익률이 매우 낮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였고, 이에 투자관리의 필

요성을 인식하였다. 더 나아가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생각보다 앞으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도민고) “전 이거 (대출)잔액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뼈 빠지게

했는데 요정도 밖에 안 갚았다고(중략).약간 월세를 40만원씩 낸 거랑

마찬가지인거잖아요 보증금 없이”

(도민고) “아 10년 넣었는데 2천 만원밖에 안되네요(중략).그냥 묶어

두는 돈이었네요 안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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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고) “확실히 50만원이 (모자라는 것이) 딱 보이니까 이 50만원을

어떻게 더 벌지? 일단 줄이는 거는 줄이더라도 어떻게 더 벌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경상(지출)에서도 여기에서 얼마가 모자라다는 게

보이니까 내가 이걸 더 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보이니, 아 얼

마큼의 수익을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이 행복이나 이런 가치를 느끼려면

내가 수입을 얼마를 더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 같아서, 그

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폴리아빠는 목표를 설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재무목표 별 구체적

인 금액을 적어서 확인해 본 경험이 불안감을 많이 없애 주었다고 하였

다. 또한 재무목표가 노후자금마련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지하

였고, 지출관리에 있어 환경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부

부간의 재무관리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서로 재무목표의 우선순위가 매

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인이 이용한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

스로 인한 부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재무코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폴리아빠) “오늘 이렇게 말씀 해 준거 해보니까 지향점 찾는 게 중요

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목표점이 확실 해야지 뭔가 확실한 결과도

나오겠다는, 당연한 말이지만 잘 안 되는 그게 다시 한 번 생각이 들고

요.”

(폴리아빠) “노후자금을 먼저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폴리아빠) "이게 확실히 환경이 중요하다. 뭐 아무리 지출통제를 한

다고 해도 통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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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빠) “와이프쪽에서 좀 인제 하나 밝혀진 게 생활비를 모자르게

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중략) 저도 몰랐다가 와이프도 몰랐어요. 근데

예전처럼 리볼빙 그런 거 이제 없지 않냐고 그런 거 얘기하다가 그런 거

본인이 체크해 보겠대요. 그러다가 다음날 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2

년 동안 쌓인 거라고 어쩌겠어요.”

와플은 1단계 설문지 작성을 통해 스스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을 인지하였고, 2단계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명확해 졌다고

하였다. 또한 재무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고객이 재무

설계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재무설계의 개념과 필요성을 스스로 습득했

음을 의미한다. 과거 지출관리를 실패했던 원인이 비현실적 예산 수립에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였으며, 지출에 대한 현실적인 감을 가지게 되었

다. 투자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지하고 있던 금융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알

게 되었다. 위험관리와 관련해서는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및,

보관해야 할 중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와플) “이렇게 많이 써? 별로 진짜 쇼핑한 게 없는데 커피도 거의

안마시고 밖에서 외식도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4∼50만원이

써져.”

여울은 재무코칭을 통해 자신이 중요시 하는 가치를 확인하였고,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과거

몇 년 동안 대출 상환 외의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높

은 고정비 지출 구조와 외식비가 주요 원인임을 파악하였다. 세부적으로

는 자동이체 내역 중 내용을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여 정리하였고, 그 과

정에서 이미 만기가 되어 납입이 안 되는 연금 불입 금액이 추가적으로

소비되었음도 확인하게 되었다. 예산수립을 위해서는 연 단위로 지출을

파악해야 하는 것 등의 예산 수립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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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예산수립의 중요성’은 이미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

데, 본인의 가계에 적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여울) “아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어쨌든 따로 명확한

예산이 필요한 항목들 그런 것들을 추가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략)기타비용에대해선 별로 생각 안했는데 어쨌든 통제의 목표가 기타

비용을 줄이는 거여야 된다는 거, 그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되

도록 기타로 안 잡고 명확하게 카테고리 잡아서 나가게끔 해야 될 거 같

아요.”

조아는 법인관리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개인의 지출과 법인의 지출을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다.

개인적 지출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모두 저축액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가 명확해 졌으며, 자

신의 금융자산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아) “이걸 통해서 약간 현재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이 부

분은 어 꼭했어야했다 귀찮아도 꼭 했어야 된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재무코칭프로그램이 일반적 재무관리지식 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상황과 관련 정보 및 재무관리에서 목표 설정의 중요

성과 같은 내포된 의미까지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 정보의 수준을 증가

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재무관리행동 동기

재무관리행동 동기는 재무관리태도, 재무목표와 연관되어 있으며, 재

무관리행동에 대한 욕구, 재무관리행동의 의도 등을 의미한다. 설문지를

통해 파악한 재무관리태도의 변화는 <표 4-14>와 같다.



- 208 -

재무관리태도

(1∼6점)
t-value
(p)

코칭 전 코칭 후
도민고 2.8 2.5
폴리아빠 3.5 3.1
와플 2.9 2.5
여울 2.5 2.8
조아 2.9 2.5
평균 2.92 2.68 -1.76

(0.15)

<표 4-14> 재무관리태도의 변화

재무관리태도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치가 4점을 넘는 경우에는 부정적 재무관리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Klontz et al., 2016). 설문지 조사 결과 코칭 전 후 모두 4점 이하로 측

정되어 재무관리태도가 재무관리행동 동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중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여울을 제외하고는 수치가 모두 줄

어들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측정된 재무관리태도 외에 재무목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욕구, 재무

관리행동의 의도, 돈에 대한 태도 등 재무관리행동 동기의 변화를 재무

코칭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폴리아빠는 재무코칭을 통해 완성한 엑셀파일을 통해 수치화된 재무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재무관리에 대한 동기를 강화해 준다고 하였다.

이 양식은 매달 가계 현금흐름을 확인하고, 재무목표 달성시기를 시뮬레

이션해 볼 수 있도록 고객이 만든 것이다.

여울은 재무코칭을 통해 매달 지출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의 필요성

을 느끼고, 이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아이들 학원비와 같은 고정

지출에 대한 필요성도 재검토할 필요를 느꼈다. 여울은 제3자의 지원과

지지 외에 지출관리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구체적 예산, 저축

액의 증가의 가시화, 재무코칭 목표의 점수화 등을 들었다. 또한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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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 "5만원, 10만원이 그렇게 큰돈으로 안 여겨졌는데 이제 5만원

10만원 넘어가면 다 (예산대비)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들도 신중해 진거 같긴 해요. 한번 정리해보니까"

조아는 재무코칭을 통해 재무목표를 구체화 하고 재무목표의 달성기

간을 계산해 본 것이 수입을 증가시키고 싶은 마음과 지출을 줄여 저축

을 늘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욕구도 확인되었는데, 도민고는 재무코칭이 진행

되면서 수입을 증대시키고 소비습관을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

와플은 재무코칭을 통해 지출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체감하면서, 가

계부를 쓰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다.

(와플) "가계부 쓸려고 가계부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만 돌아오면 가계부 쓰고 싶어가지고 딱 펼쳐놓고 출근하고"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의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도민고는 체계

적인 지출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 및 의지를 표명하였고, 예산을 세

우고 매월 중간점검을 할 의도를 표현하였다.

(도민고) "뭔가 이 체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좀 빨리 소비습관을 잡

아야겠다"

(도민고) "예상이 가능해진 거 같아서 이렇게 이제는 좀 잘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폴리아빠는 금융지식을 아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향후 금융지식을 배워나갈 의도를 보였다. 금융지식 필요성의 인식

은 1단계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 시작하여, 재무코칭 중 투자손실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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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빠) “금융상식도 그렇게 알아야 갰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아까 (설문에서)간단한 질문이라도 해 보니까 느낌이 틀리네요.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이 부족해서 불안

감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폴리아빠)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기사를 본 후)금융 쪽이 확

실히 진짜 지식이 필요하구나. (중략) 진짜 자산을 못 지키면 가족을 못

지키는 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배울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와플은 투자관리를 위해 관련된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며, 투자 공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설문지로 조사한 재무관리태도 외로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관찰되

었다. 도민고는 재무코칭을 하면서 받은 세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

에서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였고, 조아는 다양한 삶의

이슈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돈과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재무코칭을 통한 재무관리태도의 큰 변화라고 하

였다.

(조아) "모든 분야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일, 보험 아

니면 세금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돈, 돈이다 보니까 (중략) 감정적으로

호의적이 된 거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고지서로 만나는 청구서 느낌이

라면 그리고 위험할 때 필요하니까 위험한 상황을 같이 떠올려야하는 어

떤 자금들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친해질 필요가 있는 애들이다. 그러면서

좀 더 호의적으로 바뀐 거 같아요."

이처럼 재무관리행동 동기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으로 측정한 재

무관리태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재무목표를 통한

동기 부여 및 재무관리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 해야겠다는 의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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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자기효능감

(5∼35점)

t-value
(p)

코칭 전 코칭 후
도민고 31 32
폴리아빠 18 26
와플 19 22
여울 18 30
조아 13 26

평균 19.8 27.2
3.11
(0.04)

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어 재무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재무관리행동

동기가 강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무관리행동 동기는 재

무관리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3) 재무관리행동 기능

재무관리행동 기능은 재무관리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관적 믿음인 재무

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 기능을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5개 문항(<표 3-6>참고)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재무적 자기효능

감은 <표 4-15>과 같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95%의 신

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증가이다.

<표 4-15>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이러한 결과는 재무코칭이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재

무관리행동 기능의 증진을 통해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차별적 효과



- 212 -

재무코칭프로그램이 기존의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한국FPSB,

2017)와 차별성을 지니는 주요 부분은 코칭을 접목하여 대안모색의 주체

를 재무설계사가 아닌 고객에게 두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차별되는

절차는 코칭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 맞춤 재무교육이 병행된다는 점이

며(<표 4-3 >참고), 코칭을 통해 행동변화를 조력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양한 코칭 질문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성이 효과의 요인

으로 작용했는지를 사후 설문지 자료와 상담내용의 질적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평가하는 재무코칭프로그램

(1) 내가 중심이 되어 좋았다(주도성과 맞춤교육)

5명의 참가자 모두 재무코칭프로그램이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좋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도민고는 바쁜 와중에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완

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나의 삶이 개선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폴리아빠와 여울은 자신의 이야기와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수용적 태도로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 좋았다고 하였다. 와플

은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 맞추어 재무코칭을 받으니 같이 성장하는 느

낌이 든다고 하였으며, 조아는 재무코칭의 목표가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

어 신뢰가 가고, 자신의 숫자로 이야기 하니 집중이 더 잘된다고 하였다.

또한 재무전문가가 자신이 궁금한 부분을 맞춤 교육해 준 것이 도움이

되었고, 주도적인 선택이 가능했다고 평가 하였다.

(와플) “저한테 더 맞춰진 느낌. 그때(이전 경험한 재무설계상담)는

쌍방향은 아니라 일방통행이어서. 그냥 가르치는. 근데 납득이 잘 안 되

는. 근데 제가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컸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될 때까지 코칭을 해주니까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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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조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다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해보는, 휩쓸리지 않고 해 볼 수 있어서 선택이 더 주도적일

수 있는 거 같아요.”

(2)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좋았다

폴리아빠는 이전 재무상담에 비해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코

칭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

한 결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숙제

(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여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통한 코

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폴리아빠) “확실히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대

부분은 그렇게 하기는 비용적인 것도 시간적으로 어렵긴 한데.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코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식이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요.

(3) 격려와 인정, 공감이 있어서 좋았다

도민고는 이전 재무상담과 가장 다른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도민고) "돈에 대한 가치나 저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공감과 전

문성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스를 주시고 제가 그걸 해쳐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서 격려와 인정, 제 상황에 대한 공감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제일 큰 다름이지 않을까요?"



- 214 -

(4)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모범답안이 없어서 아쉬웠다

5명의 참가자 모두가 금융상품의 추천이나, 투자에 대한 대안과 같은

모범답안이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하거나, 기대와 달랐다고 이야기 했다.

폴리아빠는 회계와 투자에 대한 지식을 알려 줄 것이라 기대했으나, 그

럴 기회는 없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재무코칭을 마치고 보니 그런 것들

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 했다. 와플과 여

울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포트폴리오가 제시될 것을 기대했

는데,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이 없어 아쉽다고 하였고, 도민고의 경우에는

상품 수수료와 무관한 재무전문가가 금융상품까지 추천해 준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5）준비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웠다

조아의 경우에는 1차 재무코칭 후 2차 재무코칭까지의 한 달 이상 연

기되었는데, 그 이유로 생각보다 준비할 자료가 많아서 시간적 부담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조아는 재무코칭을 법인의 경영컨설팅과 유사

하게 오해하고 있었다.　 1회차 때 재무코칭의 범위에 대한 명쾌한 합의

가 없이 재무적 자료를 요청한 것이 부담으로 다가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아가 재무코칭을 유지한 이유는 바람직한 재무관리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조아는 법인대표

의 역할을 재무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법인 운영과 본인의 커리

어 관련하여 많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 고객이 평가하는 재무코치의 필요 역량

(1) 재무코치에 대한 만족도

재무코칭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실시한 사후 설문조사에서 재무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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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고
폴리

아빠
와플 여울 조아 평균

전반적 만족도 100 90 98 95 95 96
재무코치

만족도

코치로서 100 90 100 100 93 97
재무전문가로서 100 80 100 93 97 94

에 대한 만족도를 코치와 재무전문가의 역할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 만족도는 참고로 제시하였다.

<표 4-16>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 결과

재무코치의 만족도 평가에 대한 고객들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

(2) 재무전문성은 기본, 코칭 역량이 더욱 중요(5명 중 3명)

(도민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무 코칭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

(면), 다른 재무 컨설팅 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랬을 때 저는 ‘완전 다

르다.’ 재무 코치님이 다르시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이유는 재무적인 컨

설팅과 코칭적인 요소의 비율로 따지면 3대 7정도로 코칭의 도움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3은 코어인데, 정말 전문성을 기반으로 봐

주시지만 7에 해당하는 코치의 역할로 내가 재무적으로 에러사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과 인정과 격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접근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 솔직하고 응원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폴리아빠) “이게 재무 관련된 것보다 코치의 역량이 더 필요한 거라

서 코치로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90점인데 재무로서는 80점인게 코치로

서의 역량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셀에 대해서

뭔가 재무적인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고, 엑셀을 하나씩 넣으면서 본인

이 할 수 있는 스트럭쳐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하게 만들

수 있냐 없냐, 왜 해야 하냐, 얼마나 자기가 포커스해서 해야 하냐, 얼마



- 216 -

나 심각한 문제냐, 라는 것은 코치의 역량이라서 그쪽이 영향력이 더 커

요”

(폴리아빠) “재무적인 느낌이 많이 안 들었어요. 이게 재무적인 도움

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재무적인 얘기나 하려고 만나기는 했

는데, 재무관리라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이 코칭얘기였기 때문에, 느껴지

는 게 재무전문가로서 처음에 만났는데 하다 보니 재무전문가로 느껴진

게 아니라 코칭전문가로서 느껴졌어요.”

(여울) “저는 사실 하면서 이게 좋았던 게, 제가 행동하지 않는 스타

일이이라서 그게 촉진되는 게 좋았어요. 저만 딱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치 역할이 한 70 재무전문가로선 30”

(3) 코칭 역량도 중요하지만 재무전문성이 더 중요(5명 중 1명)

(조아) “재무전문가로서의 임팩트가 되게 컸어요. (중략). 재무설계사

는 오히려 저는 되게 불편할거 같아요. 우리 재무설계사라고 했을 때 느

끼는 그런 (중략) 약간 신뢰가 덜 간다. 그러나 이분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저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그 전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 같

아요.”

고객들의 재무코칭프로그램 및 재무코치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본

결과,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코칭을 접목하면서 생긴 차별성이 고객들의

행동변화 및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기타효과

실행연구의 연구자는 연구에서 의도했던 효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들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Mertler, 2013/2015). 본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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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의도하지 않게 재무관리영역 외에서의 행동변

화와 더불어 부부간의 재무관리 관련 의사소통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1) 재무관리영역 외에서의 행동변화

두 번째 수행의 고객(폴리아빠)은 재무코칭프로그램을 마치고 재무관

리에 있어 꾸준한 수입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평생 수입 창출을 위해서

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건강 관련 행동 변화를 가

져왔다.

(폴리아빠) “평생수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아 난 70대까지 일해야

되는구나. 답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 그럼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또 다른 행동의 변화는 고객의 배우자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재무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재무설계를 경험한 배우자는 추가적 수입 창출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2) 부부간 재무관리소통의 개선

폴리아빠는 부부상담을 통해 부부가 서로에 대해 알 좋은 기회가 되

었다고 감사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이 부부의 재무관리 소통

에 도움을 준 이유는 제삼자의 중재 하에 부부는 평상시에 못 했던 이야

기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와플은 모든 상담을 부부상담으로 진행

하길 원했는데, 재무코칭을 진행하면서 상대를 예전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울도 부부상담을 통해 배우자와의 재무

적 대화가 편해졌고, 남편의 적극적 협조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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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 “둘이서 있을 때 대화하는 거 외에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왜 나한텐 저런 얘기를

안 했지?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되는 거”

(여울) “남편이랑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중략) 남

편과의 재무적인 대화가 되게 편해졌어요.”

부부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던 조아의 경우에는 재무 코칭 이전에는 서

로 재무적인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코칭 이후 재무적 주

제에 대하여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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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복지향상을 위한 재무관리행동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첫째는 ‘재무코칭프

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이고, 둘째는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이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이란 개인이 재무설계를 통해 재무관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코칭을 통해 조력하는 것이다. 기존의 전문가

조언 방식인 재무설계상담과는 고객이 중심이 된다는 면에서 그 주체와

철학이 다르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과 그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실행연구는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계획, 수행,

발전 및 반성의 단계로 구성되며 이는 순환적인 특성을 지닌다. 재무코

칭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구들을 구성하였다. 재무코치가 질문지를 포함한 운영지침을

확인하고, 코칭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재무코칭활동지와 재무코칭의 결

과를 요약하는 재무코칭 보고서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각종 양식

과 운영지침 및 질문지는 전문가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되었고,

재무코칭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재무 전문가이자 코칭 전문가인 연구자는 준비된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 단계 코칭을 마치

고 이를 분석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총 5명의 연구 참여자(이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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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에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적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주요 자료는 재무코칭 활동지, 재무코칭 보고서, 재무코칭의 과정 중 실

시된 사전·사후 설문지, 전 과정에 대한 녹음자료, 그리고 재무코칭과 별

도로 이루어진 과거 재무 관련 상담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자료였다. 반

복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에

따라 보완되며 적용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은우선 재무관리영역 별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관리행동 변화의 선행 요인들로 밝혀진 재

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 자기효능감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한

자기 보고식의 사전-사후 설문지 조사 결과자료를 토대로 대응표본 t-검

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재무관리 행동의 변화뿐 아니

라 Prochaska et al.(1994)의 범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단계별로 확인하였다. 즉 각 행동에 대하여 숙고전단계(할 생각

이 없다), 숙고단계(6개월 내에 할 예정이다), 준비단계(1개월 내에 할

예정이다), 행동단계(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단계(6개월 이상 하고 있다)

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객과의 면담자료 및 관찰기록 등의 질적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추가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얻은 반성과 성찰을 반영하여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를 완성하였다. 『A GROWTH 재무코칭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7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고객과 만나 관계를 정립하는 관계정립(Agreement)의 단계이

다. 재무코칭을 받는 이유를 바탕으로 재무코칭의 목표를 파악하고 계약

서를 작성하며, 고객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여야 한다.

2단계는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목표설정(Goal)의 단계이다.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에서는 세 가지 목표가 언급되는데, 하나

는 앞서 1단계에서 파악한 재무코칭의 목표이며 또 다른 목표로는 삶의

목표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재무적 자원을 의미하는 재무목표가 있다. 2단

계에서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목표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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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현황파악(Reality)의 단계이다. 재무적

현황은 물론이고 고객의 내적 역량과 같은 비재무적 자원도 파악한다.

재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고객이 직접 수행한다. 현황파악

중 재무교육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교육을 수행해 주는

것이 재무코치의 역할이다. 3단계를 마치고 재무코칭의 목표를 구체화

한다.

4단계는 대안모색(Option)의 단계이다. 재무목표와 현황과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고객이 스스로 찾아가며, 재무코치는 다

양한 방식으로 이를 조력한다.

5단계는 실행확인(Will)의 단계이다. 실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재무코칭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바로 7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6단계를 거치게 된다.

6단계는 시행착오(Try & Error)의 단계이다. 5단계에서 실행의 어려

움이 확인된 계획에 대하여 수정하는 단계이다.

7단계는 유지(Hold)의 단계이다. 5, 6 단계를 통해 변화된 행동이 지

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무코치가 돕는 단계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은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재무관리행동의 변화에 효과적

이며, 재무관리 행동변화를 위해 필요한 재무관리행동 정보, 재무관리행

동 동기, 재무관리행동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은 돈 관리의 필요성을 느

끼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재무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금융이해력과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것이다.

셋째,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은 변화에 성공한 경험을

만들어주고, 재무교육을 통해 재무관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어 재무코

칭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효과적인 재무교육의 수단

및 가계 지원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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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코칭이 좀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설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차원의 목표 관리가 필요하

며, 가계의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소통이 중요

하다. 또한 변화를 위해서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 재무관리행동

의 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이 늘 순조롭게 실천되지 않는다

는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미리 인지시키는 것만

으로도 재무관리행동 변화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코

칭프로그램을 통해 행동의 일시적 변화 뿐 아니라, 변화가 유지되는 것

까지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

문이다(Prochaska et al.,1994).

제 2 절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재무설계상담 실무에 대한 제언, 재무

교육과 재무복지정책 관련 제언,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설계상담 현장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관련 상담 업계의 서비스 만족도 향

상 및 재무설계사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재무관련 상담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를 강화한 융합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객들은 재무코치를 평가하면서 코칭역량과 재무

적 전문성을 모두 중요하게 보았다. 이는 재무관련 상담에 대하여 고객

들이 기대하는 것이 복합적임을 의미한다. 융합적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은 소비자 시장의 일반적 흐름이다.

둘째,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재무설계사의 업무효율은 전체 상담에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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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객을 발굴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우 초기 만남에서 고객이

중요시 하는 가치와 삶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부부간의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시간이 소요된

다. 재무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시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추가적 업

무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들은 재무설계사가 『A GROWTH 재무코칭프

로그램』을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의 재무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고객의 재무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매번 확인해서 재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고객의 참

여도가 높기 때문에, 수립된 전략이 고객에 의해 실행될 확률이 매우 높

다. 또한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대감은 1

회성 고객이 아닌 평생 고객이 될 확률을 높여준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이 재무설계사의

업무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를 활용하여 시간당 수수료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재무설계사들은 다양한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기반의 ‘무료 재무설계상담’이 많기 때문에, 시간당 수수료 방식

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가진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는 재무설계상담을

시간당 수수료 방식의 서비스로 인식시키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2. 금융교육 및 정책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

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출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지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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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교육이었다. 재무관리의 다른 영역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

출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출관리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재무관리행동 정보를 포함하여 동기를

부여해주고, 실질적인 재무관리행동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출관리 교육프로그램에 코칭을 접목시키는 방안

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출관리의 교육과 코칭이 접목된 지출코칭 프로그

램이 개발된다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출관리란 다이어트와 같아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요요현

상이 발생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이어트가 생활화 되어야 하듯이, 지

출관리도 습관의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교육해야 한

다.

둘째, 적합성 원칙의 적용과 투자관리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무코

칭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투자 상품의 제안을 배제하였다. 그

이유는 투자 상품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지 보다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투자관리에 대한 별

도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

자상품을 제안할 때에는 고객의 투자관리 능력을 보다 철저하게 고려하

여야 한다. 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적합성원

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

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 판단을 위한 세부적 지침이 없어 개인의 투자관리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 받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해당 적합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투

자관리 능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함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설

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는

특정 투자 상품 별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여 확인한 후, 투자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당한 교

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일 까지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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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무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무설계를 위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또 다른 지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

다. 이에 재무설계의 전 과정을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단계에 맞추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필

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재무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를 재무적

수치에 두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 연구참여자

의 경우 재무목표를 설정하면 돈만 쫒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재무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삶의 목표를 돈에 둔다는 것

과 같은 말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넷째, 복지 차원에서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재무코치를 양성하여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2020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의 계획적인 재정관리와 채무문제의 사전예방을 위해 인천소상공인서민

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코칭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부24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재무코칭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수입관리, 지출관

리, 재정상태진단, 재무목표별 달성방안, 심리케어가 1:1 대면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요자 니즈에 맞는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경제 상황을 개선

하는 사업’이다. 재무코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였지만, 내용을 살펴

보면 특별한 표준절차 없이 재무전문가들의 개별 역량에 의존한 재무설

계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

램』이 활용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담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련 상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

다. 정책적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무관련 상담의 품질을 관

리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재무관련 상담의 최소 품질

을 보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무설계사에 대한 한국FPSB

의 인증제도가 있지만, 법적인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무관련

상담에 있어 품질이 보증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

황에서 소비자들이 재무관련 상담을 통해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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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 내에서 금

융회사 직원에 의해 시행되는 투자상담이 문제가 되어 금융소비자의 피

해로 이어진 사례는 이미 잘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발생한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앞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재무관련 상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무관련 상담에 대한 국가 인

증 제도나, 표준 절차 등을 수립해서 재무관련 상담이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무관련 상담과 관

련하여 배타적 허가를 주는 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A GROWTH 재

무코칭프로그램』이나 재무설계상담의 표준절차(한국FPSB, 2017)와 같

은 다양한 표준작업지침서(SOP: Standard of Process)들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행연구를 통해 재무코칭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실행연구의 특성상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은 다시 현

장에서 적용되어 지속해서 연구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어지는 재

무코칭프로그램의 실행연구에서는 연구자는 관찰자로 참여하고, 재무코

치와 고객이 모두 연구 참여자가 되어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시사점을

보다 다각적으로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한

대신, 다양한 사례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에

따라 재무코칭프로그램이 어떻게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연

구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자산소득이 많은 가

계 등 다양한 가계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확장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재무설계사

나 전문코치가 재무코칭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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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재무코치인 연구자는 인증

받은 재무설계전문가(CFP)이면서 인증코치(KAC)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두 가지 자격 모두 업계의 일반적인 필수 자격은 아니다. 그러므로 재무

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역량을 규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것이다. 또한 재무코칭에서 다루는 영역

에 따라 필요한 요구 역량을 세분화 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에 보다 적합한 고객이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성진·송계충(2010)은 코칭 고객의 연령

과 성별, 성격, 변화수용도, 경력단계, 교정 목적인가 개발 목적인가의 동

기 등의 특성이 코칭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현·

박주영(2013)은 소득과 저축성향 면에서 중간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은퇴설계에 대한 교육이 보다 유용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어떠한

특성의 고객이 재무코칭프로그램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면, 프로그램의 효율성 높이고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보

다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위한 재무설계상담의 구체적인 절

차나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고객이 중심이 되는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을 실행연구 방법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현장과의 간극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은 적절한 재무적 지식과, 코칭 역량을 가진 재무코

치라면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칭질문 및 운영지침과 활동도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

장받고, 재무설계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재무관리행동의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관련된 자

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들은 향후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재무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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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용 모집문건(IRB No. 1909/002-021)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설계 및 효과 분석

 

연구 책임자명 

김예희(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 목적 :　 실행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코칭을 재무설계상담
프로그램에 도입한 재무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재무코칭을 받는 고객의 재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여자 선정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성인으로 가계재무관리의
전문가(예: 국제공인 재무설계사)가 아닌 자

참여 내용 : 가계 재무관리 및 재무관련 상담 경험에 대하여 1~2시간
정도 심층 면담 진행 후 가계 재무관리에 대하여 6~8회(회당 1~2시간)의
재무코칭 프로그램 참여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19년 9월1일~2020년 6월 30일중에 심층면담진행 및 1차
재무코칭 시행. 이후 1~2주당 1회(2시간이내)의 재무코칭프로그램
참여(총 6~8회, 2020년 8월 30일까지 완료)
2) 장소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222동) 513호- 장소 조정 가능

참여 시 사례 : 별도의 금전적 사례비는 없습니다.
참여 방법 :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김예희 (*********@***.***)  전화번호: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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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IRB No. 1909/002-021)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재무코칭 프로그램의 설계 및 효과분석

연구 책임자명 : 김예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생)

이 연구는 재무행동개선을 위한 재무코칭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분석에 대한 연

구입니다. 귀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성인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김예희연구원

(***-****-****)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

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

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무관리를 함에 있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개인의 재무복지를 향상시

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상의 조력이 필요함을 인

식하고, 그 조력의 일환으로 코칭이 접목된 재무설계상담의 절차를 설계하고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재무목표를 이루고자하는 각 개인의 실천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동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코칭을 재무설계상담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방식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행동변화관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현장에

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재무설계상담에서 보완할 점들을 반영한 진화된 재무설계상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재무코칭 프로그램이라 명명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

여 그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성인 15명 이하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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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연구참여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

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연구자가 진행하는 1시간~2시간 정도의 1-1 심층면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면담시간에는 귀하가 재무관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

끼는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대하여 질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의 과거 재무관련 상담의 경험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질문할 예정입니

다. 기본정보, 재무정보, 재무역량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재무코칭이 시작되기 

전에 예정되어 있으며, 재무코칭이 완료된 후에 다시 유사한 형태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됩니다. 

2) 심층 면담 이후 재무코칭을 위한 세부 일정을 상의하게 됩니다. 재무코칭 

프로그램은 일반 재무설계상담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1차 재무코칭에서는 연

구참여자가 재무코칭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재무

코칭에서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차 재무코칭에

서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상황을 점검합니다. 재

무코칭 중에 필요한 경우 삶에 대한 가치를 확인 하는 설문지, 돈에 대한 태도

나 금융지식을 측정하는 설문지 등 추가적인 설문지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

다. 3차 코칭에서는 재무적, 비재무적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때 

재무적 지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무교육도 같이 병행됩니다. 재무교육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동의할  때 이루

어집니다. 4차 재무코칭에서는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5

차 재무코칭에서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

야기 나누며, 구체적인 변화를 얻어낼 수 있는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재무코칭

을 통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코치가 지속적으로 조력합니다. 6차 

재무코칭은 실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때 

어려움이 발견되면 다시 실행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

므로 재무코칭은 6회로 마무리 될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재무코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8회로 재무코칭은 마무리 됩니다. 재무코칭은 투자 

상담과 다르므로 편드, 보험 등 특정 금융상품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가입을 

고려하는 펀드가 있는 경우 재무코치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줄 수는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우, 중독성이 있는 소비

문제 등 정신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나치게 의심하고 재무적 정보를 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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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감추려는 경우, 공격성을 보이는 등 재무코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

우, 배우자에게 상담 사실이나 재무적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경우, 과도한 부채 

등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무코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재무코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무코칭을 연구자가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재무코칭 프로그램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면담내용은 연구를 위하

여 녹음됩니다.

3) 재무코칭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인

터뷰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심층면담은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재무코칭 프로그램에 참여 시 1~2주일에 한 번씩 6~8회  참여하도록 요청받

을 것입니다. 1회 참여 시마다 2시간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총 소요기간은 

4개월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참여를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원하

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면 

중도포기 이전 자료는 연구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를 위한 면담과 재무코칭 프로그램은 부작용이나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공인된 재무전문가가 제공하는 재무상담, 또는 6~8회

의 재무코칭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재무상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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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무코칭은 연구자가 직접수행 할 것이며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재무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자격 및 (사)한국코치협회의 전문코치(KAC: Korea 

Associate Coach)자격과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및 세

무사(CTA: Certified Tax Accountant)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예희(***-****-****)입니다. 본 연구에

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무정보, 재무역량, 재무

행동, 재무적 자기효능감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김예희와 김예희의 지도교

수인 최현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개인 컴퓨터에 비

밀번호가 부여된 파일로 안전하게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개인식별정보인 연구참여

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일정조율을 위하여 수집되지만, 이는 연구결과 등으로 

기록되지 아니하며, 연구참여가 종료되면 바로 폐기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연

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

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

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

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별도의 금전적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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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예희       전화번호: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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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재무코칭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분석   

연구 책임자명 : 김예희 (소비자학과, 박사수료생)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

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

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

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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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재무코칭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분석   

연구 책임자명 : 김예희 (소비자학과, 박사수료생)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

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

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

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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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업무수행계약서 견본

본 계약서는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재무코칭의 수행을 위하여 OOO가 (소속: OO 

회사)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서비스 범위

 본 재무코칭과 관련하여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

공할 서비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재무코치가 제공하지 않는 제

한된 서비스가 있을 경우 그 내용도 설명한다.) 

2. 책임 한계 및 역할

고객님이 설정하신 재무코칭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고객님

의 주도하에 마련될 것이며, 재무코치는 이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재무코치는 실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칭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조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가는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3. 보수 방식 및 계산 근거

저희가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연 회비 지급 방식(Fee- only):  연 단위 재무코칭 서비스에 대하여 회비

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비 결정방식은 (서비스 시간당/ 자산규모의 일정비

율/ 소득규모별)로 결정되며, 정해진 서비스에 대한 회비 이외의 추가 보수(상

품판매수수료, 리베이트, 보너스 등)는 받지 않습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고객

님의 연회비는 1년에 (           )원입니다.(계산근거 제시)

2) 연 회비 및 상품 가입 수수료 방식(Fee & Commission): 연 단위 재무코칭 

서비스에 대하여 회비를 지급함과 더불어 고객님이 가입하시는 금융상품에 대

하여 해당 금융사로부터 상품 판매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고객님의 재무목

표나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 투자관련 금융상품을 제안드릴 수 있으며, 이

를 통한 수수료는 해당 금융회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신다고 

해서 필요 없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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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으로 하여 금융상품을 추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고객님의 연회비는 1년에 (           )원입니다.(계산근거 

제시)

(고객의 선택사항이 아닌 경우:)

저희가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B2B 계약을 통해 고객의 소속회사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 재무코칭은 고객님의 소속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고

객님이 부담하실 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재무목표나 필요에 부

합하는 경우 보험, 투자관련 금융상품을 제안드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수수료

는 해당 금융회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고객님은 필요 없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금융상품을 추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이해상충 

현재 제가 인지하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현재 인지하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경우)

 현재 제가 인지하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이해상충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

다.

5. 계약기간 및 환불규정

본 계약서의 기간은 ___________부터 _________까지입니다. 

상기 내용은 고객님과의 면담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서명하시기 전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할 경우 ___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취소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시 수수료는 환불해 드립니

다. 환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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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코칭의 6단계를 모두 마치고 취소하는 경우:

2)　2단계 재무코칭을 시작 한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3)　2단계 재무코칭을 하기 이전에(다음 약속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6.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본 재무코칭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저와 CFP 자격인증자 OOO(검토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개인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부여된 파

일로 안전하게 보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

입니다. 저 OOO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아래어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름:  OOO       전화번호:   010- OOO-OOOO (이메일 주소: oooo@ooo.ooo)

      소속회사: OOOO      전화번호: OO-OOO-OOOO 

              나는 위 업무수행계약서 사항을 잘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객      성명                  서 명             날짜 (년/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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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전 설문지(IRB No. 1909/002-021)

별칭 (   ),성별 ( 남 / 여 ), 나이 (      년생,     세), 결혼여부 (기혼/ 미혼) 자녀정보: 

Q1.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형태의 직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일반 근로자

②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③  전문직 근로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④  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⑤  프리랜서 (사업장이 없는 개인사업자, 업종:       )
⑥  전업주부

⑦  기타

 
Q2. 귀하의 거주지는? (                                             )
 (ex,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용인시  or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등)
 
재무정보

Q1.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후 실수령액 기준)
   근로소득: _______________만원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_______________만원

   임대료 등 재산소득: _______________만원

   부모님이나 정부에서 받는 이전소득: _______________만원

   총 소득(개별적 수입을 모르는 경우만 작성): _______________만원

 
Q2.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관리비:                원, 재산세:                원)
②  전세 (전세보증금:                   원)
③  월세 (매월 월세금액:             관리비:                원)
④  기타(내용:                  )

 
Q3. 귀하의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보유부동산시가:                원

   금융자산 평가액 총액 _______________________원

w 정기예금, 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__________________원
w 펀드, 주식 등 투자형 상품 __________________원
w 저축보험, 연금 등 보험 상품 ____________________원
w 기타 금융자산 __________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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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평가액: ___________________원 

(기타자산 내역:                                                   )
 
Q4. 귀하의 현재 부채와 월 이자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금융기관 신용대출: _____________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_____________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_____________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보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______________ 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기타 대출 :______________ 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기타대출 내역:              )(기타대출의 예: 예적금 담보대출, 약관대출, 
할부금잔액, 제2금융권대출, 개인대출 등)

 
Q5. 귀하의 1년 소비지출 규모는?

( 재산세, 자동차보험료, 경조사비, 여행경비 등 모두 포함)
①  계산해 본 적이 있어 알고 있다. 대략 _____________ 만원이다.
②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______________________ 만원 정

도일 것이다.
③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해도 잘 감이 없다.
④  1년 기준으로는 모르지만 한달 지출액은 대략 ____________만원~________만원 

정도이다

 
Q6. 귀하의 1년 보장성 보험료 지출 규모는? (자동차 보험료 제외)

①  계산해 본 적이 있어 알고 있다. 대략 _____________ 만원이다.
②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______________________ 만원 정

도일 것이다.
③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해도 잘 감이 없다.
④  1년 기준으로는 모르지만 한달 지출액은 대략 ____________만원~________만원 

정도이다

 

Q7. 귀하의 1년 저축액 및 투자액은? (자동차 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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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산해 본 적이 있어 알고 있다. 대략 _____________ 만원이다.
②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______________________ 만원 정

도일 것이다.
③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해도 잘 감이 없다.
④  1년 기준으로는 모르지만 한달 지출액은 대략 ____________만원~________만원 

정도이다

 
재무목표는? (재무코칭을 받아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초 금융 지식에 대한 정보

Q1. 물가가 10% 상승하면, 나의 소득의 실질 가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모르겠다)
 
Q2-1. 예금자보호법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Q2-2. 은행에 예금한 나의 돈은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①  1인당 1억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②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③  한 금융기관당 1억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④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⑤  돌려받을 수 없다

⑥  모르겠다

Q2-3. 은행에 월 100만원씩 년이자 10%의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만기 시 받

는 세금 전 금액은 원금 1200만원과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을 합한 1320만원이

다 ( O,    X: 틀린 이유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3.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Q4. 펀드상품이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Q5. 보험상품에서 위험보험료와 적립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Q6. 연금상품에서 세제적격연금과 비적격 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

다, 잘 모르겠다)
 
Q7. ELS 와 같은 파생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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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① ~ ⑤ 

중 택1
Q1. 나는   (가계부 등) 지출내역을 기록한다.

Q2. 나는 예산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지출을 통제한다.

Q3. 나는 세금,각종 고지서,신용카드대금 등의 납기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한다.
Q4. 나는 매달 저축할 돈을 미리 떼어놓고   생활비를 지출한다. 

Q5. 나는 월 소득의 10프로 이상을 저축 또는 투자한다.

Q6. 나는 여유자금의 일정부분은 원리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으로 운영한다(주식,펀드,유가증권,파생상품) 
Q7. 나는 주기적으로 우리 가족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한다
Q8. 나는 적어도 3개월치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의 비상자금을 보유

하고 있다.
Q9. 나는 노후대비 목적으로 저축하는 등   노후의 생활비를 준비하

고 있다.
Q10. 나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우리가계의   전반적인 재

무상태(소득과 생활비,자산과 부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재무경험에 대한 질문

Q1.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험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Q2. 은행에 적금을 가입한 경험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Q3. 펀드를 가입한 경험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Q4.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Q5. 채권에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Q6.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_부모님이 가입해 준 보험 제외
Q7. 연금상품을 가입한 경험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Q8. ELS 와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질문

다음 문항에 대하여 보기에 따라①~⑤ 중에 하나로 답해 주세요

 ① 할 생각이 없다  ② 6개월 내에 할 예정이다. ③ 1개월 내에 할 예정이다. 
④ 하고 있다  ⑤ 6개월 이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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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영역별 책임에 관한 질문 (기혼인 경우만 작성)
아래 재무관리행동의 영역에 대하여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Q1. 수입과 지출관리: 예를 들어 수입 내에서 생활비를 쓰는 것에 대하여 누가 더 많이 

신경을 쓰며 지출을 통제하고 있는가?                                           
                           (  나,   배우자,   각자관리,   관리하지 않는다)

Q2. 신용 및 부채관리: 예를 들어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적은 이율의 부채를 사용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누가 주로 하는가? 
(  나,   배우자,   각자관리,   관리하지 않는다)
Q3. 저축과 투자관리: 예를 들어 이자율이 높은 예적금을 찾아서 예치하거나 좋은 펀드

를 골라 가입하는 등 잉여자금이 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

람은 주로 누구인가?        (  나,   배우자,   각자관리,   관리하지 않는다)
Q4. 위험관리: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주로 노력하고 

있나?                      (  나,   배우자,   각자관리,   관리하지 않는다)
Q5. 은퇴설계관리: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누가 주로 하고 있나? 
        (  나,   배우자,   각자관리,   관리하지 않는다)

  Q6. 재무설계관리: 예를 들어 재무상담을 신청하고, 재무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려는 노

력을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                                               
                     (  나,   배우자,   각자관리,   관리하지 않는다)

 

다음 문항에 대하여 1~7점중 하나로 대답해 주세요

Q1. “ 나는 재무적인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조금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Q2.. “ 나는 재무관리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다.” (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조금 그렇지 않다)(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Q3. “나는 재무적 계획을 세울 때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조금 그렇지 않다)(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Q4. “예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잘 대처할 수 없다..” (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조금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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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나는 재정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

진다..”(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조금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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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사후 설문지(IRB No. 1909/002-021)

기본정보

귀하의 별칭은 ? 
 
Q1. 재무코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점인가요? (        점)
Q2. .다음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나타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100점으로 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적어 주세요.
A.  재무코칭의 총 횟수와 시간 (          점) 

(개선안:                                                     )
 
B.  재무코치의 코치로서의 자질 (           점)

(개선안:                                                     )
 
C.  재무코치의 재무전문가로서의 자질 (          점) 

(개선안:                                                     )
 
D.  재무코칭 장소 및 환경의 적절성 (         점)

(개선안:                                                     )
 
E.  재무코칭을 통해 기대한 바를 달성한 정도 (          점)

(개선안:                                                     )
 
F.  재무코칭을 통해 기대했던 부분에서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대했으나 얻지 못한 점:                                                    )
G.  재무코칭을 통해 기대치 못한 부분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대치 못한 성과:                                                           )

  
Q3. 본 상담을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Q4 본 상담을 추후 다시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무료인 경우)
Q5 본 상담이 유료화 될 경우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시간당 (  )만원 

Q6.. 본 상담이 이전의 재무설계상담보다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Q7. 본 상담이 이전의 재무설계상담보다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코칭을 3회이상 유지한 경우)
Q8. 재무코칭을 유지한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칭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Q9. 재무코칭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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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Q1. 물가가 10% 상승하면, 나의 소득의 실질 가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모르겠다)
Q2-1. 예금자보호법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Q2-2. 은행에 예금한 나의 돈은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①  1인당 1억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②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③  한 금융기관당 1억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④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⑤  돌려받을 수 없다

⑥  모르겠다

Q2-3. 은행에 월 100만원씩 년이자 10%의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만기 시 받

는 세금 전 금액은 원금 1200만원과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을 합한 1320만원이다 

( O,    X )

Q3.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Q4. 펀드상품이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Q5. 보험상품에서 위험보험료와 적립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Q6. 연금상품에서 세제적격연금과 비적격 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

다, 잘 모르겠다)
Q7. ELS 와 같은 파생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 대략 이해한다, 잘 모르겠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기( ①~④ )중 하나를 골라 주세요

Q1.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        )
Q2. 펀드를 (        )
Q3. 주식을 (        )
Q4. 채권을 (        ) 
Q5. 보장성 보험을 (        )
Q6. 연금상품을 (        )
Q7. ELS 와 같은 기타 투자상품을 (        )
  
보기 ①  재무코칭 중에 가입했다 (또는 매수했다).②  1개월 내 가입 예정,③  6개월 내 가입예정④  해당사항없음

다음 문항에 대하여 1~7점중 하나로 대답해 주세요

Q1. “ 나는 재무적인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조금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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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① ~ ⑤ 

중 택1
Q1. 나는   (가계부 등) 지출내역을 기록한다.

Q2. 나는 예산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지출을 통제한다.

Q3. 나는 세금,각종 고지서,신용카드대금 등의 납기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한다.
Q4. 나는 매달 저축할 돈을 미리 떼어놓고   생활비를 지출한다. 

Q5. 나는 월 소득의 10프로 이상을 저축 또는 투자한다.

Q6. 나는 여유자금의 일정부분은 원리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으로 운영한다(주식,펀드,유가증권,파생상품) 
Q7. 나는 주기적으로 우리 가족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한다
Q8. 나는 적어도 3개월치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의 비상자금을 보유

하고 있다.
Q9. 나는 노후대비 목적으로 저축하는 등   노후의 생활비를 준비하

고 있다.
Q10. 나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우리가계의   전반적인 재

무상태(소득과 생활비,자산과 부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Q2.. “ 나는 재무관리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다.” (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조금 그렇지 않다)(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Q3. “나는 재무적 계획을 세울 때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조금 그렇지 않다)(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Q4. “예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잘 대처할 수 없다..” (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조금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Q5. “나는 재정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

진다..”(   )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조금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질문

다음 문항에 대하여 보기에 따라①~⑤ 중에 하나로 답해 주세요

 ① 할 생각이 없다  ② 6개월 내에 할 예정이다. ③ 1개월 내에 할 예정이다. ④ 하고 있다  

⑤ 6개월 이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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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코칭6회 이상 완료자 대상)
Q1.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후 실수령액 기준)

   근로소득: _______________만원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_______________만원

   임대료 등 재산소득: _______________만원

   부모님이나 정부에서 받는 이전소득: _______________만원

   총 소득(개별적 수입을 모르는 경우만 작성): _______________만원

Q2.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관리비:                원, 재산세:                원)
②  전세 (전세보증금:                   원)
③  월세 (매월 월세금액:             관리비:                원)
④  기타(내용:                  )

Q3. 귀하의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보유부동산시가:                원

   금융자산 평가액 총액 _______________________원

w 정기예금, 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__________________원
w 펀드, 주식 등 투자형 상품 __________________원
w 저축보험, 연금 등 보험 상품 ____________________원
w 기타 금융자산 ________________ 원
기타 자산 평가액: ___________________원 

(기타자산 내역:                                                   )
 
Q4. 귀하의 현재 부채와 월 이자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금융기관 신용대출: _____________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_____________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_____________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보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______________ 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기타 대출 :______________ 원 (이자율:     %)

(월 원리금상환액: 원금____________원, 이자_____________원)
(기타대출 내역:         )(기타대출의 예: 예적금 담보대출, 약관대출, 

할부금잔액, 제2금융권대출, 개인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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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귀하의 1년 소비지출 규모는?
( 재산세, 자동차보험료, 경조사비, 여행경비 등 모두 포함)

①  계산해 본 적이 있어 알고 있다. 대략 _____________ 만원이다.
②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______________________ 만원 정

도일 것이다.
③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해도 잘 감이 없다.
④  1년 기준으로는 모르지만 한달 지출액은 대략 ____________만원~________만원 

정도이다

 
Q6. 귀하의 1년 보장성 보험료 지출 규모는? (자동차 보험료 제외)

①  계산해 본 적이 있어 알고 있다. 대략 _____________ 만원이다.
②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______________________ 만원 정

도일 것이다.
③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해도 잘 감이 없다.
④  1년 기준으로는 모르지만 한달 지출액은 대략 ____________만원~________만원 

정도이다

 
Q7. 귀하의 1년 저축액 및 투자액은? (자동차 보험료 제외)

①  계산해 본 적이 있어 알고 있다. 대략 _____________ 만원이다.
②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______________________ 만원 정

도일 것이다.
③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해도 잘 감이 없다.
④  1년 기준으로는 모르지만 한달 지출액은 대략 ____________만원~________만원 

정도이다

오늘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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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화폐대본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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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재무코칭 준비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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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세가지 질문지 (Kinder & Galvan, 2006/2010)

삶의 소명이나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지금 당신이 바라고 꿈꾸는 삶의 모습
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들은 평상시에 쉽
게 받지 못하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낯설고, 대답하시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그려진다면, 앞으로 진짜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
한 완성된 그림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당신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돈으로 현재의 삶을 바꾼다면, 어떤 것을 바꾸겠습니까? 마음껏 표현해 보십
시오.

당신의 꿈을 가로막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자세히
표현해 보십시오.

(질문2) 이번에는 건강진단을 위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에
게 남은 삶이 이제 5년 내지 10년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점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굉장히 건강할 거라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언제가 그때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당신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남은 5년을 멋지게 살기 위하여 5년간의 생애 목표를 수립해 보신다면, 어떤 것
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3) 이번에는 의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줍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직면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실현되지 못하고 남겨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친 것, 챙겨 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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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재무계산기를 사용한 은퇴자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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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SWOT 분석표



- 280 -

<부록 11> 재무코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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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표 (2회차에서 작성예정)
재무 목표 (2회차에서 작성예정)
코칭 목표 (오늘 작성예정)

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서로 소개하기

재무코치 프로파일(이름, 소속, 제공하는

서비스, 경력, 보유자격증, 연락처)을 전달

하고 서로 소개한다. ★인정과 지지를 보낸

다(예: 참 ___하신 분이네요).

재무코칭 목표

확인

w 재무코칭을 받기로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w 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으신가요?

w 이번 코칭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w (너무 많은 주제를 언급하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w (원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재무코칭을 마쳤을 때 어떤

성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w 재무코칭으로 얻고 싶은 성과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w 원하는 모습이 된다면 뭐가

좋아질까요?

w 원하는 모습이 10점이라면 지금은 몇

점인가요?

w 재무코칭 후 몇 점이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w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w 조금 더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덧붙이실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 (예: 목표 달성을

제가 함께 돕고 싶습니다. 꼭 그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당신은 ___분인 것

같습니다).

<부록 12> 재무코칭 활동지(운영지침서)1)

(1)회차 코칭 일자:___________ 지난 코칭 이후 ( )일 장소:___________ 고객명:____________

1.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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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코칭 절차

안내

향후 진행 절차, 예상 소요시간, 기대효과

등을 설명한다.
코칭윤리규정에 의한 비밀 준수의무를 설

명한다.
부부상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

를 확인한다.
업무계약서 작성 업무수행 계약서(부록3)에 서로 서명한다.
급한 문제에 대

한 처리

(급히 해결을 원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

간단히 재무코치의 의견을 전달한다.

고객 정보 확인

고객이 사전 설문지(부록4) 작성하는 것을

돕는다. 재무지식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다.
고객이 화폐대본 조사지(부록6) 작성하는

것을 돕는다.
인생의 특별한 순간들(감정이 충만했던 순

간들)에 대하여 질문한다.

w 인생에서 보람 있었거나 가슴 아팠던

순간들에 관하여 이야기 해 주세요.

w 무슨 일이 있었나요?

w 누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w 그 순간에 당신에게 중요했던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w 그 경험 속에서 ( )라는 가치가 중요

했던 건가요?

w 당신에게 ( )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생의 절망했던 순간들에 대하여 질문한

다.

w 화나고 좌절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w 그 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예: 고객이 궁지에 몰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것은 당신이 (자유)와 (선택)을

원했다는 거군요?”라며 고객의 숨은 욕구

를 찾아 가치와 연결해서 이야기한다. 또는

“당신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웠다는

것은 창의성과 혁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인

가요?”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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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마무리하기

(종료 10분 전)

재무코칭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공유한다(예:당신은 재무코칭을 통해

_________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활동지 첫 장에 기록한다.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목표를 이룬 후의

긍정적 모습을 다시 한번 고객의 말로 묘

사해 준 후 응원한다).
할일 목록을 정리한다

:무엇을,언제,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실

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재무코치는 코칭 후 코칭 보고서에

이를 기록한다.

코칭 피드백

받기

w 오늘 재무코칭을 마치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

까?

w 오늘 재무코치의 말 중에서 가장 기억

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w 오늘 코칭 중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w 코칭 중 에너지가 가장 올라갔던 순간

은 언제인가요?

w 오늘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요?

w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예:자기 성찰이 뛰

어난 분이시네요).

다음코칭 안내

재무목표 설정을 위해 삶의 주요가치를 인

식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세가지 질문지(부

록8)를 활용할 것임을 안내한다. 세가지 질

문에 대한 답변은 미리 적어 오라고 요청

한다(부부 모두가 적어 올 수 있도록 한

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세가지 질문지를 이메일로 전송 후, 고객

에게 차례대로 답변을 적어 보내도록 안내

한다.



- 284 -

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다음코칭 안내

(계속)

2)세가지 질문지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발송한다. 질문 순서대로 열어서

답변을 작성할 것을 안내한다.
다음 상담은 가급적 부부상담으로 진행하

도록 안내한다.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와 별

도의 시간을 내어 코칭 내용에 대하여 공

유할 것을 안내한다.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견본을 제공하고

3단계 코칭 때까지 작성해 오도록 안내한

다.
재무코칭 준비물 체크리스트(부록7)을 참고

하여, 추가로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

는지 확인하고 안내한다.
코칭 종료 감사 인사하고 헤어진다.

돌아와서

해야 할 일

코칭 활동지를 완성하고, 코칭 보고서를 작

성한다. 할 일 목록도 보고서에 추가한다.

재무코칭의 목표를 활동지에 기록한다.
고객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세가지 질문지

를 발송한다.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 견본을 이메일

로 전송한다

고객의 말 고객의 감정과 숨은 욕구 코칭적 접근 여부

개선사항:

내용 코치의 인정과지지 고객이 느낀 인정과 지지

개선사항:

필요분야 재무교육의 내용 비고

2. 경청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3. 인정과 지지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4. 재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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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표 (오늘 작성예정)
재무 목표 (오늘 작성예정)
코칭 목표 (1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변화 확인 및

인사

w 지난 코칭 이후 특별한 변화가 있으셨나

요?

w 최근 가장 기뻤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당신은 ___한 분이

군요).

지난 세션 리뷰
코칭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지난번 하기로

약속한 일들에 관하여 확인한다.

삶의 목표 확인

세가지 질문지의 답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

기 전에 질문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w 지금 당신이 바라고 꿈꾸는 삶의 모습이 무엇

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들은 평상시에 쉽게 받지 못하는 질

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낯설고, 대답하

시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조금이

라도 그려진다면, 앞으로 진짜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완성

된 그림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편안

하게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원하는 삶, 중요시 하는 가치에 대하여

인지하고 공유하는 것은 앞으로 동기 부여되

는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

어지게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

w 당신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어 있

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일을 해

결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

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w 그 돈으로 현재의 삶을 바꾼다면, 어떤

것을 바꾸겠습니까? 마음껏 표현해 보십

시오.

w (또는) 당신의 꿈을 가로막지 말고 당신

이 생각하는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자

세히 표현해 보십시오.

(2)회차 코칭 일자:___________ 지난 코칭 이후 ( )일 장소:___________ 고객명:____________

1.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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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삶의 목표 확인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건강진단을 위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

에게 남은 삶이 이제 5년 내지 10년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점은 그 순간

이 올 때까지 굉장히 건강할 거라는 것이

고, 나쁜 소식은 언제가 그때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w 이런 사실에 직면할 때 어떤 느낌이 드

나요?

w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실현되지 못하고

남겨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w 현재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w 남은 5년을 멋지게 살기 위하여 5년간

의 생애 목표를 수립해 보신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이번에는 의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줍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직

면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w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실현되지 못하고

남겨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w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해 후회스러운 것

은 무엇입니까?

w 내가 놓친 것, 챙겨 주어야 했는데 그러

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하는 삶의 목표나 가치에 대하여 한 문

장으로 정리해 주기를 요청한다. 정리된 문

장은 활동지 첫 장에 적는다.

w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삶의

목표는 ( )입니다. 맞습니까?

재무목표 설정

재무코치는 고객이 이야기하는 재무목표를

순서대로 적으면서 진행한다.

w 당신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달

성해야 하는 재무목표는 무엇인가요?

w 언제까지 그것을 달성하길 원하나요?

w 그것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요?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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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목표의 설정

(계속)

교육자금의 경우 구체적인 대학등록금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은퇴자금의 경우에

는 지금 생활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거나,

구체적으로 원하는 삶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자녀 학령

별로 예상 비용을 단순 합계해서 계산한다.

현재 지출 중인 사교육비는 포함하지 않는

다.

w 그것을 이루었다고 상상하면 기분이 어

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w 그 목표는 당신이 이야기 한 삶의 목

표나 가치와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w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재무목표 달성 지표

의 선정)

관련 내용은 향후 재무목표 워크시트에 정

리하도록 한다.

목표:

달성시기:

필요금액:

달성 시 기분/생각:

가치와 연관성:

달성지표:
목표:

달성시기:

필요금액:

달성 시 기분/생각:

가치와 연관성:

달성지표:
목표:

달성시기:

필요금액:

달성 시 기분/생각:

가치와 연관성:

달성지표:

재무목표

우선순위의 설정

나열한 재무목표에 번호를 매긴 후 중요한

순서로 적도록 요청한다. 부부상담의 경우

각자 따로 적을 수 있도록 한다. 단독 상담

인 경우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한다.

w 지금 말씀하신 재무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

대로 적어 주세요
부부의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

를 들어보고, 합의할 시간을 주어 우선순위

를 결정한다

w ( )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w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w 만약 이루지 못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

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w 만약 이루지 못할 경우 가장 후회가 되

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w 재무목표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입니다.



- 289 -

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상태표와 현

금흐름표 작성 

교육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재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안내하고, 다음시간까지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올 것을 안내한다.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따로 일정

을 잡아 실시한다.

w 재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w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w 금융자산 리스트를 가지고 있나요?

w 부동산 관련 정보를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w 연간 지출액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w 과거 지출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있나

요?

w 연간 지출액을 저축성 지출과 소비성

지출로 구분 가능하신가요?

w 현황 파악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w 따로 시간을 잡아 관련 교육을 하는 것

이 어떨까요?

w 교육일정은 언제가 좋을까요?

w 교육방법은 무엇을 선호하시나요? (온

라인 vs 오프라인)

마무리하기

(종료 10분전)

삶의 목표와 재무 목표를 한 문장으로 요

약하여 공유한다. 활동지 첫 장에 기록한

다.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목표를 이룬

후의 긍정적 모습을 다시 한번 고객의 말

로 묘사해 준 후 응원한다).
할일 목록을 정리한다.

코칭 피드백

받기

w 오늘 재무코칭을 마치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

까?

w 오늘 재무코치의 말 중에서 가장 기억

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w 오늘 코칭 중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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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코칭 피드백

받기(계속)

w 코칭 중 에너지가 가장 올라갔던 순간

은 언제인가요?

w 오늘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요?

w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예: 추진력이 뛰어

난 분이시네요).

다음 코칭 안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분석해 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완성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가 필요함을 안내

한다(다음 코칭 1주 전까지 이메일로 보내

줄 것을 요청).
코칭종료 감사 인사하고 헤어진다.

돌아와서

해야 할 일

재무목표 워크시트를 작성한다. 삶의 목표

와 재무목표를 활동지의 맨 앞에 기록한다.

코칭 활동지를 완성하고, 코칭 보고서를 작

성한다.

고객의 말 고객의 감정과 숨은 욕구 코칭적 접근 여부

개선사항:

내용 코치의 인정과지지 고객이 느낀 인정과 지지

개선사항:

필요분야 재무교육의 내용 비고

2. 경청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3. 인정과 지지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4. 재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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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표 (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재무 목표 1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2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3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 목표 (1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세부목표 (오늘 작성예정)

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변화 확인 및

인사

w 지난 코칭 이후 특별한 변화가 있으셨

나요?

w 최근 가장 기뻤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

요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당신은 __한 분

이군요).

지난 세션 리뷰
코칭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지난번 하기로

약속한 일들에 관하여 확인한다.

재무자원 검토

미리 이메일로 공유한 고객의 재무상태표

와 현금흐름표를 살펴보고, 오류 등이 있으

면 수정하도록 도와준다.
완성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바탕으

로 주요재무상황요약표를 작성한다.
향후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대하여 연령대

별 소득과 지출곡선을 같이 그려본다.
재무목표와 재무현황의 차이에 대하여 알

아본다.

w 당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행동

을 취했습니까? / 시도해 본 것은 무

엇인가요?

w 당신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1년에 ( )

원정도 저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요?

w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어려

운 점이 무엇인가요?

w 당신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3)회차 코칭 일자:___________ 지난 코칭 이후 ( )일 장소:___________ 고객명:____________

1.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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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소득과 지출 곡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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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자원 검토

(계속)

재무목표와 현황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w 현금흐름의 조정이 가능할까요? 어느

부분에서의 조정이 가능할까요?

w 조금 더 단기적 재무목표를 설정해 볼

까요?

w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재무목표가 어떻게

수정될 수 있을까요?

w 자산이나 부채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재무자원 검토

SWOT 분석표(부록10)를 참고하여 질문한

후 고객이 스스로 느낌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w 당신의 내적 자원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세요

재무코칭 목표의

구체화

재무코칭의 목표를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세분화 한다. 이 과정에서 재무코칭의 목표

는 2∼3개 정도로 세분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지출을 줄이고 싶다’는 재무코칭의 목

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1)

식비를 20%절감하고 2)통신비는 10% 줄이

고 3)차량 유지비를 10% 줄일 것이다.

w 첫 만남에서 이번 재무코칭을 통해 (

)을 얻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

황 파악을 마치고 나니, 구체적으로

재무코칭을 마쳤을 때 어떤 성과를 얻

고 싶으신가요?

w 재무코칭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재무교육 

필요분야 확인

다음 재무교육의 주제 예시를 참고하여 재

무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시간을 잡는다.

w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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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교육 

필요분야 확인

(계속)

w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지출 수단 별 세

금효과

w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국민연금제

도 등 연금제도의 이해

w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등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할인율 개념

w 재무계산기를 사용한 은퇴자금 계산 방

법(부록9)

w 펀드의 구조 및 인덱스 펀드와 ETF의

차이

w 보험상품의 구조(사업비, 위험보험료,

적립금 등)

마무리하기

(종료 10분전)

현황을 파악한 내용을 정리한다.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 (목표를 이룬 후

의 긍정적 모습을 고객의 말로 묘사해 준

후 응원한다.)
할일 목록을 정리한다.

코칭 피드백

받기

w 오늘 재무코칭을 마치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

까?

w 오늘 재무코치의 말 중에서 가장 기억

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w 오늘 코칭 중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w 코칭 중 에너지가 가장 올라갔던 순간

은 언제인가요?

w 오늘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요?

w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 (예: 추진력이 뛰

어난 분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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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다음 코칭 안내

현 상황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대안을 모

색해 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

무교육이 실시될 것임을 안내한다. 필요하

면 별도의 교육 일정 및 교육방법을 정한

다.
코칭종료 감사 인사하고 헤어진다.

돌아와서

해야 할 일

주요재무상황 요약표와 SWOT 분석표(부

록10)를 정리한다.

구체화한 재무코칭의 세부 목표들을 활동

지 앞장에 적는다.

코칭 활동지를 완성하고, 코칭 보고서를 작

성한다

고객의 말 고객의 감정과 숨은 욕구 코칭적 접근 여부

개선사항:

내용 코치의 인정과지지 고객이 느낀 인정과 지지

개선사항:

필요분야 재무교육의 내용 비고

2. 경청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3. 인정과 지지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4. 재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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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표 (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재무 목표 1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2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3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 목표 (1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세부목표 (3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변화 확인 및

인사

w 지난 코칭 이후 특별한 변화가 있으셨

나요?

w 최근 가장 기뻤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

요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 (예: 당신 정말 긍

정적이세요)

지난 세션 리뷰
코칭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지난번 하기로

약속한 일들에 관하여 확인한다.

대안모색
재무코칭의 세부 목표별로 현황을 파악하

고, 대안을 모색하여 실행안을 결정한다.

재무코칭

세부목표1

:현황파악

w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요?

w 1에서 10까지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재무코칭의 목표가 달성된 상황)을

10점으로 둔다면 당신은 지금 몇점인

가요?

w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w 당신 외에 누가 관련되었거나 영향을

받나요?

w 무엇이 더 많은 행동을 못하게 막았나

요?

w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w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기술,시

간,열정,지원,돈 등)은 무엇인가요?

w 지금까지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재무코칭

세부목표1

:대안모색

w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w 어떤 대안이 있나요?

w 비슷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4)회차 코칭 일자:___________ 지난 코칭 이후 ( )일 장소:___________ 고객명:____________

1.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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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코칭

세부목표1

:대안모색

(계속)

w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조

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

습니까?

w 시간이 충분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

까?

w 그 장애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

까?

w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w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시

겠습니까?

w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어

보시겠습니까?

재무코칭

세부목표1

:실행안 결정

w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w 실행 가능하신가요?

w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으

신가요?

w 이것을 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에 부합

하는 것인가요?

w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은 무

엇인가요?

w 당신이 이 것을 실행하는 경우, 이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w 실행에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w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w 그 외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w 실행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정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w 8점 미만이라면, 8점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기간을 늘

리거나 방안을 조정)

w 재무코치의 조력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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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코칭

세부목표2

:현황파악

w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요?

w 1에서 10까지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재무코칭의 목표가 달성된 상황)을

10점으로 둔다면 당신은 지금 몇점인

가요?

w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w 당신 외에 누가 관련되었거나 영향을

받나요?

w 무엇이 더 많은 행동을 못하게 막았나

요?

w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w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기술,시

간,열정,지원,돈 등)은 무엇인가요?

w 지금까지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재무코칭

세부목표2

:대안모색

w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w 어떤 대안이 있나요?

w 비슷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w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조

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

습니까?

w 시간이 충분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

까?

w 그 장애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

까?

w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w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시

겠습니까?

w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어

보시겠습니까?



- 300 -

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코칭

세부목표2

:실행안 결정

w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w 실행 가능하신가요?

w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으

신가요?

w 이것을 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에 부합

하는 것인가요?

w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은 무

엇인가요?

w 당신이 이 것을 실행하는 경우, 이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w 실행에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w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w 그 외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w 실행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정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w 8점 미만이라면, 8점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기간을 늘

리거나 방안을 조정)

w 재무코치의 조력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재무코칭

세부목표3

:현황파악

w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요?

w 1에서 10까지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재무코칭의 목표가 달성된 상황)을

10점으로 둔다면 당신은 지금 몇점인

가요?

w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w 당신 외에 누가 관련되었거나 영향을

받나요?

w 무엇이 더 많은 행동을 못하게 막았나

요?

w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w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기술,시

간,열정,지원,돈 등)은 무엇인가요?

w 지금까지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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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코칭

세부목표3

:대안모색

w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w 어떤 대안이 있나요?

w 비슷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w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조

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

습니까?

w 시간이 충분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

까?

w 그 장애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

까?

w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w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시

겠습니까?

w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어

보시겠습니까?

재무코칭

세부목표3

:실행안 결정

w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w 실행 가능하신가요?

w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으신

가요?

w 이것을 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에 부합

하는 것인가요?

w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은 무

엇인가요?

w 당신이 이 것을 실행하는 경우, 이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w 실행에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w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w 그 외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w 실행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정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w 8점 미만이라면, 8점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w 재무코치의 조력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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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마무리하기

(종료 10분전)

재무코칭 목표별로 실행계획 내용을 정리

한다.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 (목표를 이룬 후

의 긍정적 모습을 다시 한번 고객의 말로

묘사해 준 후 응원한다.)
할일 목록을 정리한다.

코칭 피드백

받기

w 오늘 재무코칭을 마치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

까?

w 오늘 재무코치의 말 중에서 가장 기억

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w 오늘 코칭 중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w 코칭 중 에너지가 가장 올라갔던 순간

은 언제인가요?

w 오늘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요?

w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당신은__한 분이

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코칭 안내

수립된 실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성공한 경우 재

무코칭의 목표 달성정도를 확인하고 유지

단계로 넘어갈 것이며, 실패한 경우 실행계

획을 수정해서 다시 성공여부를 확인할 것

임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별도의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을 정한다.
코칭종료 감사 인사하고 헤어진다.

돌아와서

해야 할 일

구체화된 재무코칭의 세부 목표들과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활동지에 기록한다.

코칭 활동지를 완성하고, 코칭 보고서를 작

성한다



- 303 -

고객의 말 고객의 감정과 숨은 욕구 코칭적 접근 여부

개선사항:

내용 코치의 인정과지지 고객이 느낀 인정과 지지

개선사항:

필요분야 재무교육의 내용 비고

2. 경청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3. 인정과 지지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4. 재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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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변화 확인 및

인사

w 지난 코칭 이후 특별한 변화가 있으셨

나요?

w 최근 가장 기뻤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

요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 (예: 당신 정말 긍

정적이세요)

지난 세션 리뷰
코칭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지난번 하기로

약속한 일들에 관하여 확인한다.
재무코칭 목표별

실행확인

w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w 실행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나요?

(실행에 성공한

경우)

재무코칭 목표의

달성 정도 확인

해당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이 나오고,

고객이 성공적으로 실행계획을 수행했다면

재무코칭의 다른 세부목표로 주제를 바꾸

어 현황파악과 대안모색을 수립한다.

모든 실행계획 실행에 성공하면 재무코칭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한다.

w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습

니까?

w 10점이 아닌 이유는?

w 그 점수에 만족하시나요?

w 어떻게 하면 10점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까요?

재무코칭 목표를 모두 달성, 또는 미 달성

시 6단계 절차를 참고해서 다음단계를 결

정하여 진행한다.

(실행에 실패한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 답이 나오고,

고객이 실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획 수정을 위해 질문한다. 필

요하다면 현황파악을 다시 하여 새로운 대

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w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

까?

삶의 목표 (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재무 목표 1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2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3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 목표 (1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세부목표 (3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5)회차 코칭 일자:___________ 지난 코칭 이후 ( )일 장소:___________ 고객명:____________

1.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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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실행에 실패한

경우)

(계속)

w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w 이번 일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이 있

나요?

w 무엇이 효과가 있었나요?

w 만약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무엇

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w 어떤 행동을 바꾸면 될까요?

w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무리하기

(종료 10분전)

재무코칭 세부 목표별로 실행계획 내용을

정리한다.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 (목표를 이룬 후

의 긍정적 모습을 다시 한번 고객의 말로

묘사해 준 후 응원한다.)
할일 목록을 정리한다

코칭 피드백

받기

w 오늘 재무코칭을 마치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

까?

w 오늘 재무코치의 말 중에서 가장 기억

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w 오늘 코칭 중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w 코칭 중 에너지가 가장 올라갔던 순간

은 언제인가요?

w 오늘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요?

w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당신은__한 분이

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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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다음 코칭 안내

새로운 실행계획들에 대해서 실행여부를

확인하고, 계획의 실천에 어려움이 있었다

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임을 안내한다.

만약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재

무코칭의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한 후 유

지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것임을 안

내한다.

관련해서 필요한 재무교육이 있다면 교육

일정 및 방안에 대해서 결정한다.
코칭종료 감사 인사하고 헤어진다.

돌아와서

해야 할 일

구체화된 재무코칭의 세부 목표들과 이에

대한 실행계획 중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활동지에 수정하여 기록한다.

코칭 활동지를 완성하고, 코칭 보고서를 작

성한다.

고객의 말 고객의 감정과 숨은 욕구 코칭적 접근 여부

개선사항:

내용 코치의 인정과지지 고객이 느낀 인정과 지지

개선사항:

필요분야 재무교육의 내용 비고

2. 경청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3. 인정과 지지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4. 재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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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변화 확인 및

인사

w 지난 코칭 이후 특별한 변화가 있으셨

나요?

w 최근 가장 기뻤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

요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 (예: 당신 정말 긍

정적이세요)

지난 세션 리뷰
코칭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지난번 하기로

약속한 일들에 관하여 확인한다.
재무코칭 목표별

실행확인

w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w 실행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나요?

(실행에 성공한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이 나오고,

고객이 성공적으로 실행계획을 수행했다면

재무코칭의 다른 세부목표로 주제를 바꾸

어 현황파악과 대안모색을 수립한다.

(실행에 실패한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 답이 나오고,

고객이 실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획 수정을 위해 질문한다. 필

요하다면 현황파악을 다시 하여 새로운 대

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w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

까?

w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w 이번 일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이 있

나요?

w 무엇이 효과가 있었나요?

w 만약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무엇

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w 어떤 행동을 바꾸면 될까요?

w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삶의 목표 (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재무 목표 1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2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3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 목표 (1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세부목표 (3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6)회차 코칭 일자:___________ 지난 코칭 이후 ( )일 장소:___________ 고객명:____________

1.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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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재무코칭 목표의

달성 정도 확인

모든 실행계획이 순조롭게 실행되었다고

느껴지면, 재무코칭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

인한다.

w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습

니까?

w 10점이 아닌 이유는?

w 그 점수에 만족하시나요?

w 어떻게 하면 10점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까요?

(달성 시)

만족하는 점수를 얻었다면 코칭을 종료하

고 해당 변화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w ( )를 통해 재무코칭의 목표를 잘

달성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

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w 이 과정에서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인

가요?

w 앞으로 이 변화가 습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재무코치가 어떤 도움을 주었으

면 좋을까요?
재무코칭을 통해 재무목표 달성 정도가 어

떻게 변화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w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

순금융자산가액, 매달 저축액, 특정 금

융자산의 잔고, 순자산가액 등)

w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주기

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w 재무목표 달성 지표를 가장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w (3~6개월)후에 재무목표 달성 지표를 확

인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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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미 달성 시)

세부 목표와 관련하여 4단계 세부목표별

질문지를 통해 다시 현황파악을 한 후 해

결방안 모색하여 실행안을 결정한다.

마무리하기

(종료 10분전)

코칭 목표를 달성한 경우, 유지를 위한 방

안과, 이를 위해 재무코치가 도움 줄 영역

에 대하여 정리한다. 달성을 못 한 경우,

재무코칭 세부 목표별로 수정되었거나 새

로 마련한 실행계획 내용을 정리한다.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당신은 ~한 분이

군요).
할일 목록을 정리한다.

코칭 피드백 받

기

w 오늘 재무코칭을 마치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

까?

w 오늘 재무코치의 말 중에서 가장 기억

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w 오늘 코칭 중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w 코칭 중 에너지가 가장 올라갔던 순간

은 언제인가요?

w 오늘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요?

w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당신은__한 분이

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코칭 안내

유지를 위해서 주1회 정도 재무코치와 원

하는 방법으로 소통할 것이며, 약 3개월∼6

개월 정도의 유지 기간을 마친 후 재무목

표 달성 정도를 위해 마지막 코칭을 실시

할 것임을 안내한다.

추가적인 실행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는 실행확인 후에 다시 재무코칭 목표 달

성 여부를 확인할 것임을 안내한다. 필요하

면 별도의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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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코칭종료 감사 인사하고 헤어진다.

돌아와서

해야 할 일

구체화된 재무코칭의 세부 목표들과 이에

대한 실행계획 중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활동지에 수정하여 기록한다.

코칭 활동지를 완성하고, 코칭 보고서를 작

성한다.
유지 기간 동안 재무코치가 조력할 내용을

정리한다.
마지막 코칭 1주 전에 코칭 후 재무목표

달성 지표를 미리 받아 검토한다.

고객의 말 고객의 감정과 숨은 욕구 코칭적 접근 여부

개선사항:

내용 코치의 인정과지지 고객이 느낀 인정과 지지

개선사항:

필요분야 재무교육의 내용 비고

2. 경청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3. 인정과 지지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4. 재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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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변화 확인 및

인사

w 지난 코칭 이후 특별한 변화가 있으셨

나요?

w 최근 가장 기뻤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

요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 (예: 당신 정말 긍

정적이세요)

지난 세션 리뷰
코칭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지난번 하기로

약속한 일들에 관하여 확인한다.

주기적

실행 유지 확인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변화된 습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한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w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또는 한 것 중

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

요?

w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w 어떤 구체적인 강점을 이용했나요?

w 성공에 가장 기여한 것은 무엇이었나

요?

w 내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이었던 것은

( ) 입니다.

w 제가 지켜본 결과 당신은 ( )한 사람

입니다.

w 추가적 발전을 위한 질문이나 제안을

한다.

w 다시 한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나

요?

w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w 당신이 ( )하면 더 빨리 목표를 이

룰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당신은__한 분이

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 (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재무 목표 1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2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3순위:(2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 목표 (1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코칭세부목표 (3회차를 마치고 기입했다)

(7)회차 코칭 일자:___________ 지난 코칭 이후 ( )일 장소:___________ 고객명:____________

1.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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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질문지(운영지침) 결과
고객 변화 확인

및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받기

사후 설문지(부록5)를 사용해서 고객의 코

칭 후 정보를 받는다.

사후 설문지 작성 중 코칭프로그램 평가

관련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심층면담 형

식으로 진행한다.

재무목표

달성 정도 확인

사전에 합의한 재무목표 달성지표의 변화

를 같이 살펴본다.

w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w 긍정적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w (변화가 부정적인 경우)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재무코칭

필요 확인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목표가 생겼

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해 재무코칭프로그

램을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소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재무코칭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기 원한

다면 1단계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한다.

마무리하기

(종료 10분전)

재무목표의 변화를 정리하고, 긍정적 변화

를 위한 다짐에 관하여 확인한다.

★인정과 지지를 보낸다(당신은__한 분이

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칭 완전 종료
끝까지 참여해 준 것에 감사 인사하고 헤

어진다.

돌아와서

해야 할 일

사후설문지 자료를 정리하고 코칭 전과 후

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코칭 활동지를 완성하고, 코칭 전, 후의 변

화 내용을 포함한 최종 코칭 보고서를 작

성해서 송부한다.

고객의 말 고객의 감정과 숨은 욕구 코칭적 접근 여부

개선사항:

2. 경청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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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치의 인정과지지 고객이 느낀 인정과 지지

개선사항:

필요분야 재무교육의 내용 비고

3. 인정과 지지에 대한 검토: 10점 만점에 _____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

4. 재무교육

1) 부록 12의 재무코칭 활동지(운영지침서)는 적용된 재무코칭프로그램에

개선을 위한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A GROWTH 재무코칭

프로그램』의 운영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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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ction Research 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oaching Program for Financial Planning

Kim, Yeahee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verage life expectancy is rising, the financial environment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income uncertainty is growing. The

importance of preparing one's life financially in this environment is

emphasized more than ever. When the necessary resources for each

period of life are set as financial goals, a systematic process that

takes into account important elements of personal finance to achieve

them is called financial planning. This study is about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coaching programs aimed at promoting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based on financial planning. This was

intended to change individual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in a

way that would help them achieve their financial goals. If the existing

professional financial planning service was mainly an expert advice

method, The financial coaching program that we want to develop is

to help the financial planning through coaching.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financial coaching program is to improve financial

welfare through changes in the customer'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wo research problems were established to achieve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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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first is 'How does a financial coaching program

consist?' and the second is 'What is the effect of the developed

financial coaching program?'

With regard to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e financial coaching

program has been developed through action research methods that go

through planning, acting, developing and reflecting stages.

At the planning stage, th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the program

were set and relevant information was collected to draft the financial

coaching program. Through various literature reviews, the Financial

Coaching Program was set up in step 6 and the utilization tools for

each stage were organized. It also developed financial coaching

reports and financial coaching worksheet where financial coaches can

identify operational guidelines, including questionnaires, and record

their activities. The draft program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an expert review process. The various forms, operation

guidelines and questionnaires developed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through expert review. Three financial planning experts,

two coaching experts, and two consumer studies experts participated

in the expert review. To implement the developed financial coaching

program, researchers, who are experts in financial planning, obtained

coaching expertise and conducted study with the approval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1909/002-021) for ethical research.

At the acting stage, the draft Financial Coaching Program was

applied to a total of five research particip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ustomers) from September 2019 to May 2020.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obtained using the convenience extraction method and

snowball sampling. For the homogeneity of the study participants,

married households with earned income with children in thei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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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rgeted.

Financial coaching was conducted a total of five to eight times, and

the interval per round was about one to two weeks, and the

consultation time per session was designed to be about two hours.

After completing the first stage for the participant,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was repeated by starting the first stage for another

participant again, so that it c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ction research.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coaching program, was first verified

by conducting a paired t-te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lf-reported

pre-post questionnaire, including questions that measure desirabl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nd prior factors for changes in

financial management. We also step-by-step confirmation of chang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using the TTM in Prochaska et al.

(1994), as well as overall chang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each management behavior was analyzed by checking the

pre-consideration stage (no intention to do it), the deliberation stage

(will do it within six months), the preparation stage (will do it within

one month), the action stage (doing it), and the maintenance stage

(doing it for more than six months).

Further effectiveness was verified through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such as interviews with customers and observational records obtained

during the course of the financial coaching program.

In this work, the seven-step financial coaching program was finally

completed and named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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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stage of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is the

Agreement that establishes a relationship with customers. The reasons

for receiving financial coaching shall be clearly identified, the contract

shall be prepared, and the rapport shall be formed with the customer.

The second stage is the Goals for setting financial goals. In the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addresses three types of

goals. one is the coaching goal identified in stage 1, and the others

are the life goal and the financial goal that means the financial

resources for life goal. Step 2 identifies financial goals for achieving

life goals. Stage 3 is called as Reality and is a step to assess the gab

between financial status and financial goals. It not only identifies

financial status but also non-financial resources such as internal

capabilities of customers. All work to identify financial status is

carried out directly by the customer. It is the role of financial coaches

to check if there are areas where financial education is needed and to

provide necessary education. Complete stage 3 and clarify the de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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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coaching goals. Stage 4 is called Option and is the stage of

options search. The customer looks for various alternatives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goals and the status, and the financial

coach assists them in various ways. Stage 5 is called Will and the

stage of confirmation of execution. If the implementation plan went

smoothly and achieved the goal of financial coaching, it would

immediately move on to stage 7, otherwise it would go through stage

6. Stage 6 is a stage of Trial and Error. It is the step to modify the

plan for which the difficulty of implementation has been identified in

Stage 5. Stage 7 is the Hold phase. The financial coach helps

maintain changed behavior throughout the Stage 7. After encouraging

them to maintain their financial behavior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ends by checking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ir financial goals.

The applied financial coaching program was effective in changing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also comprehensively enhance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nformation, financial management

motiv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skill required to chang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n the chang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dentified in stages according to Prochaska's

TTM, the financial coaching program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the

transition from preparation to 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designed based on a

variety of theoretical grounds, expected to effectively chang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to comprehensively strengthen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financial management motiv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skill.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will help those who feel the need for mone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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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do not know how to begin to get financial planning started

properly,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financial capability and

financial planning.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could

be used as an effective means of financial education and as a

household support policy.

Nevertheless, in order for financial coaching to be more successful,

various levels of target management are needed to implement

financial planning, and marital communication is important to

prioritize financial goals for households. Change also requires a trial

and error process. In order to succeed in changing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t is important to know in advance that all

plans are not always implemented smoothly. Recognizing this in

advance can enhance the motivation for chang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inally, financial coaching programs should

help not only temporary changes in behavior but also maintain

changes. Because it means a real change in behavior.

This study contributed to reduc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by developing the customer-centered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 through a action research method at a time

when the specific procedures or operational methods of financial

planning consultations for chang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re insufficient.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 includes

coaching questions, operational guidelines and activity tools for

anyone with adequate financial planning knowledge and coaching

capabilities to apply immediately. This ensures that customers are

guaranteed a certain level of service, and financial planner can

establish new business models.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prior

research on what specific challenges each household is experiencing in

seeking chang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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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relevant data. These data could be used to understand

futur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of households, and c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various studies to help improve financial

welfare.

keywords: 『A GROWTH Financial Coaching Program』,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inancial planning, financial coaching,

financial coaching program, expenditure management, financial

coaching goal, financial goal

Student Number: 2015-3045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재무설계와 재무관리행동 
	1. 재무설계와 재무설계상담 
	2. 재무관리행동 

	제 2 절 재무코칭 
	1. 코칭 
	2. 재무코칭의 개념과 필요성 
	3. 재무코치의 자질 
	4.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 
	5. 재무코칭과 유사개념의 차이 

	제 3 절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방법 
	1.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연구 고찰 
	2. ADDIE모형과 실행연구의 비교 
	3. 실행연구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설계 
	제 2 절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목표 설정과 정보수집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발 

	제 3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 
	1. 사전준비 
	2. 연구 참여자의 모집과 결정 
	3.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 

	제 4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방법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구성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발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 
	3.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완성 

	제 2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 재무관리행동 변화 
	2. 재무관리행동 선행 요인들의 변화 
	3.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차별적 효과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제언 
	1. 재무설계상담 현장에 대한 제언 
	2. 금융교육 및 정책에 대한 제언 
	2.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목차
	<부록 1> 연구참여자용 모집문건 
	<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부록 3> 업무수행계약서 견본 
	<부록 4> 사전 설문지 
	<부록 5> 사후 설문지 
	<부록 6> 화폐대본 조사지 
	<부록 7> 재무코칭 준비물 체크리스트 
	<부록 8> 세가지 질문지 
	<부록 9> 재무계산기를 활용한 은퇴자금 계산 방법 
	<부록 10> SWOT 분석표 
	<부록 11> 재무코칭 보고서 
	<부록 12> 재무코칭활동지(운영지침서) 

	Abstract
	표목차
	<표 2-1> 한국FPSB에서 제시하는 재무설계상담의 6단계 표준절차 
	<표 2-2>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재무관리행동 
	<표 2-3>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 
	<표 2-4> 본 연구에서 규정한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 
	<표 2-5> 선행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문항들 
	<표 2-6> 재무관리행동이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한 연구들 
	<표 2-7> 재무관리행동이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한 연구들 
	<표 2-8> 재무관리행동이 주관적 재무만족도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타 연구들 
	<표 2-9> Prochaska 의 변화의 과정(Process of Change) 
	<표 2-10> 다양한 코칭의 정의 
	<표 2-11> (사)한국코치협회의 전문코치 자격 요건 
	<표 2-12> 국제코치연맹의 전문코치 자격 요건 
	<표 2-13> 재무코치가 가져야 할 역량 
	<표 2-14> 코칭효과에 관한 연구들 
	<표 2-15> 재무코칭과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의차이 
	<표 2-16> 재무코칭과 재무치료의 차이 
	<표 2-17> 재무코칭과 재무교육의 차이 
	<표 2-18> 코칭 단계별 주요 질문 
	<표 2-19> 실행연구 과정 
	<표 3-1>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프로필 
	<표 3-2> 전문가 검토용 비구조화 질문지 
	<표 3-3> 연구참여자 가계 특성(2019년 기준) 
	<표 3-4> 재무관리행동 변화단계의 측정방법    
	<표 3-5> 재무관리행동의 측정    
	<표 3-6>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측정 
	<표 3-7> 재무관리지식의 측정 
	<표 3-8> 화폐대본별 측정 문항(Money Script Test) 
	<표 3-9> 재무관련 상담사례 수집을 위한 질문지 
	<표 4-1> 코칭의 GROW 모델 
	<표 4-2>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와 GROW 모델의 차이 
	<표 4-3>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와 FCAM의 차이점 
	<표 4-4>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 계획안 
	<표 4-5> 재무코칭프로그램 6단계와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 GROW 모델, FCAM의 비교 
	<표 4-6>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별 활용도구 및 용도 
	<표 4-7>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개선 사항의 도출 
	<표 4-8>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개선사항의 단계별 반영 
	<표 4-9>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고객별 적용기간 
	<표 4-10>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의 재구성 
	<표 4-11>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별 핵심질문 
	<표 4-12>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의 변화 
	<표 4-13> 재무관리지식의 변화 
	<표 4-14> 재무관리태도의 변화 
	<표 4-15>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표 4-16>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 결과 

	그림목차
	<그림 2-1> 재무설계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 
	<그림 2-2> 효능기대감과 성과기대감 사이의 차이 
	<그림 2-3>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그림 2-4> Fisher et al.(2003)의 IMB모델 
	<그림 2-5> 재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 
	<그림 2-6> 코칭의 위치 
	<그림 2-7> 통합적 재무설계모델 
	<그림 3-1> 실행연구에 입각한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과정 
	<그림 4-1> 재무코치 프로파일 
	<그림 4-2> 가치계단 
	<그림 4-3> 재무목표 워크시트 
	<그림 4-4> 재무상태표 견본 
	<그림 4-5> 현금흐름표 견본 
	<그림 4-6> 주요 재무상황 요약표 
	<그림 4-7> 할 일 목록 
	<그림 4-8>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절차 (전문가 검토 전)  
	<그림 4-9>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절차 (전문가 검토 후) 
	<그림 4-10> 연령대별 소득과 지출곡선(예시) 
	<그림 4-11>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그림 4-12> 재무관리행동의 영역별 변화  



<startpage>15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재무설계와 재무관리행동  6
    1. 재무설계와 재무설계상담  6
    2. 재무관리행동  10
 제 2 절 재무코칭  57
    1. 코칭  57
    2. 재무코칭의 개념과 필요성  67
    3. 재무코치의 자질  72
    4.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  76
    5. 재무코칭과 유사개념의 차이  84
 제 3 절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방법  88
    1.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연구 고찰  88
    2. ADDIE모형과 실행연구의 비교  92
    3. 실행연구  94
제 3 장 연구방법  98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설계  98
 제 2 절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  101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목표 설정과 정보수집  101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발  102
 제 3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  105
    1. 사전준비  105
    2. 연구 참여자의 모집과 결정  107
    3.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  109
 제 4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12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방법  112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112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122
 제 1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구성  122
    1.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개발  122
    2.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적용  172
    3.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완성  188
 제 2 절 재무코칭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98
    1. 재무관리행동 변화  198
    2. 재무관리행동 선행 요인들의 변화  203
    3.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차별적 효과  21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219
 제 1 절 요약 및 결론  219
 제 2 절 제언  222
    1. 재무설계상담 현장에 대한 제언  222
    2. 금융교육 및 정책에 대한 제언  223
    2.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226
참고문헌 228
부록 251
부록목차
 <부록 1> 연구참여자용 모집문건  252
 <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253
 <부록 3> 업무수행계약서 견본  260
 <부록 4> 사전 설문지  263
 <부록 5> 사후 설문지  269
 <부록 6> 화폐대본 조사지  274
 <부록 7> 재무코칭 준비물 체크리스트  275
 <부록 8> 세가지 질문지  276
 <부록 9> 재무계산기를 활용한 은퇴자금 계산 방법  277
 <부록 10> SWOT 분석표  279
 <부록 11> 재무코칭 보고서  280
 <부록 12> 재무코칭활동지(운영지침서)  281
Abstract 314
표목차
 <표 2-1> 한국FPSB에서 제시하는 재무설계상담의 6단계 표준절차  9
 <표 2-2>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재무관리행동  12
 <표 2-3>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  15
 <표 2-4> 본 연구에서 규정한 재무관리행동의 세부영역  17
 <표 2-5> 선행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문항들  19
 <표 2-6> 재무관리행동이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한 연구들  27
 <표 2-7> 재무관리행동이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한 연구들  28
 <표 2-8> 재무관리행동이 주관적 재무만족도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타 연구들  29
 <표 2-9> Prochaska 의 변화의 과정(Process of Change)  44
 <표 2-10> 다양한 코칭의 정의  60
 <표 2-11> (사)한국코치협회의 전문코치 자격 요건  66
 <표 2-12> 국제코치연맹의 전문코치 자격 요건  67
 <표 2-13> 재무코치가 가져야 할 역량  73
 <표 2-14> 코칭효과에 관한 연구들  83
 <표 2-15> 재무코칭과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의차이  86
 <표 2-16> 재무코칭과 재무치료의 차이  87
 <표 2-17> 재무코칭과 재무교육의 차이  88
 <표 2-18> 코칭 단계별 주요 질문  91
 <표 2-19> 실행연구 과정  96
 <표 3-1>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프로필  104
 <표 3-2> 전문가 검토용 비구조화 질문지  105
 <표 3-3> 연구참여자 가계 특성(2019년 기준)  111
 <표 3-4> 재무관리행동 변화단계의 측정방법     114
 <표 3-5> 재무관리행동의 측정     115
 <표 3-6>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측정  116
 <표 3-7> 재무관리지식의 측정  117
 <표 3-8> 화폐대본별 측정 문항(Money Script Test)  119
 <표 3-9> 재무관련 상담사례 수집을 위한 질문지  121
 <표 4-1> 코칭의 GROW 모델  123
 <표 4-2>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와 GROW 모델의 차이  124
 <표 4-3>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와 FCAM의 차이점  127
 <표 4-4> 재무코칭프로그램의 6단계 계획안  129
 <표 4-5> 재무코칭프로그램 6단계와 재무설계상담 표준절차, GROW 모델, FCAM의 비교  132
 <표 4-6>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별 활용도구 및 용도  133
 <표 4-7>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개선 사항의 도출  162
 <표 4-8>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개선사항의 단계별 반영  168
 <표 4-9> 재무코칭프로그램의 고객별 적용기간  173
 <표 4-10>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의 재구성  192
 <표 4-11>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단계별 핵심질문  194
 <표 4-12>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의 변화  198
 <표 4-13> 재무관리지식의 변화  204
 <표 4-14> 재무관리태도의 변화  208
 <표 4-15>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211
 <표 4-16> 재무코칭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 결과  215
그림목차
 <그림 2-1> 재무설계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  7
 <그림 2-2> 효능기대감과 성과기대감 사이의 차이  35
 <그림 2-3>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36
 <그림 2-4> Fisher et al.(2003)의 IMB모델  45
 <그림 2-5> 재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  47
 <그림 2-6> 코칭의 위치  61
 <그림 2-7> 통합적 재무설계모델  70
 <그림 3-1> 실행연구에 입각한 재무코칭프로그램 개발과정  99
 <그림 4-1> 재무코치 프로파일  134
 <그림 4-2> 가치계단  136
 <그림 4-3> 재무목표 워크시트  139
 <그림 4-4> 재무상태표 견본  140
 <그림 4-5> 현금흐름표 견본  141
 <그림 4-6> 주요 재무상황 요약표  142
 <그림 4-7> 할 일 목록  144
 <그림 4-8>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절차 (전문가 검토 전)   148
 <그림 4-9> 재무코칭프로그램의 절차 (전문가 검토 후)  169
 <그림 4-10> 연령대별 소득과 지출곡선(예시)  171
 <그림 4-11> 『A GROWTH 재무코칭프로그램』  197
 <그림 4-12> 재무관리행동의 영역별 변화   19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