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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ntens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and to

assess effectivenes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consumer competency. One group pretest-posttest quasi 

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1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in Gyeonggi province and 154 data copies were used for analyses.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First, the cognitive consumer competency of the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was lower than the 

median of 37.66 out of 100 points, and the practical consumer competency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of 3.26 

out of 5 points. As for cognitive competency, citizen competency was higher than deal competency. As for practical

competency, deal competency was higher than citizen competency. Second, quasi-experiment intervention statistically 

enhanced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including the cognitive and practical competency. Third,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erceived importance of deal 

competency and citizen competency, the level of cognitive citizen competency were statistically influential to practical 

consumer competency(deal and citizen competency). However, gender, life satisfaction, and cognitive citizen competency

were not influential to practical consumer competency(deal and citizen competency). The outcome offered the basic 

inform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and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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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은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그

에 따라 지식의 양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기에 많은 양의 지식을 소유하기 보다는 질 높

은 지식을 선별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Sung, Bag, & Jin, 2014). 이에 따

라 미래 사회에서 핵심인력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

를 육성하기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

으로 고조되고 있다. 

OECD는 DeSeCo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을 직무와 관련된 것

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로 확장하였다. 즉, 

역량을 ‘삶의 어떤 맥락에 있어서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사회를 이루기 위

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규정하고, 개인이 행복하고 풍요로

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

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의 내적 요인도 포함한

다고 보았다(Kim & Choi, 2011). 이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캐

나다 등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계로 전환

하였고, UNESCO도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 등

을 통해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Sung, Choi, Kim, Oh & Jin, 2015).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이나 자격체계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은 2007년부터 교육과정과 관련된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

부터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측

정･진단할 수 있는 지표 및 도구를 개발하였다. 교육과정개발원

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와 인성 역량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Sung et al., 2015).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

정 총론(Ministry of Education, 2015a)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사고, 심

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의 6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

였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

한 측면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을 통해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Hong, Lee, Choi, Kim & Lee, 2016).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

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이다. 특

히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청소년 역량

은 청소년기 현재뿐만 아니라 성인기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발

달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개인의 내적 성

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량을 포함하

여야 한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 해당되는 초기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이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

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

하다(Sung et al., 2015). 

청소년 역량을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Yun & Ku, 2016), 

중･고등학생(Yun, Seo, Kim, & Jo, 2015),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Yun & Jang, 2008)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

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낮은 역량이 자기조절역량이었고, 그 중

에서도 합리적 소비기술과 용돈관리기술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Yun과 Kim(2008)은 청소년 역량과 소비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학교에서 1개 학급으로 소비교육 프로그램을 90분 운

영하였고, Gwon, Kim과 Kang(2011)은 한 고등학교에서 참여 

동기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매주 창의적재량활동 수

업 시간에 매회 2시간씩 총 30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

년 역량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선행연구들은 지원자 

중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별하지 않은 일반 학급 단위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 수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Sung et al., 2015; Yun 

& Jang, 2008; Yun & Kim, 2008; Yun & Ku, 2016)에서는 

소비기술 등의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의 재

량활동시간이나 집단상담 활동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관리나 소비자교육 같이 청소년 역량에 대한 많은 

내용이 중등학교 가정과1)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중

1) 중･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분야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하 가정과교육, 가정교과 등의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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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이기에 정규 가정과 수업에서 소비자 교

육을 받은 중학생들의 소비자역량이 향상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가정 교과는 현재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가정생활 분야로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

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

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

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가정학의 영

어 표기인 ‘Home Economics’와 ‘Family and Consumer 

Science’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가정 교

과는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가정경제나 소비자교육

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학습자 모두를 소비자로 

보고, 소비자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소비

자정보의 활용, 소비자 문제 해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윤리

적 소비 등의 내용을 가정과 교육과정에 구성하고 있다. 

소비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소비를 함으로써 더 나

은 소비생활을 누리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고

(Bae & Chun, 2010), 나아가 소비자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소비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wang, 

Wang & Kim, 2014). 특히 청소년기는 소비자사회화

(Consumer Socialization)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이 기간에 형성된 소비자행동 유형은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에

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Kim, 2005).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신입생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고, 중

학교 일반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거

한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을 실시한 후에 소비자역량을 측정하

여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소비자역량 발달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은 가정과교

육이 청소년의 소비자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교과임을 확인하고, 

중등학교에서 청소년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신입생의 소비자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가정과교육(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은 중

학생의 소비자(인지적, 실천적)역량 발달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거래, 시민)역량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문헌 고찰

1. 가정교과와 소비자교육

가정학에서 가정경제나 소비자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정학의 영어표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가정학의 영어 표기

는 ‘Home Economics’와 1994년 이후 병용하는 ‘Family and 

Consumer Science’이다. 두 용어가 모두 가정경제와 소비교육

을 포함하고 있으며, ‘economics’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오

이코노모스(oikonomos, 가정학)로 집을 의미하는 ‘oikos’와 규

정, 법규, 습관을 의미하는 ‘nomos’의 합성어이다. 즉,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규정, 법규, 습관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

미한다(Chae, Park, Kim & Han, 2017). Kang(2006)은 

‘economy’란 어원적으로 ‘가정경영’, 즉 ‘살림살이’라는 뜻으

로 단순히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주부노동’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이 아닌 ‘살림’의 과정이라고 의미

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소비자교육은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하게 실시되어왔다. 

1차 교육과정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시기까지의 가정과 교

육과정의 소비생활영역의 특성을 분석한 Ju와 Park(2015)의 연

구 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과 교육과정에 ‘소비’라

는 단어가 제시되기 전인 1～3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경제와 

용돈 관리 중심으로 소비생활 영역의 교육이 구성되었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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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과정에 ‘소비’의 단어가 등장한 4차 교육과정 시기는 소

비생활의 주체로 개별 소비자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도입되기 시작

하였다. 

‘소비생활과 자원 활용’이라는 대단원이 편제된 5차 교육과

정 시기에는 학습자 모두를 소비자로 칭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는 등, ‘소비생활’ 

영역의 개념 및 교육내용이 확장되었다. 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소비자정보의 활용, 소비자 문제 해결 단

원이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비자 정보 활용과 서비스

에 대한 개념, 소비자 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이 교육내용

으로 도입되었다. 7차 교육과정시기에는 교육내용의 주체를 소

비자에서 청소년 소비자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소

비자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Period Contents

1st
(1955～1963)

Middle school grade1 Middle school grade2 Middle school grade3

◎ Business record 
○ Calculation

◎ Business record
○ Calculation

◎ Business record 
○ Calculation

2st
(1963～1973)

Middle school grade1 Middle school grade2 Middle school grade3

◎ Home Management 
○ My pocket money 
○ Buying goods
○ Take advantage of my things

◎ Home Management 
○ Help with housework

◎ Home Management
○ Efficient housework ○ living 

expenses

3st
(1973～1981)

Middle school grade1 Middle school grade3

◎ Home Management
○ Home economics
•National Economy and Home Economy
•Increase Income and Savings
•Income and Expenditure
•Household account
•Allowance management

◎ Home Management
○ Economic development of home
•Improvement of life and personal development
•Stabilize job and improve family life
•Family structure and stability of home economy
•The scale and savings of living

4st
(1981～1987)

◎ Home life and resource utilization (Middle school grade1)
○ Resources and family life
• Home Life and Resources

5st
(1987～1992)

◎ Consumer life and resource utilization (Middle school grade1)
○ Consumer Significance and Role
○ Reasonable Consumer Life
○ Utilizing home resources

6st
(1992～1997)

◎ Management of household resources and consumer life (Middle school grade2)
○ Consumer decision making
•Principles of Purchasing, Purchase decision
•Utilization of consumer information
•Solving Consumer Problems

7st
(1997～2007)

◎ Management of living resources and environment (Middle school grade2)
○ Resource management and environment
• Consumer life of youth

2007
(2007～2009)

◎ Youth life (Middle school grade1)
○ Consumer life of youth

2009
(2009～2015)

◎ Self-management of youth (Middle school grade 1～3)
○ Consumer life of youth

2015
(2015～ )

◎ Resource management and independence (Middle school grade 1～3)
○ Consumer life in adolescence

＊ Reconstructed tables of Ju & Park(2015)
＊ ◎ 대영역, ○ 중영역, •소영역

Table 1. Change of consumer area in Home Economics according to Curriculu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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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 주권의 관점으로 전환되어 주체적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소비자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고 기존

의 개인(혹은 가정)소비자 입장에서의 소비생활 개념에서 공동

체를 위한 소비생활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b)에서도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에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이 내용 요소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되기에 이 연구가 진행된 

것은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에 근거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비생활 내용은 <Table 1>과 같이 주로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 중 ‘청소년의 소비생활’에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소비자정보의 활용’,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 ‘소비자문제의 발생과 해결’이 내용 요소로 제

시되어 있다.

2. 소비자역량

일반적으로 역량은 지식, 태도, 기술의 세 가지 관점에서 측

정된다. 지식은 역량을 구성하는 인지적 영역으로 효율적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해해야 하는 사실, 개념 및 관념이다. 태

도는 역량을 구성하는 정의적 영역으로, 특정 현상에 대해 지속

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과 신념이며, 기능 혹은 기술은 실천적 

영역으로서 지식의 응용 및 실제 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따

라서 소비자역량은 소비자 역할을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의 총체

를 의미한다(Bae & Chun, 2010).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소비자능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하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소비자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소비자능력’에 대해 Lee(1999)는 ‘개인이 다양한 소

비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 

또는 재능으로서 소비자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소비자지식, 소비자역할태도, 소비자기능의 총체이며 인지

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이라고 보았으며, Park(1999)은 ‘소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권

리와 책임을 자각하고 구매, 사용, 처분을 합리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소비자역량’에 대해 Lee, Yang, Chung, Kim과 Kwon(2007)

은 ‘현대의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문제를 인식하고 

소비자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의 능력으

로서 소비자거래역량, 소비자재무역량, 소비자주의역량의 총체’

라고 정의하고, Fair Trade Commission(2008)은 ‘현대시장경

제사회의 소비자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고 

소비자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

로 자신의 소비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인지적, 실천적 능

력의 총체’로 보았다. Hwang 외(2014)는 소비자역량을 ‘소비자

가 개인적으로 현명한 소비생활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의 총합’으로 보았으

며, Kim과 Kim(2016)은 소비자역량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지식과 실천 능력’으로 보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능력과 소비자역량은 소비자 

지식･역할태도･기능의 총체이며, 인지적･정의적･실천적 영역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개념상의 차이보다는 개념의 

발달 선상에서 해석된다. 즉, 소비자능력이 실천적이고 기능적

인 부분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해, 소비자역량은 보다 발전된 방

향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잠재성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능력의 개념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

(Bae & Chun, 2010)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역량의 개념에 따라 소비자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이나 영역도 달라진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소비자역량

을 지식, 태도, 기능이나 인지적･정의적･실천적 영역의 총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태도와 정의적인 측면은 측정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인지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도 

한다.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역량의 하위 영역중 인지적 영역으

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며, 소비자의 지

식이 태도를 거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때 나타난 행동은 

소비자 기능, 또는 실천적인 측면이 되기 때문이다(Hwang et 

al., 2014).

소비자역량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역량지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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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Lee et al., 2007) 이후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소비

자 거래역량, 재무(금융)역량, 소비자주의(시민)역량으로 구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적인 규모로 우리나라 성인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고 평

가한 Bae와 Chun(2010)은 소비자역량을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

비자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 실천적 역량’으로 보았다. 구성 요

소로는 인지적 역량과 실천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내용적으로

는 금융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으로 구분하였다. Bae와 

Chun(2010)이 구분한 소비자역량의 세부역량은 다음과 같다. 

금융역량은 소비자가 장･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

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를 의

미하며, 재무설계력(재무설계, 수입･지출관리, 노후 및 세금 설

계), 자산･부채 관리력(저축 및 투자, 소비자신용 및 부채관리), 

위험 대비력(보험, 비상금 및 위기관리)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

된다.

거래역량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한 과정을 거

쳐서 자신의 소비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세부 역

량으로는 정보이해･활용력(정보탐색 및 선별, 표시･정보 이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매의사결정력(가격, 계약･거래 조건, 품

질 비교), 사용･분쟁 해결력(안전한 사용, 분쟁해결)이 포함된다.

시민역량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해하면서 소비사회에의 적응 

여부를 의미하며, 소비자권리 주장력(소비자관련법 및 제도 이

해 소비자 권리 인식, 권리의 적절한 사용), 소비자책임 수용력

(윤리적 소비, 녹색 소비, 소비자 참여), 소비사회 적응력(소비

환경 및 트렌드 이해,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소비자역량을 ‘중학생이 현재와 미

래의 소비환경 속에서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

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지적, 실천적 능력의 총체’로 보고, 구성

요소로는 인지적 역량과 실천적 역량, 내용적으로는 거래역량

과 시민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역량도 청소

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중학교의 가정과 교육과

정의 내용요소에 금융이나 재무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가정과 정규 교육과정을 실행한 후에 중학생의 소비

자역량 발달 효과를 살피는 본 연구에서는 측정 요소에서 제외

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가. 가정과교육에서의 소비자 관련 선행 연구 

가정과교육에서 소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분석 연구

로서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Ju & Park, 2015; Kim, 

2014; Lee & Yu, 2015)와 소비자경험이나 교육의 효과를 분석

(Choi, 2015; Jae & Kim, 2002; Jeon & Oh, 2014; Jung & 

Lee, 2007; Jung, 2012)한 연구가 있다.

소비자 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로, Kim(2014)은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12종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역할, 소비자책임, 윤리적 소비 등의 내용 구성

에 있어서 교과서간의 편차가 컸으며, 재무관리와 관련된 내용

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Ju와 Park(2015)은 1차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소비생활 

영역을 워드 클라우드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부터 

4차 교육과정 시기까지는 ‘가정경제의 구조와 재무관리’ 영역

의 교육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5차시기부터 소비자 의

사결정과 소비자교육 영역이 강화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부터는 소비문화 영역의 교육이 도입되었고, 특히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내용에서 점진적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

하였다.

Lee와 Yu(2015)는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소비생

활’ 영역과 중학교의 도덕, 사회, 고등학교의 생활과 윤리, 사회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소비생활’영역의 교육내용 비중은 기술･가정이 가장 높았고, 

다른 교과와 중학교에서는 소비자 의사결정, 소비자 정보, 소비

의 경제적 영향, 식생활과 지속가능성, 소비와 지속가능성이 중

복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식생활관리와 소비환경, 소비욕구, 소

비의 경제적 영향, 소비문화의 변화요인과 특징, 소비와 지속가

능성이 중복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술･가정 교

과서의 ‘소비생활’ 영역은 학습자인 청소년 소비자가 실제 일상

생활에서 교과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비생활에 대한 구체

적인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강점을 지니며 교과 특성상 

의･식･주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생활’ 영역을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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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소비생활’ 영역 교육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소비자경험이나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Jae와 

Kim(2002)은 민간소비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초등학교 5학년 

실험집단 43명을 대상으로 자유재량시간에 주 1회씩 20시간 동

안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교육이 초등학생의 소비자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교육은 사전･

사후 통제집단 실험 결과 소비자 역할 태도와 소비자 기능 향상

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소비자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비자교육, 어머니의 소비자기능이었고, 소비자지식에

는 소비자교육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인천의 고등학교 2학년 1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PBL을 적

용하여 윤리적 의류소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7차시를 적용

한 Jeon과 Oh(2014)의 연구에서는 PBL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물론 강의식 수업을 한 통제집단까지도 모두 윤리적 의류소비 

관여도 및 의식이 높아져서,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고등학생 587명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윤리

적 소비교육 경험이 윤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Jung(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인 경우, 가정소비자교육과 학교소

비자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저학년일수록 더욱 윤리적인 소비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 청소년을 대

상으로 사회심리적 요인과 윤리적 소비교육 경험이 청소년 소

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핀 Choi의 연구

(2015)에서 공정무역제품 소비, 기부와 나눔, 로컬소비에 소비

자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로컬소비에 대해서는 남학

생보다 여학생이, 소비자교육을 받을수록, 대중매체를 통해 윤

리적 소비에 접촉할수록 로컬소비의 윤리적 소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 소

비자일수록 공정무역제품 소비, 기부･나눔 소비, 로컬소비, 환

경친화적 소비를 많이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연구(Choi, 

2015; Jung, 2012)는 실제 소비자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서 경험한 교육 빈도를 통합하여 윤리적 소비교육 

경험으로 살펴본 제한점이 있다. 

Jung과 Lee(2007)는 소비자교육을 받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소비자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소비자지식과 소비행태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지식 수준은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은 소비행태

와 각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교 소비

자교육을 받은 중학교 3학년의 소비행태가 학교 소비자교육을 

받지 않은 1학년의 소비행태보다 평균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학습으로 

인지한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설

정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며, 실천적 행동을 강조하는 가정과교육의 

실천비판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거래, 시

민)역량을 인지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가정

과교육이 소비자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천적 소비

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 소비자역량 관련 선행 연구

소비자역량(능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 소

비자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정한 연령 혹은 특성을 

지닌 소비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비자역량을 평가

하는데 소비자의 생애주기 및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

이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Hwang et al., 2014). 이에 소비자역량과 관련하

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Yun & Jang, 2008; Yun & 

Kim, 2008; Yun & Ku, 2016; Yun et al., 2015)와 성인을 포

함하여 다양한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Bae & Chun, 

2010; Doo & Seo, 2009; Kim & Cho, 2014; Kim & Kim, 

2016; Son & Lee, 2014)를 살펴보았다.

청소년 생활역량 중에서 소비능력에 대한 연구로, Yun과 

Kim(2008)은 소비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의 H중학교 3

학년 34명을 대상으로 90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진행시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생활역량 프로그램이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나 상담과정에서 적

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Yun과 Jang(2008)은 부산지역의 중･고등학교의 일반청소년 

207명과 위기청소년 1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활역량(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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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역량, 자기성취역량, 대인관계역량, 공동체역량, 창의성역

량, 상황대처역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

년 모두 자기조절역량이 가장 낮고, 생활기술 중에서 시간활용

기술과 합리적 소비기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

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의 재량활동시간이나 집단상담활

동을 활용하여 생활역량 개발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Yun 외(2015)는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 검사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역량 척도를 조사한 결

과, 자기조절, 자기개발, 학습, 대인관계, 민주시민, 문제상황대

처 역량 중에서 자기조절역량이 가장 낮았고, 19개 생활기술 중

에서 용돈관리, 시간활용기술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생활기술 및 하위 생활역량에서 남학생보다 여

학생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는 전반적으로 생활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Yun과 Ku(2016)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생

활역량을 조사한 결과, 6개 핵심역량 중에서 자기조절역량의 평

균이 가장 낮았으며 시간활용기술과 용돈관리기술이 16개 생활

기술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역량 연구로,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능력을 분석한 Doo와 Seo(2009)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지식･태도･행동 중에서 대학생의 소비자태도 수준이 가

장 높았으며, 소비자지식이 가장 낮았다. 소비자능력에 가장 영

향력이 큰 변수는 학년과 생활만족도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만

족도는 소비자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전국 20～6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Bae와 Chun(2010)의 연

구에서는 소비자역량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연령과 소

득, 학력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식보다는 실천 역량

이 높게 나타났고, 거래역량보다는 시민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Kim과 Cho(2014)는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소비자역량에 따

른 사회적 참여 소비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소비자의 생애주기에서 소비자역량이 사회적 참여와 소비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요 변수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 및 제도의 중요성과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소비자역

량 지표를 조사한 Son과 Lee의 연구(2014)에서 소비자교육이

나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의 소비자 시민역량이 소비자 교육(상

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소비자의 소비자역량 조사 결과(Kim 

& Kim, 2016)에서는 거래역량에는 성별, 연령, 학력, TV시청 

시간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시민역량에는 연령, 인터넷 

이용시간, 소비자시민성 지식 역량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

다. 또한 연령이 높고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으며 시민성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성역량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가정과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요소와 가정과 교

육과정과의 연관성(Yang & Yoo, 2015), 교과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Jin, Ryu & Lee, 2016) 등, 구

체적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을 통한 역량 증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제 가정과교육과정을 통해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소비자능력이나 소비자역량은 

성별에 따라 남성보다는 여성이(Jung & Lee, 2007; Jung, 

2012; Kim & Kim, 2016),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Doo & 

Seo, 2009), 교육･상담 경험이 있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Jae 

& Kim, 2002; Jeon & Oh, 2014; Kim & Kim, 2016; Son & 

Lee, 2014)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성별, 생활만족도,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소비자 

영역별 중요성 인식, 인지적 소비자역량이 실천적 소비자역량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통한 유사 실험 연구

로서 경기도 Y시 소재의 중학교에서 1학년 전체 7개 학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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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범한 일반 학급을 대상으로 

25년 경력의 가정과교육 전공 교사가 1년 동안 정규 가정과 교

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중학생들의 장기적인 소비자역량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에 사전 조사는 중학교 신입생들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여 중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

한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하였다. 가정교과를 

통한 소비자교육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출판된 S출판사(Chae et al., 2013)의 기

술･가정 교과서를 교재로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1주에 2시

간씩 약 8～10시간 정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교육 효과의 지

속성을 살피기 위해 소비자교육이 끝나고 약 2개월이 지난 후

인 2014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사후 조사를 하였다.

사전･사후 조사는 소비자역량과 소비자 영역별 중요성 인식, 

생활만족도,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 인식이 포함된 동일한 설

문지로 조사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1학년 남학생 75명(48.7%)과 여

학생 79명(51.3%)으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이들은 임의 

선택한 경기도 Y시 소재의 중학교 1학년 7개 학급의 학생들로

서 1학년 전체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3월과 12월 기술･가정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학적 변동(전출과 전입)에 따라 사전과 사후 짝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와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54부

(90.05%)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소비자역량과 소비자 

영역별 중요성 인식, 생활만족도,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

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가. 소비자역량과 소비자 영역별 중요성 인식

소비자역량 측정도구는 중학생이 현재와 미래의 소비환경 속

에서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지적, 실천적 역량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그러나 중학생용

으로 표준화된 소비자역량 척도가 없고,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성인과의 소비자역량

을 비교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Bae와 Chun 

(2010)이 우리 국민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

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인용으로 금융역

2009 revised curriculum consumer education content S textbook consumer education contents

Ⅲ. 청소년의 자기관리

2. 청소년의 소비생활

 -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 소비자정보의 활용

 -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

 - 소비자문제의 발생과 해결

2. 청소년의 소비생활

01. 나는 착한 소비자인가

 - 청소년과 소비자의 특성, 청소년 소비행동의 중요성

 - 착한소비(윤리적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프로슈머, 공정무역)
02. 소비자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소비자 정보의 유형과 특징

 - 광고를 평가하는 기준, 광고 만들기

03. 올바른 소비자정보, 어디서 확인할까

 - 소비자정보의 종류와 특징, 소비자정보 알아보기

04. 만족스러운 구매과정은

 -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 과정,
 - 만족스러운 물건 구매, 구매의사결정 해보기

05. 소비자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 소비자 문제의 종류,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소비자행동

 - 소비자를 위한 법적 장치, 청약해지 통보서 작성하기

Table 2. Consumer education contents included in curriculum and textbook of 1st Grade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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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거래역량, 시민역량의 3개 대영역과 9개 중영역으로 구성되

었으며, 인지적, 실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였다. 하지만 본 연

구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수준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포함되지 않는 금융역량을 제외하고 거래역량과 시

민역량의 2개 대영역, 6개 중영역의 문항을 중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인지적 역량과 실천적 역량은 거래역량 13문항과 시민역량 9

문항으로 각각 22문항으로 구성된다. 거래역량은 정보이해･활

용력 4문항, 구매의사결정력 6문항, 사용･분쟁해결력 3문항으

로 13문항, 시민역량은 소비자권리 주장력 4문항, 소비자책임 

수용력 3문항, 소비사회 적응력 2문항으로 9문항이다. 

인지적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지식을 묻기에 정답이 있는 문항

으로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중에서 선택하는 형태이며, 

정답은 100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인지적 소비자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실천적 소

비자역량은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

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시민역량의 두 문항(5번, 9번)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실천적 소비자역량이 높은 정도를 의미한다. 

소비자 영역별 중요성 인식은 소비생활에서 거래영역과 시민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1문항을 구성하였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어느 정도 중요하다’ 4점, ‘매우 중

요하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거래, 시민)이 소

비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소비자 영

역별 중요성 인식은 소비자 거래와 시민 영역을 얼마나 중요하

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는 척도로 소비자역량 중 태도나 정의

적인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인지

적 소비자역량 및 실천적 소비자역량 전체, 하위 영역별 크론바

하 알파계수가 0.693부터 0.907의 범위를 나타냈다. 일반적으

로 Cronbach's α 계수가 0.6～0.7이면 수용할 수 있으며, 0.8이

상이면 바람직하다(Lee & Lim, 2015). 따라서 소비자역량 측

정 도구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높아 척도가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나. 생활 만족도와 가정과교육(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생활 만족도와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1문항씩 구성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

족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다’ 1점, ‘만족스

럽다’ 2점, ‘보통이다’ 3점, ‘불만족스럽다’ 4점, ‘매우 불만족스

럽다’ 5점을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가정과교육(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가정｣에서 

배웠던 수업 내용은 실제 가정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

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 1점, ‘도움이 

되었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되지 않았다’ 4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점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과

교육(수업)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설문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를 

질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전･사후 비교를 위

해 초등학교 실과와 연계됨을 안내하고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 프로

division
Cognitive competency practical competency

deal citizen total deal citizen total

Number of questions 13 9 22 13 9 22

Cronbach’s α
pre-test .740 .796 .853 .859 .693 .879

post-test .700 .722 .807 .901 .736 .907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consumer capacity

         N=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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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중학교 

신입생의 소비자역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

였다. 셋째, 가정과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이 중학

생의 소비자역량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

후 데이터로 대응표본 t 검증을 하였다. 넷째, 성별, 생활만족도,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소비자영역별 중요성 인

식, 인지적 소비자역량이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

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중학교 신입생의 소비자역량 수준

중학교 신입생의 소비자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

기 위해 사전 설문지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Table 4>에서 보듯이 중학교 신입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

은 100점 만점에 37.66으로 중간 보다 낮았고, 실천적 소비자역

량은 5점 만점에 3.26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인지적 소비자역량

은 시민역량(M=39.97)이 거래역량(M=36.15)보다 높았고, 실

천적 소비자역량은 거래역량(M=3.32)이 시민역량(M=3.16)보

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 소비자역량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소비

자 거래역량에서는 정보이해･활용력(M=43.14) > 사용･분쟁 해

결력(M=34.64) > 구매의사결정력(M=32.24)의 순으로, 인지적 

소비자 시민역량에서는 소비자책임 수용력(M=43.94) > 소비자

권리 주장력(M=41.56) > 소비사회 적응력(M=30.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학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이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난 소비사회 적응력, 구매의

사결정력, 사용･분쟁 해결력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소비자 거래역량에서는 사용･분쟁해결력(M=3.65) > 

구매의사결정력(M=3.27) > 정보이해･활용력(M=3.17)의 순으

로 나타났다. 실천적 소비자 시민역량에서는 소비자책임 수용

력(M=3.39)과 소비사회 적응력(M=3.27)에 이어 소비자권리 주

장력(M=2.93)이 가장 낮아 소비자권리 주장력에 대한 소비자 

실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인지적 소비

자역량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던 정보이해･활용력과 

consumer competency Sub-competency Min Max M (SD)

Cognitive 
competency

deal competency
Information Understanding 0 100 43.14 28.57
Purchase decision making 0 100 32.24 24.97

Use･Dispute resolution 0 100 34.64 32.64
consumer deal competency 0 76.92 36.15 22.09

citizen 
competency

Consumer rights assertiveness 0 100 41.56 33.60
Consumer responsibility capacity 0 100 43.94 33.81
Adaptation to consumer society 0 100 30.84 37.13

consumer citizen competency 0 100 39.97 29.03
      Cognitive consumer competency 0 81.82 37.66 22.60

practical 
competency

deal competency
Information Understanding 1 5 3.17 0.74
Purchase decision making 1 5 3.27 0.78

Use･Dispute resolution 1 5 3.65 0.93
consumer deal competency 1 5 3.32 0.67

citizen 
competency

Consumer rights assertiveness 1 5 2.93 0.79
Consumer responsibility capacity 2 5 3.39 0.61
Adaptation to consumer society 1.5 5 3.27 0.72

consumer citizen competency 1.89 4.78 3.16 0.56
      practical consumer competency 1.45 4.91 3.26 0.57

Table 4.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Competence

N=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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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주장력이 실천적 소비자역량에서는 각각의 거래역

량과 소비자시민역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Table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추후 인지적 소비자역량과 실천적 소비자

역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위의 결과를 비추어 보면 중학생의 소비자역량은 인지적 역

량보다 상대적으로 실천적 역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Bae & Chun, 2010)와 

유사하다. 이는 중학생이 인지적인 측면보다 자신의 실천적 소

비자역량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적 측면은 정답이 있지만, 실천적인 측면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성인들은 인지

적･실천적 역량 모두 거래역량보다 시민역량이 높게 나타난

(Bae & Chun, 2010)것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인지적 

측면에서는 시민역량이, 실천적 역량에서는 거래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역량 측정 문항에 따른 중학생의 응답 수준을 알

아보기 위해 인지적 역량에서 평균이 30미만이거나 60이상인 

경우, 실천적 역량에서는 평균이 3미만이거나 4이상인 문항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

적 소비자역량의 경우 평균 60이상으로 나온 문항은 ‘허위 과장 

Consumer sub-competencies and questions Min Max M (SD)

Cognitive 

consumer 

competency 

deal 

competency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는 전혀 없다. 0 100 67.35 47.02

각종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며, 모든 표시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다.
0 100 15.69 36.49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서는 제조업자가 가격을 정한다. 0 100 16.99 37.68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 0 100 7.84 26.97

품질 비교 정보는 사업자간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후생을 높인다. 0 100 28.10 45.09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0 100 28.79 45.4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

는 남은 이용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없다.
0 100 22.88 42.14

citizen 

competency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

자에게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0 100 27.92 45.00

공정 무역은 생산자에게 ‘가장 싼 값’이 아니라 ‘공정한 값’을 지불하는 거래이다. 0 100 63.64 48.26

다음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모두 친환경제품이다. 
0 100 22.73 42.04

글로벌 경제의 확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국제적 표준의 필요성을 낮

춘다.
0 100 23.38 42.46

practical 

consumer 

competency

deal 

competency

나는 합리적 선택을 돕는 소비자정보지나 관련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 1 5 2.55 1.13

나는 인터넷, DMB, 모바일 등 뉴미디어에 나오는 정보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1 5 2.80 1.08

나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재할 때 거래날짜, 품목,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매출 전표

에 서명한다.
1 5 2.79 1.27

나는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길거리 판매 등의 불필요한 구매 권유를 거절한다. 1 5 4.10 1.12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유형을 결정할 때 사업자가 주는 정보 외에 제3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살펴본다.
1 5 2.83 1.10

citizen 

competency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 소비자 관련 기사가 나면 주의하여 읽는다. 1 5 2.73 1.05

나는 정부의 소비자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진다. 1 5 2.38 0.94

나는 가짜 상표가 붙은 옷과 핸드백, 지갑, 시계 등을 구입한다.(역산) 1 5 4.32 0.86

나는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정보공유를 위해 동호회나 인터넷을 통해 좋은 정보를 

타인에게 알린다.
1 5 2.79 1.14

나는 FTA 체제 등 시장 경제제도의 변화가 소비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관심 있게 본다.
1 5 2.51 1.17

나는 내가 갖지 못한 유명브랜드 제품을 가진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다.(역산) 1 5 4.05 1.01

Table 5. Consumer competency measurement items with characteristic results

N=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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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는 전혀 

없다’(M=67.35)와 ‘공정 무역은 생산자에게 ‘가장 싼 값’이 아

니라 ‘공정한 값’을 지불하는 거래이다’(M=63.64)의 두 문항이

다. ‘전혀 없다’와 ‘가장 싼 값이 아니라’라는 단서 문구가 있어 

다른 문항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적 

소비자역량에서 평균이 30 미만인 문항은 거래역량 13문항 중

에서 6문항, 시민역량 9문항 중에서 3문항이다. ‘유효기간이 지

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항(M=7.84)이 가장 낮았는

데 이 문항은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Bae & Chun, 

2010)에서도 정답률과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이었다. ‘각종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며, 모든 

표시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다’는 문항

(M=15.69)과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는 제조업자가 가격을 정

한다’는 문항(M=16.99)도 우리나라 성인(Bae & Chun, 2010)

의 정답률 역시 매우 낮았다. 

실천적 소비자역량에서는 ‘나는 가짜 상표가 붙은 옷과 핸드

백, 지갑, 시계 등을 구입한다’(역산, M=4.32)와 ‘나는 내가 갖

지 못한 유명브랜드 제품을 가진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다’(역

산, M=4.05), ‘나는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길거리 판매 

등의 불필요한 구매 권유를 거절한다’(M=4.10)는 문항의 평균

이 높게 나타나서 중학생들이 충동구매나 과시소비를 하지 않

는 소비자행동을 나타냈다. 반면 정부의 소비자관련 정책에 관

심을 가지는 행동(M=2.38)이나 시장 경제제도의 변화가 소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행동(M=2.51), 합리적 선택을 돕는 소비자정보지나 관련 

사이트의 이용(M=2.55)등의 항목은 실천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학생의 소비자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두 가지 시사점을 발

견할 수 있다. 첫째, 중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Lee와 Yu(2015)의 연구 결과와 같이 중학교에서 사

회, 도덕 교과 등이 소비자교육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교육에 가

장 많은 비중을 두고, 소비자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

가 가정교과이다. 그러나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

과의 편제 시수가 점차 줄어서 소비자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

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용돈관리기술이 매우 부족(Yun et al., 2015; Yun & Ku, 

2016)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가정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차기 교육과정 편제 시에

는 가정과 교육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 요소를 포함시켜야 하며, 

수업 시수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중학생의 소비자역량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청소년

용으로 표준화된 소비자역량 척도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성인과의 소비자역량을 비교해보고자 표준화된 성인용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지만, 중학생의 소비환경이나 경험과 다르기

에 수정에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문항이 매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소년용 소비자역량 척도를 개발하여 중학생 

소비자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정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의 효과

가정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소비자역

량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하

였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정과수업을 

통해 인지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과 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사전･사후 검사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역량의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소비자역량의 

하위 역량에서는 구매의사결정력, 사용･분쟁 해결력, 소비자권

리 주장력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소비자책임 수용력과 소

비사회 적응력은 유의수준 .01에서 사전･사후 검사 점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천적 소비자역량에서는 거

래역량의 정보이해･활용력과 시민역량의 소비자권리 주장력은 

유의수준 .001에서, 구매의사결정력은 유의수준 .01에서, 소비

자책임 수용력과 소비사회 적응력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 인지적 소비자역량 중에서 정보이해･활용력과 

실천적 소비자역량의 사용･분쟁 해결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05 수준에서, 가정

과교육이 실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인식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위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가정과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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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은 중학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과 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정교과를 통한 소비자

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구매의사 결정력과 소비자권리 

주장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이해･활용력

과 소비자권리 주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효과

가 있다.

특히 소비자교육을 마친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후 

조사 결과, 인지적 소비자역량 문항에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들이 있다. HACCP 표시, ‘방문판매

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Variable Pre-post M SD t

cognitive

deal 
competency

Information Understanding
pre 43.14 28.57 

-1.823
post 48.04 25.25 

Purchase decision making
pre 32.24 24.98 

-5.348***

post 44.99 24.64 

Use･Dispute resolution
pre 34.64 32.64 

-3.766***

post 47.93 36.04 

cognitive deal competency
pre 36.15 22.10 

-5.035***

post 46.61 22.01 

citizen 
competency

Consumer rights assertiveness
pre 41.56 33.60 

-4.472***

post 56.01 31.58 

Consumer responsibility capacity
pre 43.94 33.81 

-2.758**

post 52.16 28.75 

Adaptation to consumer society
pre 30.84 37.14 

-2.864**

post 41.56 36.07 

cognitive citizen competency
pre 39.97 29.04 

-4.570***

post 51.52 25.81 

practical

deal 
competency

Information Understanding
pre 3.17 0.74 

-3.740***

post 3.42 0.81 

Purchase decision making
pre 3.27 0.78 

-3.079**

post 3.53 0.87 

Use･Dispute resolution
pre 3.65 0.93 

-1.233
post 3.75 0.94 

practical deal competency
pre 3.33 0.67 

-3.297***

post 3.55 0.78 

citizen 
competency

Consumer rights assertiveness
pre 2.93 0.79 

-3.401***

post 3.25 1.01 

Consumer responsibility capacity
pre 3.39 0.61 

-2.359*

post 3.53 0.67 

Adaptation to consumer society
pre 3.28 0.72 

-2.187*

post 3.43 0.67 

practical citizen competency
pre 3.16 0.56 

-3.646***

post 3.38 0.67 

life satisfaction
pre 3.95 0.92 

-2.483*

post 4.14 0.89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re 3.45 0.92 

-4.772***

post 3.89 0.86 
*p<.05, **p<.01, ***p<.001

Table 6. Differences in pre-and post-consumer competence through Home Economics classes

                                                     N=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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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은 생산자에게 ‘가장 싼 값’이 아니라 ‘공정한 값’을 

지불하는 거래이다’의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가정과 교육과정

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요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HACCP 

표시는 ‘청소년의 소비자단원’에 포함된 내용 요소가 아니라 가

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의 내용 요소로서 가정교과는 의생활, 식

생활, 주생활 등 가정생활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소비자역량을 

발달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거래, 시민)역량을 종속 변수로 하

고, 성별2), 생활 만족도,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소비자 영역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인지적 소비자역량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

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이 0.618에

서 0.965로 0.10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냈고, 분산팽창요인 값

이 1.036에서 1.618로 나타나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

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Lee & Lim, 2015). 또한 회귀

가정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Durbin-Watson 검증치가 모두 2.0에 근접하여 오차간

의 자기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 거래역량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Table 7>에서 보듯이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거래 부분의 중요성 인식> 인지적 소비자 시민역량 순으로 영

향력이 높았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37.1%로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결과가 나왔다(F=12.319, p<.001). 즉 가정과교육이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β=.288, p<.001), 인지적 소

비자 시민역량이 높을수록(β=.230, p<.01), 소비자 거래 부분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β=.225, p<.01) 실천적 소비자 거래

역량이 높았다. 

실천적 소비자 시민역량은 소비자 시민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β=.276, p<.01), 가정과교육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

다고 인식할수록(β=.195, p<.05), 인지적 소비자 시민역량이 높

을수록(β=.170, p<.05) 실천적 소비자 시민역량이 높았으며 회

귀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3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F=10.597, p<.001). 

2) 성별은 남학생은 0, 여학생은 1로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Practical Consumer deal 
Competence

Practical Consumer citizen 
Competence

Practical Consumer 
Competence

B β B β B β

gender
(dummy; male=0, female=1)

-.076 -.049 -.048 -.036 -0.65 -0.48

life satisfaction -.063 -.072 .007 .036 -0.35 -0.46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Edu .260 .288*** .151 .195* .216 .274***

the importance of the consumer deal area .209 .225** .068 .086 .152 .188*

the importance of consumer citizen area .087 .101 .204 .276** .134 .180*

cognitive consumer deal competency .003 .093 .004 .128 .004 .115

cognitive consumer citizen competency .007 .230** .004 .170* .006 .225**

constant 1.105 1.280 1.177

R2 .371 .337 .412

modified R2 .341 .305 .384

F value 12.319*** 10.597*** 14.611***

Durbin-Watson coefficient 2.065 1.956 2.063
*p<.05, **p<.01, ***p<.001

Table 7. Factors Affecting Practical Consumer Compet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N=154



16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0, No. 2

결론적으로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가정과교육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β=.274, p<.001), 인지적 소비자 시민

역량이 높을수록(β=.225, p<.001), 소비자 거래 영역(β=.188, 

p<.05)과 시민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β=.180, p<.05), 

실천적 소비자역량이 높았으며 회귀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611, p<.001). 성별과 생

활만족도, 인지적 소비자 거래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소비자역량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Bae

와 Chun(2010), Son과 Lee(2014)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여

성일수록 소비자역량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Kim & Kim, 

2016)와는 다르다. 또한 Doo와 Seo(2009)의 연구 결과를 비롯

하여 생활 만족도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유의한 영향력

이 있는 대표적인 변수임을 고려할 때, 생활만족도가 소비자역

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역량의 측정이 감성적이

기보다는 인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수반한 평가이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아울러 인지적 소비자 시민역량은 실천적 거래역량과 실천적 

시민역량에 모두 영향을 미친 반면, 인지적 소비자 거래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성에 대한 인

지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성역량의 실천 수준이 높게 나타난 

Kim과 Kim(201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이는 중학교의 가

정과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 내용을 거래역량 위주에

서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시민역량을 기르면 소비자 시

민역량을 실천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실천적 

문제해결역량과 생활자립역량을 강조하는 가정과교육의 목적에

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과교육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

식하는 정도가 실천적 소비자(거래, 시민)역량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가정과교육의 

성격이 교과서나 수업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부분이 중요

하다고 인식할수록 실천적 거래 역량이 높고, 소비자권리와 책

임 등 시민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실천적 시민 역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소비자교육 내용을 구성･운영할 때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 영역의 중요성 인식을 수반한 정의적인 부분을 강화하

여야 실천적인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소비자

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가정과교육이 청소년

의 소비자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교과임을 확인하고, 중등학교

에서 청소년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경기도 Y시 소재의 중학교 1학년 7개 학급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통한 유사 실험 연구를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신뢰도 검증, 대응표본 t검증,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신입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은 100점 만점에 

37.66으로 중간 보다 낮았고,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5점 만점에 

3.26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즉, 중학교 신입생의 소비자역량은 

낮은 편이고, 인지적 역량보다 상대적으로 실천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인지적 소비자역량은 시민역량이 거래역량보다 높았

고,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거래역량이 시민역량보다 높게 나타

났다. 중학교 신입생들은 실천적 소비자역량에서는 충동구매나 

과시소비를 하지 않는 소비자행동을 보였으며, 정부의 소비자

관련 정책이나 시장 경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소비자정보지･관

련 사이트의 이용 등의 실천력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교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은 중학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과 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

민)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구매의사 결정력과 소비자권리 주장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이해･활용력과 소비자권

리 주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도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 거래역량은 가정과교육의 도

움 정도에 대한 인식, 거래 부분의 중요성 인식, 인지적 소비자 

시민역량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실천적 소비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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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소비자 시민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가정과교육

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인지적 소비자 시민

역량이 높을수록 실천적 소비자 시민역량이 높았다. 즉 중학생

의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가정과교육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인지적 소비자 시민역량이 높을수록, 소비

자 거래 또는 시민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높게 나타났

다. 하지만 성별과 생활만족도, 인지적 소비자 거래역량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

은 중학생의 인지적･실천적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 특히 인지적 소비자역량에서 성인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이 모두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요소라는 사실은 가정과교육이 인지적 소비

자역량의 발달에 기여함을 증명해준다. 소비자교육을 마친 후 2

개월이 지난 후에 사후 평가를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인지적 

소비자역량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

러 가정과교육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이 교

과서나 수업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청소년의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

점을 소비자역량 척도, 소비자역량 연구 방법, 가정과교육의 소

비자역량 강화 측면에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역량 척도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표준화된 성인

용 소비자역량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인과 중

학생의 소비환경이나 경험이 다르기에 수정에 한계가 있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중학생의 소비자역

량을 가늠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중학생

용 소비자역량 척도를 개발하여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중학생의 소비자역량을 인지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

을 위주로 측정한 제한점이 있다. 소비자역량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인지적 영역을 통해서 소비자 태도가 변화되고, 태도 

변화를 통해 실천적 영역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여 지

식과 실천 사이에 정의적 영역인 소비자 태도 변수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 영역(거래, 시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역량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 청소년용 소비자역량 척도

를 개발할 때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영역을 고르게 측정할 것

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의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역량을 제외하고 거래역량과 시민

역량으로 중학생의 소비자역량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용돈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청소년용 소비자역량 척도에 금융역량의 

내용도 포함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역량 연구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일반 학급에서 

정규 가정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약 10개월간 중학생의 소

비자역량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지역의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

생들의 자연스러운 성장, 매체와 다른 교과에서의 학습 경험 등

을 통제하지 못했기에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

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중학생의 소비자역량은 현재와 미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역량으로서 연구 대상을 전국의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역량 수준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소비자역량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청소년의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소비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세 영역 간의 관계를 살

펴보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가정교과가 의･식･주･가정생활 전반에서 인

지적･실천적 소비자역량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인지적 소비자시민 역량과 소비자영역(거래, 시

민)의 중요성 인식이 실천적 소비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결과는 가정과교육에서 소비자역량 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소비자 시민역량과 소비자 영역의 중요성 인식을 수반한 

정의적인 부분을 강화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앞으로 가정과교육에서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소비자 교육 내용체계를 재구성하고, 

학교 급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다양

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는 금융

역량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차기 

가정과 교육과정을 편제할 때에는 돈의 가치나 용돈 관리 등의 

금융 관련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소비자교육 내용체계를 재구

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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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의 소비자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

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중학교에서 자유

학기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자유학기 주제선택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착한 소비’, ‘행복한 소비문화’, 

‘현대 소비문화 탐구’ 등과 같이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Bae, S. Y., & Chun, H. J. (2010). Measurement & Evaluation of 

Consumer Competency in 2010. Policy research report 

of Korean Consumer Agency.

Chae et al. (2013).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①. Seoul: Samyang Media Co., Ltd.

Chae, J. H., Park, M. J., Kim, S. G., & Han, J. (2017). 

Introd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Second 

edition). paju: Kyomunsa.

Choi, K. S. (2015). Influence of socio-psychological factors and 

educational experience on adolescent consumers`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1), 67-83.

Doo, K. J., & Seo, I. J. (2009). A analysis on the college students` 

consumer competencies. Social Science Research, 26, 

1-12.

Fair Trade Commission (2008).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consumer competence index, Press Releases(2008. 6. 

2.). http://www.ftc.go.kr.

Gwon, H. S., Kim, M. S., & Kang, Y. S. (2011).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School-based Key Competencies 

Program for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2(1), 141-173.

Hong, S. J., Lee, M. J., Choi, Y. I., Kim, J. S., & Lee, Y. S. 

(2016) Explore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compared to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ORM 2016-26-9.

Hwang, H. S., Wang, Y. J, & Kim, K. O. (2014). Comparison of 

Consumer Empowerment Index between Korean and 

Chinese Young Adult Consumer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10(4), 1-29.

Jae, M. K., & Kim, Y. O. (2002). The Effect of Consumer 

Education and Other Related Factors on the Consumer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Child.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3), 

25-36.

Jeon, M. Y., & Oh. K. H. (2014).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BL based Education Program for 

Ethical Consump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2), 69-87.

Jin, E. N., Ryu, S. H., & Lee, E. Y. (2016). Schemes to 

Incorporate Key Competencies in Family Life Classes 

of Practical Art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9(1), 97-113.

Ju, S. E., & Park, M. S. (2015). The Analysis of Core Contents 

in Comsumer Area from 1st to 2009 Revised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4), 37-50.

Jung, J. W. (2012). A Study on Adolescents' Ethical Consumption 

Education Experience and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3), 191-208.

Jung, M. J. & Lee, Y. S. (2007). The Adolescents’ Consumer 

Knowledge and Consumption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1-17.

Kang, S. D. (2006). The alternative of hope is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 and Life, 50, 182-196.

Kim, H., & Kim, H. J. (2016). A Study on Consumer Competency 

of Chinese Adults Living in Korea.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9(2), 301-337.

Kim, J. H., & Choi, H. J. (2011). The Development of Consumer 

Financial Competency Measure.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Kim, J. S. (2014). Analysis on the contents of school consumer 

education - Focusing on unit of 'adolescent’s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소비자역량에 미치는 효과  19

consumption life'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use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1), 63-84.

Kim, S. W., & Cho, H. S. (2014). Satisfaction of Consumption 

Life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by Life Cycle : Focus 

on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Consumer Competency.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45(2), 47-76.

Kim, Y. O. (2005). A Study on Consumer Education and Youth 

Consump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 Buk, Korea.

Lee, H. S., & Lim, J. H. (2015). SPSS 18.0 manual. Seoul: 

Jibhyeonjae.

Lee, J. Y., & Yu, N. S. (2015). The analyses of duplicated contents 

of ‘Consumer Life’ area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4), 121-140.

Lee, K. C. (1999). Consumer education : theory & practice. paju: 

Kyomunsa.

Lee, K. C., Yang, S. J., Chung, K. H., Kim, S. R., & Kwon, H. 

J. (2007).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consumer 

competence index. Research report of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Education (2015a). Introduction t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2015-80 [Separate1].

Ministry of Education (2015b). Practical Arts (Technology･Home 

Economics) / Information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2015-74 [Separate 10].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Practical 

Arts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otice 

2011361 [Separate 10]

Park, S. D. (1999). Consumer Ability and Related Variables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Son, J. Y., & Lee, K. A. (2014). Consumer Empowerment Index 

of Korea. Policy research report of Korean Consumer 

Agency.

Sung, E. M., Bag, H. J., & Jin, S. H. (2014).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Ⅰ: IEA ICCS 2016 . Research report of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Sung, E. M., Choi, C. W., Kim, H. K., Oh, S. Y., & Jin, S. H. 

(201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KYCI) and Defini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2), 117-144.

Yang, J. S., & Yoo, T. M. (2015). Relations of Key Competencies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3), 1-18.

Yun, M. H., & Jang, A. L. (2008). Comparative analysis of life 

competence among general youth and crisis youth.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 49-66.

Yun, M. H., & Ku, K. H.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Life Competency Tes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9(3), 53-76.

Yun, M. H., Kim, J. W. (2008). The Development of the Tests and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Life Competencies 

of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9(2), 

173-197.

Yun, M. H., Seo, H. J., Kim, K. H., & Jo, J. E. (2015).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a Life Competency Scale for 

Adolescenc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8, 

401-425.



2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0, No. 2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소비자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단일집단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를 사용하여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1학년 7개 학급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검증, 대응표본 t검증,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신입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은 100점 만점에 37.66으로 중간보다 낮았고,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5점 만점에 3.26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인지적 소비자역량은 시민역량(M=39.97)이 거래역량(M=36.15)보다 높았고,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거래역량

(M=3.32)이 시민역량(M=3.16)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은 가정교과에서 소비자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인지적･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 특히 가정과수업을 통한 소비자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구매의사 결정력과 소비자권리 주장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적인 측

면에서는 정보이해･활용력과 소비자권리 주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도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은 가정과교육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인지적 소비자 시민역

량이 높을수록, 소비자 거래 또는 시민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과 생활만족도, 인지적 소비자 거래

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가정과수업을 통한 소비자교육은 중학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과 실천적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해 소비자역량 척도, 소비자역량 연구, 가정과교육의 소비자역량 강화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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