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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is to explore elementary students' attitudes towards money and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on children's economic behaviors.  The subjects are elementary students(N= 123) from first grade to sixth grade. The survey 

consists of question items of money ethics, attitudes towards money, consumer ethics, parents' attitudes toward economic 

education, and children's economic practices such as management of allowance, income, saving and savings accou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ementary students show the double standard in attitudes to money, thinking of money as positively 

being important, at the same time, as being negative social value. Second, the parents play positive models in children's 

economic education. However, their efforts are not enough so that their children could have desirable economic habits. 

Therefore, economic education is first needed for the parents and then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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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린이를 경제적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

의 경제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

리 오래지 않다. 최근까지도 어린이들이 성인, 특히 부모

에 대한 경제적 의존자이고,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의사

결정의 필요성이나 능력을 인적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는 

어린이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교육영역으로서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수 감소나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들과 같은 가족적, 인구학적 변화와 어린이 소비자들을 

표적시장으로 하는 어린이 산업의 발달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들로 인해 이제 어린이는 커다란 마켓파워를 가진 그

룹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판단력이나 인

식력이 성인들에 비해 떨어지고, 또한 직접적인 소득력이 

부족하여 돈에 대한 개념도 실제적이지 못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어린이들의 경제적 무관심과 소비 욕구의 

증대, 충동과 과시 소비에 따른 낭비경향 등의 불건전한 소

비행동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재화의 귀

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며, 씀씀이가 헤프고, 자기 물건을 간

수할 줄 모를 뿐 아니라 잃어버린 학용품을 찾지도 않는 것

으로 나타났고, 유행에 따라 새로운 것을 사고 싶어 대충 

쓰고 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효정, 2007). 

이런 보고와 사회적 관찰 결과는 어린이들의 소비태도

나 가치관은 어린 시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

생의 습관으로 연결되며, 이렇게 되면 사회경제적 가치와 

발전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려되는 바

이다. 그러나 이런 어린이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관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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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로 인한 이들의 경제적 가치관에 대한 평가는 성인들

의 입장에서 해석한 유추일 뿐 우리 어린이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어린이들의 경제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측정하

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

다. 그러나 어린이들 자신들의 경제생활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정보 없이 어린이들에 대한 경제관련 교육 프로그램

을 작성하는 것은 그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들의 경제생활 태도에 대한 초

기적 실증연구로서 어린이들의 경제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경제생활태도를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이것들이 어린이들

의 현재의 경제생활 행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

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태도와 행동에는 가정

과 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가정의 경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가 어린이들의 경제생활 행태와 밀접한 관

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관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어

린이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Ⅱ. 관련 연구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린이들의 용돈관리나 금전관리행

동, 소비욕구, 소비자 능력등과 같은 소비행동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곽병로, 1997; 김명순, 1983; 김미라, 황덕순, 

1999; 김효정, 2007; 송미애, 이승신, 2004; 정영선, 2002; 

황동신, 2003;황현선, 1996;)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소비자능력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황덕순, 김미라, 1997), 전체적인 소비자 행동의 합

리성 수준은 낮지 않았지만 처분행동의 합리성 수준이 저

조했고, 사용행동의 합리성은 학년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

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처분행동의 합리성 수준

이 낮았다(곽현정, 이승신, 2003). 어린이들의 소비생활도 

비교적 문제가 많이 나타났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하류층

일수록, 군지역이하 어린이들이 소비생활 문제 수준이 높

았다(송미애, 이승신, 2004)

용돈과 관련해서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은 어린이들

이 구매행동에 더 합리적이었으며(곽현정, 이승신, 2003), 

용돈관리행동과 구매행동은 용돈지급주기, 용돈금액에 대

한 만족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김효정, 2007) 또한 

용돈을 사용한 후 부모가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 부모님

과 의논하여 용돈 액수를 정하는 경우 어린이들의 소비행

동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 2007; 황동

신, 2003). 

연구들은 부모와 가정의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금전관

리교육이 자녀의 행동에 유의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는데, 

가정에서의 소비자 경험, 어머니의 영향략이 소비자 능력

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곽병로, 1997; 황현선, 

1996)와 가정소비자교육 경험 수준이 높을 수록 소비자 

행동의 합리성이 높다는 결과(곽현정, 이승신, 2003; 송미

애, 이승신, 2004)들이 그것이다. 또한 이런 결과들과 더불

어 부모의 의도적인 금전관리 교육과 부모들의 자녀 소비

자 사회화 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강조되었다

(김명순, 1983; 김효정, 2007)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경제생활이나 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신동주 & 이재민, 1997; 

한진수, 2003), 소유욕은 9세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15세

까지 별 변화가 없으며, 12세에서는 소유욕에 일시적인 

퇴보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초등학교 세서 중점적으로 실

시되는 집단주의적 교육의 영향. 물질주의는 인생관과 같

은 광범위한 차원에서는 일정수준에 머무르고 12세에 일

시적인 퇴행현상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행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물질주의화가 진행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의 기준은 절대적 평등과 필요

에 입각한 분배에서 기여에 입각한 분배의 개념으로 이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경제 사회화는 경제현실에서 긍정

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통적인 미덕인 

검소와 절제 등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급격히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적 만족을 위한 소비를 촉진시킬 가

능성이 있다.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보다 계획적으로 생

활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동시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직접적 경험이 불가능한 경제현상에서

는 잘못된 추론을 한다(신동주, 이재민, 1997). 그런데 이들 

초등학생들의 경제지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무역, 이윤, 

은행 및 이자율, 사적 재산 소유권 등과 같은 경제 개념의 

정답률이 19-46%에 지나지 않아, 초등학생들이 경제개념

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한진수, 2003) 

Ⅲ. 연구 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07년 7월 전라북도 익산시 3학년 이

상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기존의 관련 변인들에 대한 질문 문항들을 초등

학생의 어휘력을 고려하여 수정한 뒤, 3학년에서 6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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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항들 돈의 사회성 인식 돈 관리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750

나는 돈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54

돈이 얼마나 있는가는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678

돈이 많으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다 .599

돈은 중요하다 .683

나는 돈을 쓸 때, 생각을 많이 한다. .845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다 .490

나는 돈 쓰는 계획을 잘 한다 .746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돈은 악마와 같다 .830

돈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이유가 된다 .848

% of Variance 24.697 16.658 16.202

Total Variance 57.558%

<표 1> 화폐 윤리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각 학년 2명씩의 학생들에게 사전 조사 및 면접을 통해 질

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사한 뒤 문항들을 

수정하여 최종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질문지 조사 후 총 

123명의 질문지가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조

사 대상들은 남학생 77명(64.2%), 여학생 43명(35.8%)이었

으며, 초등 1학년에서 3학년인 중학년이 92명(74.8%),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인 고학년 31명(25.2%)이었다.

2. 조사도구

질문지는 경제생활 행태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을 이

해하기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생활에 대한 태

도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의 문항들을 수정하

여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화폐윤리(Tang, 1992 & 1993), 

물질적 가치 성향(홍은실외, 2001), 소비자 윤리(심상헌 

2000; 김정훈, 2004)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태도 문항

들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한편 그 외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과 학년, 경제생

활 행동으로서 용돈의 규칙성, 홈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저축통장의 비밀번호에 대한 지식, 저금통 저축 여부에 

따라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등이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3. 자료분석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소비자 윤리에 대한 태도 

문항들은 요인적재량 .45이상과 상대적인 적재량 비중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요인구조를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통계패키지가 이용되었다.

그 결과, 화폐윤리관련 문항들(α=.5921)은 3개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들의 총 설명변량은 57.56%였고, 이들 

요인들은 문항들의 내적 관계성과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

하여 돈의 사회성 인식, 돈관리,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

로 명명하였다(표 1). 이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

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가치성향 관련 문항들은(α=.6828)은 3개의 요인

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들의 총 설명변량은 59.03%였고, 

이들 요인들은 문항들의 내적 관계성과 관련 연구 결과들

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소비, 소유가치, 생활중심 가치

로 명명하였다(표 2). 이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

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윤리관련 문항들은(α=.8526)도 3개의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들의 총 설명변량은 69.47%였고, 이들 

요인들은 문항들의 내적 관계성과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

려하여 오용, 불법, 속임과 손상으로 명명하였다(표 3). 이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소비자 윤리성이 더 크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자 윤리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행태와 가정의 경제

교육환경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위해 성별과 학년에 따

른 비교는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변수들에 따른 비

교는 그룹의 빈도수가 적고, 차이가 커서 비모수통계인 

Mann-Whitney 분석(용돈의 규칙성, 홈 아르바이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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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소비, 소유 가치 생활 중심 가치

좋은 물건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702

생일에는 비싼 선물을 받고 싶다 .760

물건이나 돈을 많이 갖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성공 중 하나이다 .665

겉모양이 특별하고 비싸 보이는 것을 사고 싶다 .770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으면 좋겠다 .574

친구들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뒤지고 싶지 않다 .851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다 .634

친구들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신경쓰지 않는다 .645

항상 필요로 하는 것만 산다 .802

% of Variance 28.204 15.662 15.161

Total Variance 59.027

<표 2> 물질적 가치성향 요인분석 결과

오용 불법 속임 

공동 화장실에서 필요한 것보다 휴지를 많이 뜯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한다 .666

물건을 뜯어 보다가 살 때는 뜯지 않은 것을 갖고 나간다 .650

자기가 실수로 망가뜨린 상품을 교환해 달라거나 무료로 수리해 달라고 한다 .833

맥도널드 같은 곳에서 케찹이나 냅킨 같은 것을 함부로 많이 사용한다 .802

길거리에서 허가없이 복사해서 파는 음악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산다 .554

책 등을 사지 않고 복사해서 사용한다 .812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친구에게도 복사해 준다 .905

영화나 음악 테이트 등을 복사해서 사용한다 .824

가게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적게 내라고 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적게 내고 간다 .826

상점의 물건을 만지다 망가뜨려 놓고 그냥 덮어두고 나온다 .879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상품의 포장을 뜯어 본다 .737

% of Variance 24.487 24.291 20.690

Total Variance 69.468%

<표 3> 소비자 윤리의 요인 분석 결과

여부, 저축통장의 비밀번호에 대한 지식, 저금통 저축 여

부) 및 Kruskal Wallis H 분석방법(가정경제 수준)을 사용

하였다. 

Ⅳ. 결과 분석과 해석

1. 경제생활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규칙적으로 용돈

을 받고 있는 경우가 65.0%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

고, 집 안팎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73.0%로 대부분

의 어린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본 경험을 갖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저축 목표가 있어서가 

약 36.6%, 그냥 돈이 벌고 싶어서가 18.3%였으며, 기타 이

유가 45.1%였다. 

대부분의 어린이들(82.6%)는 저축을 하기위해 저금통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저축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87.6%나 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통장을 스스로 관

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비밀번호 인지 여부는 21.7%의 

어린이들만이 알고 있어 통장은 갖고 있되 부모가 통장을 

관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표 4).

어린이들의 상대적인 경제환경 수준 인식은 우리 집과 

친구들 집을 비교하여 누가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실제로는 친구 집이 훨씬 잘산다에서 우리집이 

훨씬 잘 산다의 5단계로 질문하고, 통계처리 과정에서는 

이를 <표 4>와 같이 3단계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초

등학생들은 주거지 근처의 학교에 다니도록 되어있고, 주

거단지에 따라 비슷한 경제적 여건을 가진 탓으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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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성별

남학생

여학생

77 (64.2)

43 (35.0)

학년

중학년

고학년

92 (74.8)

31 (25.2)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고 있나?

네

아니오

78 (65.0)

42 (35.0)

집 안팎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나?

네

아니오

81 (73.0)

30 (27.0)

아르바이트 이유

그냥 돈이 벌고 싶어서

저축 목표가 있어서

기타

13 (18.3)

26 (36.6)

32 (45.1)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있나?

네

아니오

95 (82.6)

20 (17.4)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축통장이 있나?

네

아니오

106 (87.6)

 15 (12.4)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나?

네

아니오

26 (21.7)

94 (78.3)

우리집은 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나?(상대적 가정경제상황 인식)

내 친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

비슷비슷하다

우리 집이 더 잘사는 것 같다

  7 ( 6.0)

 84 (73.0)

 24 (20.8)

<표 4>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N =123)

의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우리 집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73.0%). 그런데 우리집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

하는 어린이들(6.0%) 보다 더 많았다(20.8%)(표 4).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저축되어있는 금액은 약 

679,206원으로 최소값은 11000원, 최대값은 500만원이었다. 

또한 어린이들은 집안팎에서 한 아르바이트의 대가로 평균 

3454원을 벌었으며, 최소값 500원에서 최대값 25000원으로 

이는 일의 종류 및 임금을 받는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로써 부모들 중에는 어린이들이 일을 했을 때 

한번의 작업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1주일, 또는 

1달 단위로 지불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형태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생활 태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어린이들의 경

제생활 태도는 화폐윤리, 물질가치 성향, 소비자 윤리영역

에서 조사되었는데,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화폐관리를 비

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M=3.82), 돈에 대

해서는 돈을 사회적 성공의 척도로 인식하는 것(M=3,14)

보다는 돈의 부정적 측면을 강하게 인식하고(M=3,47) 있

었다.

또한 물질 가치 성향은 생활중심 가치 성향이 가장 높

았고(M=3.80), 물질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성향도 매

우 높았다(M=3.79). 소비자 윤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비자 윤리의식은 높은 편으로 오용(M=1.77)이나 불법

(M=1.83)을 행하는 면에서의 소비자 윤리의식이 상대적으

로 속이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허용하는 의식(M=1.39)

보다 높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소비자 비윤리 경향보다는 

소극적인 비윤리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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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화폐윤리

돈의 사회성 인식 3.14( .92)

돈 관리 3.82( .80)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3.47(1.26)

물질적 가치성향

사회적 가치 3.79( .90)

소비, 소유 가치 2.87( .87)

생활 중심 가치 3.80( .90)

소비자 윤리

오용 1.77( .82)

불법 1.83(1.04)

속임 1.39( .62)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모델로서의 부모에 대한 어린이들의 평가)

부모의 소비패턴 4.21( .66)

부모의 가계알림 태도 3.55(1.16)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3.72(1.20)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

정됨.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

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5> 조사 대상 어린이들의 경제생활 태도 및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성별 t p 학년 t p

남학생 여학생 중학년 고학년

화폐 윤리

돈의 사회성 인식 3.11 3.18 -.545 3.07 3.38 -1.20

돈 관리 3.66 4.08 -3.02*** 3.83 3.77 .437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3.46 3.41 .131 3.48 3.44 .239

물질 가치 성향

사회적 가치 3.74 3.93 .790 3.77 3.88 .120

소비, 소유 가치 2.94 2.80 -1.03 2.87 2.86 -.590

생활 중심 가치 3.75 3.86 -.679 3.83 3.70 .734

소비자 윤리

오용 1.90 1.54 2.22
**

1.67 2.11 -2.41
**

불법 1.83 1.85 -.169 1.90 1.61 1.93
*

속임 1.43 1.33 .829 1.36 1.47 -.727

가정의 

경제교육환경

부모의 소비패턴 4.10 4.39 -2.46
**

4.30 3.92 .302

부모의 가계알림 태도 3.49 3.63 -.565 3.65 3.25 .154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3.51 4.04 -2.36** 3.78 3.54 .982

*p<.10,  **p<.05,  ***p<.01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됨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6> 어린이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경제생활 태도의 차이

린이 자신들의 소비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

자 윤리문제에는 더 허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3.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부모들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어린이들에게 관찰 

대상이 됨으로써 경제역할 모델이 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비패턴, 가계 문제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는 태도, 경제교육에 대한 적극성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여, 부모의 점수를 평균하여 부모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는 어린이들의 경제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가지 영역에서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절

약하고, 계획적인 알뜰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

고 있었고(M=4.21), 부모가 자신들에게 경제교육을 적극

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M=3.72). 그러나 부

모들이 자신들의 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도는 다른 영

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였다(M=3.55)(표 5). 

4. 경제생활 태도와 모델로서의 부모에 대한 어린이들의 

평가 차이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폐

윤리에서 돈관리, 소비자 윤리와 관련해서는 오용,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소비패턴과 경제교육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돈관리에 대해 자신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오용에 대한 소비자 윤리의식도 

여학생들이 더 높았다. 물질가치 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에서는 여학생

들이 남학생들보다 부모의 소비 패턴이 알뜰하고,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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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 Mean Rank 용돈의 규칙성 Mann-Whitney U

친구들이 

잘 산다

비슷

비슷

우리집이 

잘 산다
예 아니오

화폐

윤리

돈의 사회성 인식 34.07 60.33 54.54  4.34 67.33 46.56  1052.50

돈 관리 45.93 55.43 63.21  1.89 58.57 59.79  1525.50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57.36 53.98 55.33 .10 52.11 62.90  1144.00*

물질적 

가치성향

사회적 가치 57.83 55.27 60.35 .47 58.00 59.49  1369.50

소비, 소유 가치 36.58 54.19 66.98 5.38
*

61.21 54.71  1463.00

생활 중심 가치 61.83 51.60 69.40 6.06** 58.02 57.96  1480.50

소비자

윤리

오용 41.70 55.26 52.20 1.04 58.26 51.82  1241.00

불법 46.40 56.39 47.05 2.04 56.01 54.56  1348.00

속임 29.50 57.92 45.32 7.34
**

55.73 56.50  1384.00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부모의 소비패턴 60.43 52.62 70.98 5.97** 59.91 58.76  1565.00

부모의 가계알림 태도 42.90 46.77 67.42 8.27** 50.77 56.06  1069.00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43.20 48.57 64.85 5.38* 53.49 53.53  1241.50

*p<.10,  **p<.05,  ***p<.01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됨

Mean Rank는 Kruskal Wallis H 결과임.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7> 어린이들의 가정의 상대적 경제수준 인식과 용돈의 규칙성에 따른 경제생활 태도 비교

자신들에게 경제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2) 학년에 따른 차이

학년에 따른 차이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폐

윤리와 물질가치 성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으며, 오용과 불법관련 소비자 윤리태도와 부모의 소비

패턴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

과, 중학년 보다 고학년들이 오용에 대해 더 비윤리적이

었으며, 불법에 대해서는 고학년들보다 중학년들이 더 비

윤리적이었다. 부모의 소비패턴에 대해서는 중학년들이 

고학년들보다 부모들이 더 알뜰하게 소비하고 있다고 평

가하였다.

3) 가정의 상대적 경제수준 인식에 따른 차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인식하는 가정

의 상대적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물질적 가치성향과 관

련하여 사회적 가치, 생활 중심 가치, 속임과 손상에 대한 

소비자 윤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의 경제교

육 환경의 모든 하위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자기집이 친구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이 다른 친구들보다 물질에 대한 사회적 가치 성향을 더 

강하게 보였으며, 생활 중심적 가치 성향도 가장 강했다. 

또한 소비자 윤리와 관련해서는 자기집이 잘산다고 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이 잘산다고 하는 어린이들보다 속임과 

손상 관련 소비자윤리의식이 낮았고, 그 차이가 컸다.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에서는 우리집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른 어린이들에 비

해 훨씬 더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이 적극적이라고 평가하

였다. 

4) 용돈의 규칙성에 따른 차이

<표 7>에 따르면 용돈의 규칙성에 따른 차이는 화폐윤

리의 돈의 악마성, 즉 돈의 부정적인 유혹영역에서만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는 어린이들보다 돈

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악마성을 지녔다

고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5) 홈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아르바이트 유무에 따라

서는 경제생활 태도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의 어느 하위

변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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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아르바이트 경험 Mann-Whitney U 저금통 유무 Mann-Whitney U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화폐

윤리

돈의 사회성 인식 54.55 58.03  1124.00 59.02 49.89   758.00

돈 관리 54.49 56.33  1145.00 57.66 50.50   738.00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51.04 54.70   953.00 51.83 62.91   569.50

물질적 

가치성향

사회적 가치 52.95 56.83  1133.00 53.92 67.50   830.00

소비, 소유가치 54.34 54.93  1049.00 56.67 55.61   603.00

생활 중심 가치 52.75 55.50  1058.50 58.52 39.00   510.00**

소비자

윤리

오용 51.51 53.44  963.00 55.68 46.21   688.00

불법 51.51 53.44   963.50 53.80 52.11   800.00

속임 50.09 57.96   526.00 53.26 57.45   770.50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부모의 소비패턴 55.06 54.84  1155.50 57.04 56.79   889.00

부모의 가계알림 태도 47.85 48.39   907.50 52.29 40.33   485.00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49.36 48.11   941.00 53.48 40.88   518.00

*p<.10,  **p<.05,  ***p<.01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됨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8> 홈 아르바이트 경험과 저금통 저금 유무

통장 유무 Mann-Whitney U 비밀번호 알기 Mann-Whitney U

있다 없다 예 아니오

화폐

윤리

돈의 사회성 인식 59.66 66.37 699.50 66.23 58.26 1047.00

돈 관리 60.30 54.03 690.50 63.26 57.84 1043.50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57.18 51.71 619.50 58.62 55.24 1009.50

물질적 

가치성향

사회적 가치 60.94 45.80 610.00* 53.38 59.98 1155.00

소비, 소유가치 57.92 70.33 567.00 57.92 59.31 1037.00

생활 중심 가치 57.18 68.14 579.00 46.65 61.31  862.00
**

소비자

윤리

오용 58.98 37.58 397.50** 58.54 55.30  983.00

불법 56.85 49.58 553.50 65.98 52.58  780.50*

속임 56.89 53.54 605.00 65.60 53.35  813.50*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부모의 소비패턴 62.79 40.63 489.50** 57.81 59.98 1152.00

부모의 가계알림 태도 54.09 44.54 456.50 60.16 50.08  796.00
*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54.27 51.83 544.00 61.56 51.14  790.50

*p<.10,  **p<.05,  ***p<.01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됨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9> 통장 여부와 통장의 비밀번호 인식에 따른 경제생활 태도 비교 

6) 저금통 유무에 따른 차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금통 유무에 따라서는 

물질의 사회적 가치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에서 부모의 

가계 알림 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저금통이 없는 어린이들이 물질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

는 경향이 더 높았고, 부모들은 가계에 대해 알려주는 경

향은 더 낮았다. 

7) 통장 유무에 따른 차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명의의 통장 유무에 

따른 차이는 물질적 가치 성향의 하위변수인 사회적 가치 

인식과 오용과 관련된 소비자 윤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었다. 그 결과,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이 통장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물질의 사회

적 가치 인식이 훨씬 낮았으며, 오용에 대한 소비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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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더 높았다.

8) 통장 비밀번호 알기에 따른 차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명의의 통장의 비밀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른 차이

는 물질적 가치성향에서 생활중심 가치와 불법과 속임, 

손상의 소비자 윤리, 부모의 가계 알림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어

린이들이 물질에 대해 생활중심 가치 성향이 더 강했다. 

또한 이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불법과 

속임, 손상과 관련한 소비자 행동 시 소비자 윤리성이 더 

낮았고, 부모들의 소비패턴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

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계에 대해 알려주시는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

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경제생활에 대

한 행태와 가정의 경제교육환경을 이해하고, 이들의 특성

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7

월 전라북도 익산시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들을 질문지 

조사하였다. 총 123명의 질문지가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

에 이용되었다. 조사 대상들은 남학생 77명(64.2%), 여학

생 43명(35.8%)이었으며, 중학년이 92명(74.8%), 고학년 31

명(25.2%)이었다.

질문지는 경제생활 행태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을 이

해하기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화폐윤리, 물질적 가

치 성향, 소비자 윤리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화폐윤리관련 태도(돈의 사회성 인식, 돈관리,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물질적 가치성향(사회적 가치, 소

비, 소유가치, 생활중심 가치),  소비자 윤리태도(오용, 불

법, 속임)는 각각 3개씩의 하위변수로 요인화되었다.

연구 결과, 1)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화폐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돈을 사회적 성공의 

척도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돈의 부정적 측면을 강하게 인

식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절약하고, 계획적인 

알뜰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부모가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신들의 가계에 대해서 알려주

는 정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다고 보고하였다.

2)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돈관리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소비자 윤리의식도 더 높았다. 또한 남학생들보다 

부모의 소비 패턴과 경제교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 

3) 중학년보다 고학년들이 소비자 상황에서 오용행동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불법에 대해서는 고

학년들보다 중학년들이 더 허용적이었다. 중학년들이 고

학년들보다 부모들이 더 알뜰하게 소비하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4) 자기집이 친구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이 다른 친구들보다 물질에 대한 사회적 가치 성향을 더 

강하게 보였으며,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이 더 적극적이라

고 평가하였다.  또한 소비자 윤리와 관련해서는 친구들

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속임과 손상에 대

한 소비자 윤리의식이 가장 높았다. 

5)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지 않는 어린이들이 규칙적으

로 용돈을 받는 어린이들보다 돈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금통이 

없는 어린이들이 물질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부모들은 가계에 대해 알려주는 경향은 더 낮

았다. 

6)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이 통

장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물질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

하는 경향이 훨씬 낮았으며, 소비자 윤리 의식이 더 높았

다. 자기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물

질에 대해 생활중심 가치 성향이 더 강했다. 또한 이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소비자 행동 시 비윤

리적이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은 가

정에서 부모들이 가계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신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어린

이들은 물질적 가치성향을 갖고 있고, 화폐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과 더불어 사회적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었다. 그러나 소비자 행동적 측면에서는 윤리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아직 독립적인 소비자 경험

이나 영역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윤리적 상황에 대한 경

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부모들은 용돈을 주고, 통장이나 저금통을 갖도록 

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교육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그것들이 어린이들의 경제적 태도

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소비행동의 합리성을 확립시키

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부모들은 경제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어린이들

을 가계의 일원으로서 참여시키고, 가계를 알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하게하는 등 생활 속 경제교육을 하기보

다는 언어로써 경제교육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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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통장은 갖고 있으나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매우 적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돈을 관리하거나 통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저축과 금전관리를 

가르치기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자기 집이 더 잘산다고 하는 어린이들은 부모

가 경제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경제교

육 환경이 더 바람직한데도 더 비윤리적이고 물질중심적 

가치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경제지도층들의 경

제적 태도가 어린이들에게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우려되

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볼 때 우리 초등학생들의 소비

생활 영역과 양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다고 해도 화폐나 

물질에 대한 가치나 태도나 소비자 윤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교육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이들의 이런 경제생활에서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

고, 실제로 현재 부모들이 경제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가져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올

바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에서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특히 부모들에 대한 경제교육은 다양한 장에서 프로그

램화 될 수 있으나 경제교육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를 제

공할 뿐아니라 실제로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이들을 교

육시키는 과정에서 이들 원칙과 가이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만 올바른 경제교육으로 어린

이들이 올바른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현명한 경

제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어린이 경제교육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도 더욱 시급하

고 중요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

도 부모들의 관심과 역할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

다. 예를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녀 경제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 경제 생활

의 특성 상 어린이 경제교육은 부모의 협조와 부모의 경

제적 가치관과 태도가 바르지 않고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제어 : 초등학생, 경제교육, 경제생활, 화폐윤리, 물질

주의, 소비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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