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자본시장에서 재무 이해에 한 기본 소양이 없

다면 기업경 사회경제 상에 한 이해력이 부족

하여 경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재무 문제에 한 응

력을키우고경제 환경의변화에 극 으로 처하기

해서는재무이해력교육이매우필요한것으로인식되

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사회 년생의 올바

른 재무 행동은 미래의 안정 인 경제활동에 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사회 안정 성장

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성으로 주

요선진국들은재무이해력향상을 한해결책으로재무

교육의 보편화를 들고 있다. 미국, 국, 호주 등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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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재무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에

편입시키고 지속 으로 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

우아직 미흡한실정이다[1]. 이러한 실을반증하듯 마

스트카드의 융이해력보고서(Financial Literacy Index

Report, 2016)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융이해력 수

은아시아환태평양지역 17개국 12 로 하 권에 머

물고 있으며, 소비 리, 산 자산 리, 재무제표 이

해력, 융상품 비교능력 등 구체 인 항목에서도 17개

국 13～16 수 으로 하 권에 머물고 있다[2].

이러한재무이해력에 한 요성에비추어우리나라

사회 년생들의 재무스트 스는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정서 반응에따라높게느끼고있으며, 교육 소득수

에따라유의한차이가존재한다[3]. 이에 본연구에서

는 재무이해력 재무 리 행동의 요성을 주장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양회계과목이 해당강좌를 수강하

는 학생들의 재무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 다. 해당 과목의 수업이 진행되기 재무이해

력에 한학생들의수 을사 으로측정하고강좌를

진행하며 간시험과 기말시험 교육 후 재무이해력

수 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한 이후 공별, 학

년별,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 다. 연구결과,

교양회계과목은 학생들의 일반 인 경제활동을 이해하

고 하기 한재무이해력을향상시키는데유용한도

구임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재무이해력향

상이라는이슈에 한교양회계과목교육의 요성과재

무이해력 향상 재무 소비자 정책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2. 재  론  경

재무교육은재무문제를 방하고재무문제해결능력

을 계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단기문제의 해결이 아

니라장기 인측면에서주어진상황에서재무문제를스

스로해결하고문제를 방하는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

목 인 것이다[4].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재무이해력을

강화하기 해 재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재무이해력교육을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재무이해력과 교육발 법(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을 제정하고

정부기 으로 구성된 재무 이해력 교육 발 원회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Committee)를 설치하여재무이해력향상에 해 응하

고있다. 국의경우재무 리능력에 해국가 차원

의 문제로 인식하고 재무성을 심으로 보부모, 학교,

년 어른, 작업장, 소비자 의사소통, 온라인 도구, 자

조언분야를 심으로재무이해력개선을 해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소비자와 재무이해력 태스크 포

스(The National Consumer and Financial Literacy 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재무이해력 교육에 힘쓰고 있

으며, 2005년 재무이해력 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하여재무이해력수 을높이기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

한편, OECD에서는 2003년 재무이해력 일반원칙

(Common Financial Literacy Principles)을 개발하고 정

부 간 통합 로젝트를 추진하여 2008년 재무교육 연

구를 한 국제 게이트웨이(The International Gateway

for Financial Education)를 출범시켰다. 2006년 OECD는

회원국을 상으로 재무이해력에 한 조사결과를 발표

하 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재무이해력 수 이 낮으며

재무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

한국의 경우 융감독원과한국은행에서경제· 융교

육에 한 방향 설정 국제비교를 해 성인 1,820명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을 상으로｢2016 국민 융

이해력조사｣를실시하 다. 조사결과성인의 반정도

(47.7%)가 OECD INFE가 정한 최소목표 수(66.7 )에

미달하여경제· 융교육에 한지속 인확 실시가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 별 취약부분에 한

선택과 집 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올바른

융행 태도 형성을 해조기에 경제· 융교육을 실

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3. 회계 과 재 해력에 대한 

행연

학의교육내용이기업에서요구되는역량과연계성

이 미흡하다는 문제 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러한문제 에 한개선이필요하다는인식이커지면서

회계학의 경우 기업이 요구하는 범 한 수요에 응

할수있는 표 인실용학문으로자리잡고있다. 한

회계학은단순히거래를기록하는 문기술이아니라보

편 인간으로서경제활동을 하는데도움을주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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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가지고 있다[8]. 이러한 회계학의 특성으로 미국

회계학회(AAA)는 1984년 회계교육을 경제 의사결정

을 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개발하고 달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9]. 지 미(2011)의 연구에서도 회계교육은 기

업과 학생 모두에게 실용 인 교양과목으로 사회진출용

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양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0].

한편, 재무교육과 재무이해력 사이의 계에 한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Bernheim, Garrett,

Maki(2001)는 고등학교에서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학생이 추후 자산축 과 축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하 다[11]. 한 Mendell(2008)의 경우도고등학

교 시 재무교육을 실시하면 축률 향상에 도움이 된

다고 보았다[12]. Borden 등(2008)의 연구에서는 학생

을 상으로 재무교육을 실시한 후 재무교육 효과를 측

정한결과재무이해력의수 이증 되었으며, 재무교육

을받은학생이 신용에 해더 책임감을보이고신용

리를 덜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러한 국외의

연구결과는국내에서도일 되게나타나는데, 김경자, 홍

정하(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의재무지식과재무 리

행동 사이에 양(+)의 상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4]. 한 백은 , 배미경, 이승신(2004)의 연구에서

도인구통계학 특성을통제한후에도재무교육을학습

한 학생들의재무 리행태에 정 인 향을미친다

고 하 다[15]. 최 자, 조혜진(2011)의 연구에서도 재무

교육이 학생의재무 리행동에 정 인 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효정(2005)은 합리 인 재무

리 행동을 해서는 근본 으로 화폐에 한 건 한 가

치 교 을실시해야한다고주장하 다[16,17]. 김민정,

이희숙, 김효심, 곽민주(2012)의 연구에서도 재무교육을

학습한 학생이합리 인재무 리행동을하는것으로

나타나 재무이해력 교육의 요성을 입증하고 있다[18].

한편, 조 석, 박송춘(2010)의 연구에는우리나라의경

우 융교육 시스템이 미흡하고, 특정 교육 주체가 없으

며, 내실 있는 교육보다 실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19].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이 재무교

육에 해 국가 차원으로 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

라의경우도국가 략과제로추진해야할필요성이제기

된다. 다만우명옥, 김진섭(2012)의 연구에서교과운 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재무과목이 어렵다는

학생들의 인식에 따라 강의시수 증 , 효율 인 수업교

재개발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으며, 김지원(2015)

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교양교과 개발과 그 효과를 해

서는교과 내용 교육목표를 구체화하는등의 필요성

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교육 방식, 강의 달 방법, 교육

방식의구체화 구조화에 한 다양한 근방법이 필

요할 것이다[20,21].

4. 연

4.1 연 모형

K 학교는 재무이해력 향상을 한 재무이해력 지수

를 시범 으로 용하여교양회계과목을개설하 다. 주

요내용은재무제표기 , 자 조달, 원가 리, 자산운용,

세 /회계활용 등에 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회계

정보가 어떻게 작성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기업의 경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

업의 자 조달 방법과 투자활동 등에 해 학습하여 회

계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학습하고 이해수 을 높

이는 것이다. 이러한 재무이해력 교육을 통하여 회계용

어와 재무제표에 한 반 인 이해력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정보에 한수 을높이는것이학습목표로K

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 다.

의 교양수업과는 별개로 K 학교는 미국의 재무문

맹퇴치연구소(The Institute for Financial Literacy)에서

권고하고 있는 성인 재무이해력 국가표 (National

Standards for Adult Financial Literacy)을 기반으로 자

리, 신용 리, 부채 리, 험 리, 투자 은퇴 후

계획 부문의 5가지 재무이해력에 한 측정기 을 시범

개발하 다. 자 리는 흐름 리 순자산 분석

이 어떻게 재무목표 달성도구로사용되는지에 한 것

이고, 신용 리는 신용을 획득하는 방법과 장소 그리고

신용 사용과 남용에 한 것이다. 부채 리는 부채 사용

이 자산을 형성시키는 도구가될 수있음을아는 것으로

부채 측정과 부채 해결에 한 것이다. 험 리는 자산

을 보호하고 삶의질을 유지하기 한 한 험 리

략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은퇴 후 계획

부문은재무목표를달성하기 한 투자 은퇴후 략

에 한 것으로 투자기획, 투자 략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교양회계 교육이 성인이면 기

본 으로갖춰야할재무이해력수 에미치는 향을알

아보고자하 다. 기존의교양회계교육과재무이해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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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설문조사에 머물러

있었으나본연구에서는학생들의재무이해력수 을실

제테스트하고실증 으로검정해본것에차이 이존재

한다. 즉, 교양회계과목교육을실시하기 재무이해력

수 을 측정하고 교양회계 과목 교육을 실시한 이후 그

수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

고자하 다. Fig. 1은 연구목 을달성하기 한연구모

형이다.

Fig. 1. Research Model

4.2 가

본연구에서는 K 학생들의재무이해력수 향상이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 교양회계 교육 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실증 으로알아보고자하 다. 교양회계

과목을 개설한 후 교육을 실시하기 재무이해력 수

을알아보기 해재무이해력측정수 Pre-Test를 시

행하 다. 다음으로해당교양과목의 로그램을진행한

후재무이해력측정수 Post-Test를 측정하 다. 이러

한 교양회계 로그램에 따른 재무이해력 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교양회계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교양회계과목교육을실시하기 재무이해력

수 Pre-Test와 재무이해력 수 Post-Test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별, 학년별, 공별로재무이해력수 에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3 

본연구의실증 분석을 해 SPSS Statistics ver.22.0

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실시하 다. 먼 표본의 상

인학생들의구성을알아보기 하여빈도분석을실시하

다. 이후, 교양회계 과목 교육 재무이해력 수

(Pre-Test)을 측정하고교양회계과목교육후재무이해

력수 (Post-Test)을 측정하여통계 차이를분석하기

해 차이분석(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 다.

5. 연 결과

5.1 표본  

실증분석을 한 표본은 Table 1과 같다. 재무이해력

시험과 간고사, 기말고사에 응시한 학생은 총 159명

으로 남성이 73명, 여성이 86명이었으며, 공별로 인문

사회분야가 123명, 자연공학분야가 36명으로나타났다.

한 학년별로는 1학년이 7명, 2학년이 44명, 3학년이 47

명, 4학년이 61명으로 조사되었다.

Contents N (%)

Sex
Male 73 45.9

Female 86 54.1

Departmen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23 77.4

Natural engineering 36 22.6

Grade

1 7 4.4

2 44 27.7

3 47 29.6

4 61 38.4

Total 159 100

Table 1. Composition of the Sample

5.2 실 결과

Table 2는 교양회계 교육의재무이해력 증진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Pre-Test와 Post-Test를 t 검정에 의

하여 비교한 표이다. Pre-Test는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

하기 성 으로 교양회계 교육이 일정기간 진행된 후

차이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 다. 검정결과 교

양회계교육을실시하기 과실시한후의 t통계값은각

각–27.83, -9.78, -18.23, 유의확률 0.00으로교양회계교

육 로그램에 의한 사 -사후 재무이해력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양회계 과목이

재무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Contents Ave Std.D t p N

Pre-Test 51.29 13.27
-18.23 0.00** 159

Post-Test 71.64 11.87

*P<0.05, **P<0.01

Table 2. t test Results on the Effect of Financi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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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성별에 따른 교양회계 교육이 재무이해력

증진 효과에 한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t검정을실시

한 표이다.

Contents Ave Std.D t p N

Pre-Test
Male 52.19 13.67

0.78 0.43
73

Female 50.52 12.95 86

Post-Test
Male 72.40 11.06

0.75 0.45
73

Female 70.99 12.55 86

*P<0.05, **P<0.01

Table 3. t test Results on Differentiate by Sex 

남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 Pre-Test 평균은 52.19,

표 편차는 13.67이며, 여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

Pre-Test 평균은 50.52, 표 편차는 12.95 다. 남녀학생

들의 교양회계 교육 실시 재무이해력에 한 차이가

있는지에 한 t통계값은 0.78, 유의확률은 0.43으로서성

별에따른재무이해력에는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

다. 한남학생의 Post-Test 평균은 72.40이고표 편차

는 11.06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Post-Test 평균은

70.99, 표 편차는 12.55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조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t통계값은 0.75,

유의확률 0.45로 나타나 교양회계교육을실시한후에도

성별에 따른 재무이해력 수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Table 4는 공분야에 따라 재무이해력 수

에 한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t 검정을 실시한 표이다.

Contents Ave Std.D t p N

Pre-Test
H.S 52.97 11.71

2.52 0.02*
123

N.E 45.56 16.51 36

Post-Test
H.S 73.01 11.80

2.85 0.01**
123

N.E 66.94 11.04 36

*P<0.05, **P<0.01

Table 4. t test Results on Differentiate by Department

Pre-Test에서인문사회 공자의재무이해력수 평

균은 52.94, 표 편차는 11.71로 자연공학 공자의 재무

이해력 평균 45.56, 표 편차 16.51과 비교해 t통계값은

2.25, 유의확률 0.02로 통계 으로유의한차이를보 다.

한 Post-Test에서인문사회 공자의 재무이해력수

평균은 73.01, 표 편차는 11.80로 나타났으며, 자연공

학 공자의 평균은 66.94, 표 편차는 11.04로 인문사회

공자가자연공학 공자에비해 수가높게나타났으

며, t통계값은 2.85로 유의확률 0.01 수 에서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공별로 회계학에 해

평소 할 수있었던 환경 차이로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공별로 기에 교양회계 교육 로그램을

차별화하여진행해야함을알려주는결과라고 할수있다.

다음으로 Table 5는 학년별로 재무이해력 수 에

한차이를알아보기 한One-way ANOVA를테스트한

결과표이다. 살펴보면 Pre-Test에서는 1학년의 평균은

37.14, 표 편차가 8.59이고, 2학년의 평균은 51.36, 표

편차는 13.83으로 나타났다. 한 3학년의 평균은 52.55,

표 편차 51.29이며, 4학년의 평균은 51.29, 표 편차는

12.32로 나타났다. 한 F값은 2.94 으며, 유의확률은

0.35로 나타나 Pre-Test에서는 학년별로 통계 으로 유

의한차이가존재하지않았다. Post-Test에서는 1학년의

평균은 57.86, 표 편차는 12.20이고, 2학년의 평균은

70.11, 표 편차는 13.23으로 나타났다. 한 3학년의 평

균은 73.30, 표 편차는 11.58이었으며, 4학년의 평균은

73.03, 표 편차는 10.01의 결과를나타내었다. Post-Test

에서는학년이올라갈수록평균은증가하고, 표 편차는

어드는 경향을 보 으며, F값은 4.21로 유의확률 0.01

수 에서학년별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양회계 과목에 한 교육 이후에는 통

계 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나는것으로교양회계교육

은 1학년부터 체계 인 로그램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ontents Ave Std.D F p N

Pre-Test

1 37.14 8.59

2.94 0.35

7

2 51.36 13.83 44

3 52.55 13.63 47

4 51.29 12.32 61

Post-Test

1 57.86 12.20

4.21 0.01**

7

2 70.11 13.23 44

3 73.30 11.58 47

4 73.03 10.01 61

*P<0.05, **P<0.01

Table 5. One-way ANOVA Results on Differentiate 

by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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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주요 선진국은 재무이해력 증진을 한 교육을 국가

차원의 요한이슈로다루어다양한재무이해력향상을

한 교육과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재무이해력은

자본시장에서 올바른 경제 의사결정을 해 필수 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양회계 교육을 받

은 K 학생들을 상으로교양회계과목수강이재무이

해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

하 다. 분석결과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한 이후 학생들

의 재무이해력 수 은 평균 20.35 이 통계 으로 유의

하게높아짐을알수있었다. 즉, 재무이해력향상을 한

교양회계 과목 교육은 그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Fig. 2. Research  Model Results 

한편 K 학생들의 성별, 공별, 학년별로 재무이해

력 수 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공별, 학년별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학에

서재무이해력 향상을 한 제도 로그램 마련시

공별, 학년별로 비된 맞춤형 교육 로그램 개발이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경제 의사결정을 해 재무이해

력 향상을 한 안으로 교양회계 과목 교육이 실효성

이있는지실증 으로검정해보았다는 에서의의가있

다. 한 재무이해력 향상을 한 교양회계 과목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공별, 학년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K 학생들만을 상으로 분석하여

체 학생들에게일반화시키기에는다소한계가존재

한다. 한 교양회계 교육을 통해 향상된 재무이해력이

실제 사회진출 후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수는

없었다. 이러한 한계 은 교양회계 과목을 교육하고 있

는 학교들의 황을 살펴보고 교양회계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그 지 않은학생의 졸업후 추 조사를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사항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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