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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w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nsumer knowledge of adolescents, money attitudes and consumption 

values on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an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24 students who were in the first grade and second grade of high school in Daegu.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employed for the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knowledge of money management, the purchase knowledge and the consumerism knowledge effected on the money attitude, 

which regarded money as an instrument of future safety. Among these, it was found that the money management knowledge had the 

highest affect on this money attitud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consumer knowledge affects desirable money attitude which regarded 

money as an instrument of future safety, and then consumer education influences positively money attitude. 

Second, the money attitude which regarded money as an instrument of future safety affected consumption values most, and the 

money attitude which regarded money as a means for approval of another person affected the ostentation, the conformity, the discrimination 

and the aesthetic enjoyment of consumption values.

Third,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the money attitude which regards money as an instrument of future safety and the economical 

consumption values were the important factor which affecting each subdimension of the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The result suggests 

the adolescents, who managed money well, saved it for the future, and saved the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when consuming, behaved 

rational and planned way through all process all process all consumption behaviors.

Fourth, the consumer knowledge did not affect the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directly, but indirectly through the money attitude 

and the consumption values. Therefore, the consumer knowledge, the money attitude and the consumption values were the important 

factor for the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and it revealed money attitude and consumption values played role as mediate variable.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e consumer knowledge that adolescent have learned in school was theoretical and abstract, so it does not 

affect directly the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However these consumer consumption values affect the consump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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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를 흔히 소비사회라고 한다. 소비사회란 삶을 

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의 효용가치보다는 상징  가치를 더 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말한다.

최근에는 소비의 심 역이 과거의 음료나 과자류, 패스트

푸드 등 식품 역에서 의류, 화장품 같은 패션 역 뿐만 아니라 

오락, 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까지 확 되고 있다(남수

정ㆍ이은희, 2004). 이와 더불어 휴 폰, 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계층이 소비

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소비자지식이 부족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많은 소비자문제

에 당면하고 있다(이은승, 2007).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를 포 하는 소비자지식은 무지로 인한 피해를 사 에 방할 

수 있도록 하고(이병 , 1982), 명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자신

의 이익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명한 소비자

가 되기 한 소비자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들에 한 소비자

교육이 요구된다. 재 7차 교육과정의 기술ㆍ가정교과와 사회

교과에는 소비자교육  융교육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의 소비자교육에서는 기본 인 소비자지식과 함께 

인지  측면의 경제학  사고 방법의 형성과 정의  측면의 

경제윤리가 교수되어야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그러

나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수 이 경제과

목 수강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미정, 2003).

소비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비자교육에 한 심이 차 

높아지면서 TV방송이나 신문, 융기 , 공공기  등에서도 

청소년들을 상으로 많은 소비자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회

이고 산발 이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이은승, 2007). 따라

서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습득을 한 소비자교육이 보다 체계

이고 실 이어야 하지만 소비자교육의 내용 분석(김 숙, 

2006), 융소비자교육 황(이지 , 2005), 융소비자교육의 

실태  활성화 방안 연구(이은승, 2007) 등과 같이 주로 재 

소비자교육의 황과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을 

뿐 청소년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소비자교육에 한 구체

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매개수단은 돈일 

것이다.  사회에서 돈은 인간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동기요인으로 생존을 한 필수도구이기도 하며, 한 교환의 

수단으로 경제생활을 한 실용 인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와 함께 돈의 사회ㆍ문화 인 의미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돈이 결핍될 경우 안정감에 을 느끼고 공허감과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박은아, 1994). 반면에 돈을 많이 소유하면 

다양한 소비의 기회가 주어져서 더 큰 만족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더 많은 돈이 더 큰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돈에 한 인식과 자신의 생활에 

용하는 방식이 사람에 따라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요한 

것은 돈에 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신에 한 평가에 따라 돈에 한 

태도가 다르며, 자신이 가지는 돈에 한 태도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행태가 다르고(백은 , 1997), 이는 실제로 시장에서

의 소비행동에도 향을 미친다(Hira & Mugenda, 2000). 

이처럼 돈에 한 태도는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돈에 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재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잘 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합리  소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홍은실, 2005).

그러나 돈에 한 태도에 한 선행연구들(김정훈ㆍ정혜정, 

1996; 박정숙, 2001; 백은 , 1997)은 주로 성인을 상으로 

돈에 한 태도를 유형화하여 특정 소비행동에 해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들은 성인의 돈에 한 태도  소비행동은 이미 

청소년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의 돈에 

한 태도가 실제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본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돈에 한 태도  소비행동을 더 

쉽게 유추할 수 있음을 말해 다. 따라서 청소년의 돈에 한 

태도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청소년기는 소비자사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리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소비가치는 성인기의 소비생활에 그 로 반 되어 나타

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올바른 소비가치와 소비습 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향을 미친다(홍은실, 2006)는 

에서 매우 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신체 , 

심리  불균형으로 인하여 합리 인 소비보다 비합리 인 소비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이기춘, 2000).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 때문에 지 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을 상으로 이루어져 온 소비가치에 한 연구들은 부분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석 화, 1997; 이은정, 1999; 

조 희, 1996)이나 과시소비, 시  소비(구정화, 1997; 편세

린, 1997) 등 부 한 소비행동에 을 맞추어 왔다. 반면에 

청소년의 구체 인 소비가치에 한 탐색과 이들 각 하 요인

의 소비가치가 구매ㆍ사용ㆍ처분행동 등과 같은 소비행동의 

하 역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이에 한 구체 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 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 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에 한 

태도, 그리고 소비에 한 가치를 바탕으로 소비행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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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과거와는 달리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

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히 배분해야 하며 구매하고 

사용ㆍ처분하는 것까지의 모든 소비 역의 활동을 담당해야만 

하는 등 소비자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사회의 

문화  가치와 규범의 향을 받는 등 소비자와 사회와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개인의 소비결과가 사회

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도 요해졌기 때문이다(권미화, 

2000). 따라서 소비자는 넓고 다양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행동의 각 역에서 합리 인 소비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소비행동의 구매ㆍ사용ㆍ처

분행동 등의 모든 역을 포 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동조소비

(김나연, 2000), 과시소비(김문희, 1996; 김지 , 1998), 충동구

매(강소성, 1998), 강박구매(김 신ㆍ임경희, 1998)에 한 연

구들처럼 하나의 특정한 소비행동에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합리 인 소비행동과 부정  인식에 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거나 청소년의 소비가치와 환경친화  소비행동에 한 연구

들(오진숙, 2007; 최은미, 2004)과 같이 정 인 소비행동에 

한 연구들도 소비행동의 일부 역에 해 연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소비행동을 확 된 개념의 흐름에 맞추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정보를 탐색하여 

구매하는 행동과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 사용한 제품을 

처분하는 행동으로 분류된 이들 각각의 소비행동 하 역에 

해 보다 구체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합리

인 소비행동이 어떠한 하 역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지식이 청소년의 내면에 형성되는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에 미치는 향에 해 먼  탐색해 으로써 

청소년이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를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정 인 향을 주는 소비자지식 역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게 부족한 소비자지식의 역 등을 구체 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지식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김미정, 2003; 정미

정, 2007; 조 숙, 1993)에서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 이 비교

 낮고 소비행동에 실제 인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

고 있지만 개인의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가 소비행동에 

다양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홍은실, 2006; 김나연, 2000, 

오진숙, 2007)로 미루어볼 때, 소비자지식은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를 통하여 소비행동에 간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먼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이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청소년의 소비자지

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가 소비행동의 각 하 역에 

미치는 향과 동시에 이들 변인들간의 직ㆍ간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비록 여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일반  특성이 청소년

의 소비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는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가 청소년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과 이들 변인들간의 계를 규명함으로

써 청소년 내면의 지식, 태도, 가치가 외연 인 행동에 미치는 

직․간 인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으므로 이들 

변인들만을 독립변수로 구성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를 

올바르게 가지고 합리  소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소비자교육을 할 때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에 한 소비자교육의 내용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 을 찾는데 보다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 을 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은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는 소비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

치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직․간 효과는 어떠

한가?

Ⅱ. 이론  배경  선행연구의 고찰

1. 소비자지식

소비자지식(consumer knowledge)이란 합리 인 의사결

정자로서 소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소비자능력을 

구성하는 인지  역으로 경제사회에서 소비자가 효율 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실, 개념, 념이다

(이기춘, 1985).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효용과 만족을 증진시키고 복지를 

추구하기 하여 소비와 련된 제반사항에 한 충분한 지식

과 실질 인 기술을 갖추고 극 인 자세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고 있는 소비자문제

의 상당 부분이 지식의 결여에 기인하므로(정진화, 1985) 소비

자지식에 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들이 주로 학교에서 습득하는 소비자지식의 교육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기춘(1985)은 청소년소비자를 심으로 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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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지식을 일반경제 지식, 리

ㆍ투자 지식, 컨슈머리즘 지식, 구매 지식으로 분류하여 측정한 

결과 청소년들의 소비자지식 수 은 반 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구매 지식 수 이 낮다고 한다. 반면에 소비자지식을 

일반경제 지식, 리, 구매, 컨슈머리즘, 자원의 활용의 

5개 범주로 분류하여 연구한 정미정(2007)은 청소년의 소비자

지식의 평균 수는 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 이라고 보고하면

서 소비자의사결정의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소비자지식의 

꾸 한 함양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숙(1993)은 

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남녀 학생을 상으로 소비자

지식을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비자

지식 수 이 높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2학년 학생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비자지식 수 이 더 높으나 청소년의 반 인 소비자지식 

수 은 체 으로 낮은 수 이라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소

비자지식 수 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성별, 학년에 따라 다양함

을 알 수 있다. 

2. 돈에 한 태도

 사회에서 돈은 욕구 충족을 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

고 볼 수 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고, 교육을 받아 학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으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가족을 편히 부양할 수 있는(이순희, 

2000) 등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써 돈에 심을 가진다(Hersey 

& Blanchard, 1977). 뿐만 아니라 돈은 인간행동 반에 걸쳐 

주요한 동기로써 작용하고 우리 생활에서 생존을 하여 쓰이

며 안락함은 물론, 권력이나 안 , 자유 등 심리 인 만족을 

획득하는데 사용된다(박정숙, 2001). 

돈에 한 태도란 개인의 특성과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형성

된 독특한 경제행동의 유형으로, 개인이 돈과 어떠한 계를 

맺는가를 의미하며 개인이 소득을 얻고 소비하는 형태를 총체

으로 일컫는다(황종귀, 2006).  개인의 성격이나 인성과 

통합되어 나타나는 개인의 정체성에 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Ealy & Lesh, 2003; Furnham & Argyle, 1998).

Wilhelm 등(1993)은 돈에 한 태도를 돈의 지 에 몰두하

는 집착  태도, 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지니는 인색한 

태도, 불안감의 해소와 기분 환을 해 소비하는 지출자  

태도, 돈을 노력의 결과로 보는 태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지출자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 돈을 노력의 결과로 보는 태도

를 지니고 있는 여성일수록, 돈에 해 인색한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 돈을 노력의 결과로 보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남성일수

록 재정 인 만족감이 더 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가지는 돈에 한 태도는 

인간생활의 기능 인 부분에 뿐만 아니라 심리  부분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이순희, 2000) 돈의 심리  역할에 차 

심을 가지고 개개인의 돈에 한 개념과 태도를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돈에 한 태도의 유형에 따른 소비가치와 물질주의 태도, 

충동구매를 살펴본 김정훈과 이은희(2002)는 돈에 한 태도 

유형에 따른 소비가치에서는 불안, 성공, 감정의 요인을 포함하

는 정서형에 속하는 청소년이 안 의 요인을 포함하는 인지형

에 속하는 청소년보다 과시성과 차별성 소비가치는 더 높고, 

약성 소비가치는 더 낮으며, 돈에 한 태도 유형에 따른 

물질주의 태도와 충동구매 정도에서는 정서형에 속하는 청소년

이 인지형에 속하는 청소년보다 물질주의 태도는 더 높고, 

그리고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한다고 말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로 돈은  사회에서 소비와 련

된 다양한 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비가치

소비가치는 일반 인 가치  소비에 한 특정가치로 소비

자를 더욱 세부 으로 단하는 기 이다(오진숙, 2007). 한 

소비가치는 소비와 련한 기본 이고도 근본 인 욕구의 표

으로 소비자들이 시장 선택을 하면서 가장 큰 향을 받는 가치이

며, 특정 소비행동양식을 다른 소비행동양식보다 더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인의 지속 인 신념이다(권미화, 2000).

백경미(1996)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물질주의 가치성향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송은경(1997), 조 희(1996), 서정

희와 석 화(1998)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물질주의 가치성향

이 더 높다는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권미화(2000)는 소비가치를 약성, 과시성, 차별성, 친환경

성, 심미성, 향유성의 하 요인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의 소비가

치 경향에 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들은 약성, 친환경성 

소비가치를 강하게 추구하는 반면, 과시성, 향유성 소비가치는 

덜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를 볼 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문제시되는 소비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동료와 화를 빈번하게 하는 청소년일수

록 물질주의 소비가치성향이 더 높은데, 이는 청소년들이 동료

들로부터 소비의 표  측면을 학습받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오진숙(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성 소비가치

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성, 과시성, 차별성, 심미ㆍ

향유성의 소비가치 순으로 높으며 환경지식 수 ,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 수 , 소비와 환경오염과의 계인식 수 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약성 소비가치 수 이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소비 련 경험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되어 성인소비자행동의 유형을 결정하게 되므로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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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으로 한 이은경(1999)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학생보다 스타의 향을 더 많이 받으며, 스타의 

향, 친구를 따르고자 하는 동조의식 정도가 높을수록 과시소

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송은경(1997)은 청소년을 상으

로 물질주의에 해 연구한 결과 TV 고 수용도가 높은 청소년

일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더 높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들은 고나 거집단이 청소년의 가치  형성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이기춘, 2000)을 말해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에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가치가 소비행동에 큰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소비행동이 성인기의 소비행동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에서 청소년기의 소비가치가 더욱 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4. 소비행동

소비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재화의 사용을 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정도의 좁은 개념으로 정의되었던 

과거에는 소비자가 곧 구매자로 인식되었고 소비자역할도 구매

행동에 한정되어 왔다(권미화, 2000).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비

자가 사회의 문화  가치와 규범의 향을 받는 등 소비자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개인의 

소비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향이 요해지고 소비행동은 더욱 

폭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김동기(1989)는 소비자행동이란 생산과 소비의 상호교환과

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제품구매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의미

하며, 구매  소비와 같은 신체  행동은 물론, 이와 련된 

심리  결정과정도 포함된다고 한다. 강명주와 노정구(2003)는 

소비자행동을 의사결정단 인 소비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품, 서비스, 시간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소비하며 처분할 

때 이와 련된 여러가지 의사결정의 총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합리성은 인간의 사회활동과 사회제도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 의 하나로 인정되어 그 요성과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지정 (1998)은 소비자 자신과 사회의 장기 인 미래를 고려

하는 것 한 소비의 합리  의미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권미화(2000)도 소비행동과 련 있는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고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을, 이인희(2001)도 소비자 이익과 효용을 극 화하면서도 

사회ㆍ윤리 으로 바람직한 소비선택을 하는 것을 합리  소비

라고 정의한다. 

청소년을 상으로 성별에 따른 합리  소비행동에 한 

연구들에서 과시소비성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김문희, 

1996; 김지 , 1998; 편세린, 1997), 강박  구매성향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다(김 신ㆍ임경희, 1998)고 보고하고 있

으며 학년에 따른 합리  소비행동에 해 연구한 편세린(1997)

은 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이, 김문희(1996), 

서정희와 석 화(1998)는 고등학생보다 학생의 과시소비성

향이 더 높다는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행동을 구매, 사용, 처분의 포  개념으로 본 권미화

(2000)는 합리성 수 이 청소년의 소비행동 체,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모두에서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실제로 소비행동을 경험할 기회나,  소비행동을 

하기 에 합리 ㆍ비합리  소비행동의 결과에 따른 차이를 

체험 으로 비교ㆍ학습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청소년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의 합리성 수 을 높이기 해서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소비행동은 연령이나 생활양식 등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소비행동의 각 하 역에 따라서도 합리

성의 수 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5.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

소비자지식은 소비자능력을 구성하는 인지  역으로서 

소비자가 효율 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해 이해해야 할 사실, 

개념  념을 의미하고 소비자문제는 련된 소비자지식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지식은 소비행동의 반

인 과정에 향을 미치므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들의 경제생활, 특히 소비생활의 다양한 역들은 

근본 으로 소비생활의 도구인 돈에 한 태도와 가치 의 

반 이라 할 수 있다(김정훈ㆍ이은희, 2002). 사회에서 돈에 한 

향력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인 가치보다 그에 한 

사람들의 기 나 태도에 달려 있으므로(황종귀, 2006) 돈에 

한 태도와 소비행동과의 계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폭넓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청소년을 상으로 돈에 한 태도와 소비행동을 연구한 

홍은실(2005)은 돈을 자유와 힘을 얻는 도구, 존경을 얻는 도구, 

성취의 척도로 보는 인지  차원의 태도를 가질수록 과시 소

비와 과소비를 하며, 이들 인지  차원의 태도와 선 혹은 악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감정  차원의 태도 모두가 충동  소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가치는 행동, 태도, 단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모든 사회 상에는 가치가 

개입되므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의 모든 측면을 악하는

데 매우 요한 요인이다(Dawis, 1991).

청소년의 소비가치와 소비행동에 해 살펴 본 연구들은 

물질주의 가치성향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김지 , 1998; 

백경미, 1996)과 강박  구매성향(김 신ㆍ임경희, 1998; 송인

숙, 1993)이 높으며,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한다(김미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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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 , 1996)고 한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매체에 

한 동조성이 크고 과시소비성향도 높다(김지 , 1998; 백경미, 

1996)고 한다.

성인을 상으로 구체  소비가치와 구매행동방식 간의 

계를 살펴 본 남승규(1996)는 소비가치를 윤리지향, 품질지향, 

심미지향 소비가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품질지향 소비가치는 

충동구매  계획구매행동방식 모두에 부 인 향을 미치고, 

심미지향 소비가치는 반 로 이 두 가지 구매행동방식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이 결과들은 소비가

치가 소비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 

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소비자지식은 소비자역할 수행에, 

특히 청소년의 합리 인 소비행동 습 의 형성에 요한 향

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청소년이 가지는 돈에 한 

태도와 함께 개인의 내면에 비교  안정 이고 고정 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소비가치는 청소년의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

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직ㆍ간 인 향들을 구체

으로 악해 으로써 청소년들의 합리  소비행동에 도움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구 역시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인 

청소년들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본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 차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

역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인 학생 24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 로 질문

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본 조사는 2007년 12월 24일에서 

12월 29일까지 구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인 680명의 남녀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실시

하 다. 회수된 680부의 질문지  부실기재 된 질문지들을 

제외한 524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3. 측정도구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가 합리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일반 인 가정상황, 소비자지식 척도, 돈에 한 태도 척도, 

소비가치 척도, 소비행동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로 측정하 다.

1) 소비자지식 척도

소비자지식 척도는 정미정(2007)의 문항을 사용하 으며 

일반경제, 리, 구매, 컨슈머리즘, 자원의 활용 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형태는 O, X로 답하는 문제 10문항, 5지선

다형 문제 15문항, 그리고 단답식 2문항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소비자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2) 돈에 한 태도 척도

돈에 한 태도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박정숙・차경욱(2003), 

김정훈・이은희(2002), 허경옥 등(1997)의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 다. 본 척도는 요인분

석을 통해 인정받기 한 수단, 성공의 상징과 권력의 원천,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키

고 32문항을 돈에 한 척도로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돈에 한 태도를 

많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에 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인정받기 한 수단 요인이 .800, 성공의 

상징과 권력의 원천 요인이 .828, 미래안 의 도구 요인이 .820, 

감정충족의 수단 요인이 .716, 인색함과 불신감 요인이 .641이다. 

3) 소비가치 척도

소비가치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권미화(2000), 오진숙(2007), 

김재인(2004), 김나연(2000)의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 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과시성, 

약성, 동조성, 차별성, 심미․향유성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

고,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키고 35문항을 소비

가치 척도로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비가치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과시성이 

.835, 약성이 .707, 동조성이 .711, 차별성이 .737, 심미․향유

성이 .648이다. 

4) 소비행동 척도

소비행동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권미화(2000), 박순덕(1999), 

오진숙(2007), 정지 (2003), 김희정(2001)의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 다. 본 척도는 요인분

석을 통해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의 3개 요인이 추출되

었고,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키고 31문항을 

소비가치 척도로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7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가 합리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

- 247 -

변  수 내  용 빈도(%) 변  수 내  용 빈도(%)

성  별
남

여

203(38.7%)

321(61.3%)

용돈 기입장 

사용여부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34( 6.5%)

490(93.5%)

학  년
1학년

2학년

308(58.8%)

216(41.2%)
주로 용돈을 

사용하는 곳

교통비

군것질

학용품, 책 구입

쇼핑(옷, 신발 등)

기타

62(11.8%)

230(43.9%)

67(12.8%)

105(20.0%)

60(11.5%)학업성

상 권

상 권

권

하 권

하 권

40( 7.6%)

118(22.5%)

199(38.0%)

125(23.9%)

42( 8.0%)

용돈 액수 만족정도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조  불만족

매우 불만족

27( 5.2%)

133(25.3%)

168(32.1%)

152(29.0%)

44( 8.4%)용돈 받는 주기

매  일

일주일

한  달

필요할 때

기  타

13( 2.5%)

101(19.3%)

205(39.1%)

191(36.5%)

14( 2.7%)

자신의 소비수

상

  상

  하

하

27( 5.2%)

122(23.3%)

295(56.2%)

65(12.4%)

15( 2.9%)
용돈 주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기  타

127(24.2%)

361(68.9%)

36( 6.9%)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용돈액수

1만~5만 이하

6만~10만 이하

10만 과

기  타

396(75.6%)

91(17.4%)

20( 3.8%)

17( 3.2%)

가계의 소비수

상

  상

  하

하

26( 5.0%)

136(26.0%)

293(55.8%)

60(11.5%)

9( 1.7%)

아버지의 연령

39세 이하

40세~49세

50세 이상

무응답

3( 0.6%)

401(76.5%)

119(22.7%)

1( 0.2%)

어머니의 연령

39세 이하

40세~49세

50세 이상

무응답

21( 4.0%)

462(88.2%)

40( 7.6%)

1( 0.2%)

아버지의 학력

졸 이하

고  졸

문 졸

  졸

학원 이상

무응답

18( 3.4%)

204(38.9%)

21( 4.0%)

243(46.4%)

37( 7.1%)

1( 0.2%)

어머니의 학력

졸 이하

고  졸

문 졸

  졸

학원 이상

무응답

27( 5.2%)

288(55.0%)

24( 4.6%)

172(32.7%)

12( 2.3%)

1( 0.2%)

아버지의 직업

농림어업자

자 업

임시직

생산직

사무직

행정 리직

문직

무직/ 업주부

기  타

무응답

4( 0.8%)

226(43.1%)

16( 3.1%)

60(11.5%)

98(18.7%)

54(10.3%)

35( 6.6%)

7( 1.3%)

23( 4.4%)

1( 0.2%)

어머니의 직업

농림어업자

자 업

임시직

생산직

사무직

행정 리직

문직

무직/ 업주부

기  타

무응답

3( 0.6%)

143(27.3%)

16( 3.1%)

28( 5.3%)

57(10.8%)

2( 0.4%)

37( 7.1%)

214(40.8%)

23( 4.4%)

1( 0.2%)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N=524)

소비가치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구매행동이 

.866, 사용행동이 .721, 처분행동이 .752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4.0 통계 로그램을 이용

하여 산처리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기 

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 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서 피어슨의 

상 분석(Pearson`s correlation)과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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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

변인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

인정받기

한 수단

성공의 상징과 

권력의 원천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과시성 약성 동조성 차별성

심미․

향유성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소

비

자

지

식

일반경제

리

구  매

컨슈머리즘

자원의 활용

-.010

 .002

-.019

 .009

-.004

-.060

 .015

-.090

 .057

-.020

-.023

 .006

-.005

-.003

-.001

-.123*

.036

-.022

-.017

-.005

-.010

 .020

-.027

 .021

 .007

-.054

.122*

-.112*

.112*

.033

-.011

-.004

 .001

 .001

-.003

-.061

-.029

 .003

 .004

-.016

-.012

-.004

 .001

 .000

 .021

-.083

-.035

 .005

-.002

.124*

-.005

 .001

-.021

 .003

-.001

-.031

 .006

-.105*

 .016

-.004

 .008

.011

 .009

 .001

 .010

 .064

.111*

 .063

 .005

 .078

-.012

 .012

-.003

-.005

-.005

-.077

 .092

-.017

-.034

-.028

-.010

 .005

 .011

-.005

 .003

-.062

 .037

 .050

-.031

 .014

-.004

 .000

 .004

-.001

-.013

-.024

-.002

 .023

-.005

-.077

constant 2.697 2.859 2.600 2.977 3.012 3.036 3.048 3.223 2.957 3.138

F 값 1.537 1.714 3.213** .712 1.577 1.362 6.004*** 1.202 .682 .737

Adjusted R
2

.015 .016 .030 .007 .015 .013 .055 .011 .007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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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이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에 미치는 향 (N=524)

최소값 최 값 평  균 표 편차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소비행동

1.07

1.00

1.00

1.00

4.93

5.00

4.50

4.48

3.47

3.03

2.39

2.95

.616

.623

.542

.463

<표 2> 청소년의 소비행동 각 역의 평균, 표 편차

(N=524)

Ⅳ. 연구결과  논의

1. 청소년의 소비행동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청소년의 합리

 소비행동 정도를 알아보기 해 각 역의 문항 수를 합하

여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합리  소비행동 수

의 평균은 최  5   2.95 으로 간보다 조  낮게 나타났다. 

각 역의 수는 구매행동(M=3.47)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다른 행동보다 구매행동을 합리 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용행동(M=3.03), 처분행동

(M=2.39) 순으로 합리  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이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에 

미치는 향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이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지식은 돈에 한 태도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와 소비가치  약성 

소비가치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에는 리 지식(β

=.122), 컨슈머리즘 지식(β=.112), 구매 지식(β=-.112)의 순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변수의 설명

력은 3%이다. 즉, 리 지식과 컨슈머리즘 지식이 많을수

록, 구매 지식이 을수록 돈에 해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진다.

약성 소비가치에는 리 지식(β=.111)이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변수의 설명력은 5.5%이다. 

즉, 리 지식이 많을수록 약성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더 높았다.

리 지식과 컨슈머리즘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자신의 용돈을 리하는 방법과 

산에 한 지식과 올바른 축 방법에 해 많이 알고 있을수

록, 그리고 자신이 소비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책임, 역할과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 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의 미래에 언제, 어떻게든 필요할 때를 

비하여 돈을 마련해 두는 태도가 더 잘 형성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리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약성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다는 결과는 청소년이 

용돈을 잘 리하고 축하는 방법에 한 지식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를 해서도 자원을 아끼

고 약하는 가치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권미화ㆍ이

기춘, 2000)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구매지식을 게 가질수록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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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소비행동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b β b β b β

소

비

자

지

식

일반경제

리

구  매

컨슈머리즘

자원의 활용

-.002

 .003

-.008

 .002

 .010

  -.016

   .023

  -.040

   .014

   .060

  -.001

   .003

  -.013

   .004

   .005

  -.008

   .024

  -.067

   .024

   .031

  -.008

   .000

  -.006

   .009

  -.002

  -.057

   .002

  -.036

   .070

  -.014

돈

에

한

태

도

인정받기 한수단

성공의 상징과 권력의 원천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016

-.064

.343

.033

.115

   .018

  -.079

   .436

   .038

   .113

***

***

  -.028

  -.007

   .288

  -.098

   .146

  -.029

  -.008

   .358

  -.111

   .140

***

*

***

   .090

  -.084

   .152

   .036

   .027

   .110

  -.118

   .216

   .047

   .030

*

***

소

비

가

치

과시성

약성

동조성

차별성

심미․향유성

  -.064

   .426

   .142

   .042

  -.055

  -.068

   .331

   .143

   .047

  -.054

***

***

   .109

   .369

  -.137

  -.016

  -.080

   .113

   .280

  -.134

  -.018

  -.076

*

***

**

  -.077

   .118

   .059

   .028

  -.077

  -.092

   .102

   .067

   .035

  -.084

*

constant .179 1.227 1.646

F-Value 28.649*** 20.253*** 4.021***

Adjusted R
2

.458 .37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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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 (N=524)

보는 태도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매행동에 

한 지식이 많아서 상품을 구매할 때 비교  계획성 있는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미정(2007)의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결정과정, 합리  소비

와 비합리  소비에 한 내용, 소비자 정보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매에 한 지식이 돈에 한 태도에 제 로 

반 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지지만 본 연구의 결과

만으로 구매지식이 돈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주지 

못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돈에 한 태도  소비가

치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지식은 소비행동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행동에는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β=.436), 

약성 소비가치(β=.331)와 동조성 소비가치(β=.143), 그리고 

돈에 해 인색함과 불신감을 가지는 태도(β=.113)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변수의 향력은 45.8%

이다.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를 많이 가질수록 합리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돈을 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를 많이 가질수록 축액이 크고(김경자, 

2003), 바람직한 리 행동을 할 수 있어(홍은실, 2006) 

결국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권미화

ㆍ이기춘, 2000) 합리  구매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약성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합리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편리함보다 

사회와 환경을 고려하여 자원을 최 한 활용하고 약하고자 

하는 약성 소비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구매

하지 않고, 친환경 인 제품을 선호하여 구매하게 되며, 친환경

 제품이 가격이나 성능측면에서 일반 제품에 비해 더 많은 

정보탐색을 필요로 하여 구매  계획을 통해 합리 인 구매를 

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약  가치와 친환경  가치성향이 강할수

록 합리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권미화(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약성 소비가치가 높을수록 환경친화

 구매행동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오진숙(2007)의 

연구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동조성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합리

인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무분별한 



10 한국가정 리학회지 : 제 26권 5호 2008

- 250 -

소비행동을 모방하기 쉽고, 주로 고나 친구에 의존하는 제한

인 정보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합리  구매행동을 하지 못한

다는 김혜경(2005), 이 수(199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선행연구들의 설명과는 

달리 청소년이 무조건 스타나 친구 등 거집단의 소비행

동에 동조한다기 보다 자신들만의 소비 공간에서 자연스  

집단을 형성하여 소비행동을 공유하고자 할 때(권미화, 2000) 

청소년들의 거집단의 구성원들은 오히려 서로의 합리 인 

소비행동에 해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돈에 한 태도  불안한 태도를 가지는 청소년이 

충동 인 구매행동을 하고(김정훈ㆍ이은희, 2002), 돈에 해 

인색하고 불신하는 경향을 가진 청소년은 모든 역에서 비합

리 인 소비행동을 한다(박정숙, 2001)는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돈에 한 인색함과 불신하는 태도를 많이 가질

수록 합리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고 느끼고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 의심하

는 등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가격에 해서도 불신하는 태도가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에 해 인색하고 불신

하는 태도를 가진 청소년이 기분 환을 해 의복을 구매하는 

경향이 낮고 필요한 경우 아무 때나 구매하는 경향이 낮다는 

연구결과(박정숙, 2001)처럼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청소년은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충동 으로 구매하는 행동은 자제할 

수 있고,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더 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가격 면에서는 좀 더 합리 인 구매행동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용행동에는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β=.358), 

약성 소비가치(β=.280), 그리고 돈에 해 인색함과 불신감

을 가지는 태도(β=.140), 동조성 소비가치(β=-.134)와 과시성 

소비가치(β =.113), 돈을 감정충족의 수단으로 보는 태도(β

=-.111)의 순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변수의 설명력은 37.4%이다. 즉,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가 높을수록, 약성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돈에 해 인색함과 불신감을 가지는 태도가 많을수

록, 과시성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동조성 소비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낮을수록, 돈을 감정충족의 수단으로 

보는 태도를 게 가질수록 사용행동을 더 합리 으로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래를 해 돈을 축하고 자신이 산

한 계획에 맞게 돈을 사용하며, 자원을 최 한 약하고자 

하는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청소년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최 한 아끼고 오래 사용하기 해 노력하는 등의 합리  소비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약성과 

친환경성 가치는 환경친화  사용행동 수 을 높이고(오진숙, 

2007), 환경보 의식이 높을수록 사용효율성이 높다(박명숙 

등, 1996)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로도 설명될 수 있다.

 돈에 해 인색한 태도를 가지는 청소년은 제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할 때 가격에 매우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한 제품을 방 다시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해 최 한 아끼고 잘 사용하려고 

하는 합리  사용행동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이 친구나 연 인 등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잘 동조하지 않는 태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목 에 맞게, 그리고 최 한 아끼고 오래 

사용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처분행동에는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β=.216), 

돈을 성공의 상징과 권력의 원천으로 보는 태도(β=-.118), 그리

고 약성 소비가치(β=.102)의 순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변수의 설명력은 10.6%이다. 즉,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가 높을수록, 약성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돈을 성공의 상징과 권력의 원천으

로 보는 태도가 낮을수록 처분행동을 더 합리 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돈을 축하여 미래를 비하고 

개인의 편리함보다 사회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 자원을 낭비하

지 않고 약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품이 더 이상 원래의 목 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목 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품 역시 자신의 것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지에 해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약  가치와 친환경  가치를 추구할수록 처분행동을 합리

으로 한다는 연구결과(권미화ㆍ이기춘, 2000)와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와 약성 소비가치는 모든 하 역에서의 합리  

소비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약  

가치를 많이 추구할수록 구매행동의 합리성이 높다는 권미화

(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4.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

치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직․간  효과

소비행동에 한 다회귀분석의 결과를 기 로 소비행동

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 계를 분석하기 해 유의하

지 않은 변수를 배제한 후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여 다회귀분

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하여 <표 6>∼<표 8>에 제시하 고, 이에 

근거한 경로모형은 <그림 1>∼<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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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과시성 동조성 약성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리

구  매

컨슈머리즘

.019

-.027

.020

.114*

-.112*

.109*

-.008

-.002

-.002

-.052

-.010

-.010

-.003

 .005

 .001

-.027

 .024

 .008

-.001

-.022

 .002

-.004

-.111*

 .010

 .008

-.007

-.008

 .061

-.035

-.053

 .015

 .013

 .004

.152**

.091

.032

 .004

-.005

 .004

 .034

-.028

 .026

 .004

-.012

 .004

 .031

-.064

 .029

-.002

-.008

 .008

-.020

-.049

 .066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340

 .013

 .108

 .432***

 .015

 .106**

 .285

-.127

 .161

 .354***

-.144*

 .154***

 .157

 .026

 .020

 .224***

 .033

 .022

과시성

동조성

약성

-.069

 .450

 .135

-.074

.350***

.136**

 .073

 .380

-.151

 .076

 .289***

-.148**

-.055

 .129

 .051

-.066

 .112*

 .058

constant 2.591 2.906 3.075 3.008 .006 3.147 .099 1.033 1.413

F 값 4.893** .606 .157 2.138 .995 8.318*** 46.528*** 33.118*** 5.671***

Adjusted R
2

.027 .003 .001 .012 3.136 .046 .449 .367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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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경로모형을 한 최종 회귀분석표 (N=524)

종속변인 독립변인 총효과
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총인과  효과

구매행동

리

구  매

컨슈머리즘

.143

.032

.097

**

*

․

․

․

 .102

-.048

 .047

 .102

-.048

 .047

.041

.080

.050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535

-.027

.224

**

**

.432

․

.106

․

․

․

 .432

․

 .106

.103

-.027

.118

과시성

약성

동조성

-.080

.489

.078

**

․

.350

.136

․

․

․

․

 .350

 .136

-.080

.13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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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효과 (N=524)

종속변인 독립변인 총효과
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총 인과  효과

사용행동

리

구  매

컨슈머리즘

.099

-.015

.093

*

*

․

․

․

.083

-.039

.038

.083

-.039

.038

.016

.024

.055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468

-.208

.189

**

**

**

 .354

-.144

 .154

․

․

․

.354

-.144

 .154

.114

-.064

.035

과시성

약성

동조성

-.116

.415

-.166

**

**

**

․

 .289

-.148

․

․

․

․

 .289

-.148

-.116

.126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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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사용행동에 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효과 (N=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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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구  매

컨슈머리즘

구매행동
과시성

약성

동조성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114*

-.112*

.109*

.152**

.106**

.350**

.136**

.432**

<그림 1>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모형

리

구  매

컨슈머리즘

과시성

약성

동조성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사용행동

.354***

-.144***

.154***

.289***

-.148***

.114*

-.112*

.109*

.152**

<그림 2> 사용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모형

1)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효과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와 구매행동

과의 직ㆍ간 효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매행동에는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β=.432), 약성 소비가치(β=.350)와 동조

성 소비가치(β =.136), 돈에 해 인색함과 불신감을 가지는 

태도(β=.106)의 순으로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외 리 지식(β=.102), 구매 지식(β=-.048), 컨슈머

리즘 지식(β=.047)이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리 지식과 구매 지식, 컨슈머리즘 지식은 구매행동

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리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약성 소비가치를 가지게 되어 합리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지식은 덜 가질수록, 컨슈머리즘 

지식은 많이 가질수록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게 되어 합리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경로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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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성

약성

동조성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리

구  매

컨슈머리즘

처분행동

.114*

-.112*

.109*

.152**
.112*

.224***

<그림 3> 처분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모형

2) 사용행동에 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효과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와 사용행동

과의 직․간  효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행동에는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β =.354), 약성 소비가치(β =.289), 돈에 

해 인색함과 불신감을 가지는 태도(β=.154), 동조성 소비가

치(β =-.148), 돈을 감정충족의 수단으로 보는 태도(β=-.144) 

순으로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리 지식(β=.083), 구매 지식(β=-.039), 컨슈머리즘 지식

(β=.038)이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 지식과 구매 지식, 컨슈머리즘 지식은 사용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리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약성 소비가치를 가지게 되어 합리  사용행동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구매 지식은 덜 가질수록, 컨슈머리즘 지식은 

많이 가질수록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게 되어 합리  사용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사용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경로는 <그림 2>와 같다. 

3) 처분행동에 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효과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와 사용행동

과의 직․간  효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행동에는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β=.224), 약성 소비가치(β=.112) 순으로 

직 인 향을 미쳤으며, 그 외 리 지식(β=.042), 컨슈

머리즘 지식(β=-.025), 구매 지식(β=.024)이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 지식과 구매 지식, 컨슈머

리즘 지식은 처분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리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약성 소비가치를 가지게 

되어 합리  처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지식은 

덜 가질수록, 컨슈머리즘 지식은 많이 가질수록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게 되어 합리  처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처분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경로는 <그림 3>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결과, 소비자지식은 소비행동에 직

인 향을 주지는 않지만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를 통해 

소비행동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지식이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 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와 약성 소비가치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소비자지식에 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에 잘 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소비자지식은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어 결국 합리  소비행동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는 청소년이 소비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직 이고 

큰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이며, 이러한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소비

자지식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돈을 

약할  아는 태도에 한 교육은 합리  소비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송미화, 1995) 주장과 맥을 같이 하여 청소년이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소비자지식이 돈에 한 태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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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총효과
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총 인과  효과

처분행동

리

구  매

컨슈머리즘

.021

-.029

.081

․

․

․

 .042

-.025

 .024

 .042

-.025

 .024

-.021

-.024

 .057

미래안 의 도구

감정충족의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261

.006

.076

** .224

․

․

․

․

․

 .224

․

․

 .037

   .006

   .076

과시성

약성

동조성

-.053

.171

.015

**

․

.112

․

․

․

․

․

 .112

․

-.053

 .05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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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처분행동에 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효과 (N=524)

인 향을 미치고, 이러한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가 

결국 청소년으로 하여  합리  소비행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은 단순히 소비자지식에 

한 주입식 교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지식 교육과 함께 

바람직한 소비가치  태도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소비자교

육의 방향을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이나 원리를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에 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면 학교에서 습득한 

소비자지식은 청소년의 합리 인 소비생활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된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소비행동에 

한 각 변인들의 인과  계를 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상은 구 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인 1, 2학년 학생 524명이며, 소비자지식 문항,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 소비행동에 한 척도, 그리고 가정환경조사서

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요인분석,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

고, 피어슨의 상 계, 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지식 역  리 지식이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와 약성 소비가치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 소비자지식 역 가운데 돈과 직

인 련이 있는, 산을 세워서 계획 으로 돈을 사용하는 

등과 같은 리 지식이 비상시를 비해 돈을 축해 두고 

계획 으로 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와 필요한 것만 소비를 하고 자원을 최 한 재활용하

며 약하는 약성 소비가치 형성에 도움을 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다양하고 풍부한 소비자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미래를 비하며, 자원을 약하는 등 자신의 소비생활

에서부터 국가와 사회 체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소비행동의 각 하 요인인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

동에 돈을 미래안 의 도구로 보는 태도와 약성 소비가치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써 돈을 잘 리하고 축하는 등 미래를 해 비해두

고자 하는 태도를 많이 가지며, 소비를 할 때에는 최 한 자원을 

약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구매하며, 구매한 것은 잘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한 

것을 잘 처분하는 등 모든 하 역의 소비행동에서 계획 이

고 합리 인 소비행동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합리  소비행동을 하기 해서는 바람직한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이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지만 

가정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소비자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소비가치가 

형성되고 잘못된 소비가치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에 따라 그에 합한 소비자교육 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를 

형성  하는데 도움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지식은 청소년의 소비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자지식이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에 

향을 미치고,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가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즉 소비자지식이 청소년의 소비행동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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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지식,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는 합리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학교에

서의 소비자교육을 통해 얻은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이 바람직한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를 형성  하는데 큰 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소비행동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 다. 따라

서 청소년이 소비자지식을 가지고 소비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소비자교육에 

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소비자지식과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는 청소년의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이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은 합리  소비행동을 하는데 실제 인 지표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이 소비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들의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합리  소비행동

을 이끌어 내는데 간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소비자

지식 한 합리  소비행동을 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고 단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에 한 교육은 그들

의 합리  소비행동 뿐만 아니라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를 

올바르게 형성하기 해서도 매우 요하므로 다양한 소비자지

식 역에 한 소비자교육이 꾸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청소년기는 완 한 성인이 아니고 성인으로 성장해가

는 시기로써, 잘못된 태도와 가치를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재의 자신을 돌아

보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와 가치는 지양하고 바람직한 태도

와 가치로 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 나아가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한 소비자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 때 소비자교육은 청소년의 태도와 가치에 향을 

 수 있는 이론 인 면의 교육과 합리  소비행동을 하는데 

직 인 도움을  수 있는 실제 인 면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을 측정함에 있어 

재 교육과정의 소비에 한 일부 내용만으로 구성하 으나 

소비자지식 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융문화와 상품에 한 지식을 측정하여 이것이 실제로 

계획 인 리 태도  소비가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사회와 공공기 에서도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사회에서의 소비자교

육이 실제 소비행동을 하는데 미치는 정  혹은 부정  향

을 구체 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돈에 한 개념이나 태도, 소비를 할 때 추구하게 되는 

가치 등은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태도와 가치가 모델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부모

의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와 자녀의 돈에 한 태도  

소비가치 사이의 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청소년기에 가지는 

돈에 한 태도와 소비가치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으나, 청소년기에 가지고 있던 태도와 가치가 소비자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난 변화를 알아보기 

한 종단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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