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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mplications that the level of sound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could be raised, starting with the awareness that not only college students 

but also all financial consumers need high levels of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such a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financial management, as economic conditions are in trouble in the aftermath of 

the ongoing Corona19. A 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n relation to the research model set in this study based on the survey,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and financial self-efficacy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s the 

dependent variable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study model. 

The analysis shows that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had an effect on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College Student,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Financial Self-efficac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요   약]

본 연구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대학생뿐만 아

니라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 높은 수준의 재무관리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학생들의 건전한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시사점

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독립변수

는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는 재무관리행동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에 따른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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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개인들의 재무관리는 평생 동안 스스로의 삶의 질의 변

화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

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소득 내에서 재무관리를 통하여 

소비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생활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위험 등의 사회적·경

제적 환경변화를 대비하게 된다[1].

더욱이 오늘날 금융시장이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서 일

반 금융소비자에게 재무관리역량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서 생활함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인 재무

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현명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특

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

에 처함에 따라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 높은 수준의 재무관리역

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높여주어서 그

들이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바, 대학생

들의 건전한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무

관리역량(Financial Magement Ability)이란 “재무환경이

나 금융환경 등의 특정 맥락 하에서 금융소비자가 재무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2].

재무적 자기효능감(Financial Self-Efficacy)과 관련하

여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등 특수

적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하

면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3].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정우진

(2018)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이란 “재무적 목표달성이나 

재무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자

신감이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으로 정의한 개념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재무적 효능감이란 “자신들 

스스로가 본인의 재무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으로 정의하였다.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Behavior)이란 

“재무적인 목표를 수립한 후에 재무목표를 성취하기 위하

여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탐색한 후 이를 실행하고 평가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의의를 통하여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선행연

구에 기초하여, 변수의 선정에서 독립변수는 재무관리역

량, 종속변수는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을 선정

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따른 구조적인 관계는 대학생

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그리고 대학생의 재무적 자

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 대학생의 재무관리역

량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지금까지

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한 연구문제는,

1.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역량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 대학생들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미

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3.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역량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I. Advanced research

재무관리역량,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에 관

련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연관이 있는 선행연

구들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관

련한 선행연구들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연금저축 가입의도와 

돈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5년 이필수와 그

의 동료들의 연구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일반 금융소

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중 근심 차원, 불신 차원, 파워-명

성 차원 등에 유의한 영향과 가입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세대별 인구를 대상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세대별 재무만족도 수준 및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18년 정순둘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세대별로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7].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조절효과의 변수로 사용하여 소비

자의 재무스트레스 경험과 영향요인에 관한 2018년 정우

진의 연구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스트레스 경험여

부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재무관리역량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리역량의 실태를 분석한 2012년 최

윤나의 연구결과, 노인소비자들은 지식역량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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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은 차이

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무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노인소

비자들은 재무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역량에 

대해서 분석한 2014년 김하영의 연구결과,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기통제수준 그리고 금융거래경험 모두는 재무관

리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저축행동 및 투자행동

과 재무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4년 장혜원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 저축 및 투자행동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

이 재무관리역량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스트레스 및 재무의사소통

과 재무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4년 한가은과 김정

숙의 연구결과, 재무스트레스 및 재무의사소통 모두는 직접

적으로 재무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일반 성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교육과 재무상

담이 재무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5년 김창이의 

연구결과, 재무관리역량에 재무교육과 재무상담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수준과 재무관리역량 간

의 관계를 분석한 2019년 이현복의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재무관리 역량의 수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재무관리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여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재무관리행동 간의 관

계를 분석한 2014년 이지혜의 연구결과, 재무스트레스는 

재무지식에 그리고 재무지식은 재무관리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 주었다[15].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련 요인과 재무관리행

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5년 한가은의 연구결과, 재무

관련 요인 중 재무지식을 제외하고 재무관리태도, 재무관

리기능, 재무의사소통, 재무스트레스 요인은 유의한 영향

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사회초년생의 재무스트레스와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

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6년 김아름의 연구결과, 재무

스트레스와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들은 재무관리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 주었다[17].

III. Study Design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Setting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관련하여서는 선행연구

에 기초하여, 변수의 선정으로는 독립변수는 재무관리역

량, 종속변수는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을 선정

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순차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하였으

며, 이에 따른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의 높은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

능감의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높은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measuring instrument

2.1. Financial Magement ability

대학생을 위하여 구성한 재무관리역량 척도는 일반소비

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대학

생의 특성에 맞게 단순화 시켰다.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소는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

도, 재무관리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무관리역량에 대

한 설문문항들은 총 67문항으로 김하영(2014)[18]과 김창

이(2015)[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재무관리지식은 24개 문항으

로 “수입지출관리지식”, “저축과 투자지식”, “위험관리와 

보험지식”의 영역으로, 재무관리태도는 20개 문항으로 

“계획관리태도”, “신용과 부채관리태도”, “미래대비태도”

의 영역으로, 재무관리기능은 23개 문항으로 “위험관리기

능” “일상적 재무관리실천기능”, “금융환경대처기능”, “계

획관리기능”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2.2. Financial Self-efficacy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재무적 자기효능

감에 대한 설문문항들은 총 5문항으로 정우진(2018)의 연

구[20]에서 사용한 설문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응용하

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나의 재무 관리에 대해서 나는 자

신이 있음”, “나는 앞으로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발생한다

면 대출을 받을 계획임”, “나는 내가 설정한 재무적인 목

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음”, “나는 재무적인 문제상황에 직

면하면 해결을 잘하는 편임”, “나는 생각지도 않은 지출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세운 계획을 유지하려고 

할 것임” 등의 측정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문

문항들에 대해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2.3.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설문문항들은 총 8문

항으로 이지혜(2014)의 연구[21]에서 사용한 설문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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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적은 금

액이라도 빌린 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갚음”, “금융상

품에 관련된 정보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탐색하는 편임”, 

“매달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알고 있음”, “미래를 위해

서 저축을 하고 있음”, “금전출납부 등을 통하여 소비지출 

내역을 기록함”, “저축을 할 때는 만기 시의 수령 금액을 

알아 봄”, “금융기관은 한 군데만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함”, “나의 용돈수준과 소

비욕구를 분석해서 예산계획을 세움” 등의 측정문항을 사

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문문항들에 대해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상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SPSS 사회과

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

는 빈도분석, 평균을 통한 기술통계량 그리고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

설문조사 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C대학교 재학생 500

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중 문제 있는 답변

의 설문지를 제외한 457명의 설문지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응답자 중 성별로는 남학생은 239명, 

52.3%이고 여학생은 218명, 47.7%를 차지하였다. 학년별

로는 1학년은 102명 22.3%, 2학년은 148 32.4%, 3학년은 

121명 26.5%, 4학년은 86명 18.8%를 차지하고 있다.

IV. Analysis Result

1. Technical Statistics of Variables 

1.1. Financial Magement ability

설문대상자들의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재

무관리지식은 “수입지출관리지식”(M=3.47) 변수가 가장 

높게, “위험관리와 보험지식”(M=3.15)의 영역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재무관리태도는 “계획관리태도”(M=3.65) 변

수가 가장 높게, “신용과 부채관리태도”(M=3.10)의 영역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무관리기능은 “계획관리기

능”(M=3.58) 변수가 가장 높게, “금융환경대처기

능”(M=3.22)의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division measurement item mean

Financial 

Management 

Knowledge

Income Expenditure Management 

Knowledge
3.47

Savings and Investment Knowledge 3.36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Knowledge
3.15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Planning Management Attitude 3.65

Credit and Debt Management Attitude 3.10

Future preparedness 3.40

Financial 

Management 

Functio

Planning Management Function 3.58

Financial Environment Handling Function 3.22

Daily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 

Functions
3.29

Risk management function 3.30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of Financial Magement 

ability

1.2. Financial Magement ability

설문대상자들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수준은 

“나의 재무 관리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음”(M=3.75) 변

수가 가장 높게, “나는 재무적인 문제상황에 직면하면 해

결을 잘하는 편임”(M=3.1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division measurement item mean

Financial 

Magement 

ability

I am confident about my financial 

management
3.75

I am planning to take out a loan if I 

have unexpected expenses
3.50

I can achieve my financial goals well 3.37

I'm good at solving financial problem 3.18

I will try to maintain the original plan 

even if unexpected expenses occur
3.39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f Financial Self-efficacy

1.3. Financial Magement ability

설문대상자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달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알고 있음”(M=3.66) 변수가 가장 

높게, “금전출납부 등을 통하여 소비지출 내역을 기록

함”(M=3.0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division measurement item mean

Financial 

Manage

ment

Behavior

Pay back even a small amount at a fixed time 3.41

Information related to financial instruments 

is searched through promotional media
3.39

Know how much you earn and spend every 

month
3.66

Saving money for the future 3.25

The details of consumption expenditure are 

recorded through the cash register, etc
3.07

Know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at 

maturity when saving money
3.31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limited to one 

place, but use multiple financial institutions 

if necessary

3.40

I made a budget plan by analyzing my pocket 

money level and desire for consumption
3.36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f Financial Self-efficacy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171

2. Verifying the Hypothesis

2.1. Financial Magement ability and Financial 

Self-efficacy

표 4.와 같이 p<0.05 수준에서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

학생의 높은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2.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표 4.와 같이 p<0.001 수준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생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2.3. Financial Magement abilit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표 4.와 같이 p<0.01 수준에서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

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생

의 높은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tion 

variable
Beta t값 Sig.

Financial 

Magement ability

Financial 

Self-efficacy
.349 .339 .017*

Financial 

Self-efficac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335 .321 .000***

Financial 

Magement abilit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315 .315 .001*

Table 4. Test of hypothesis

Ⅴ. Conclusions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두고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서 재무관리역량, 재무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연구변수들 간의 가설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증결과로

는, 먼저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과 관련하

여,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재무관리지식은 

“수입지출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는 “계획관리태도”, 재

무관리기능은 “계획관리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무

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수준은 “나의 재무 관리에 대해

서 나는 자신이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무관리행동

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달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알고 있

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에,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

관리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그동안 일반금융소비자는 물론이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리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편이고 이들 변수들에 대해서 독립변

수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많은 편이다. 하지

만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변수를 사용하여 재무관리역량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관리와 관련된 변수들을 포괄적으

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설문대상자들은 현재 대

학생의 지위이지만 머지않아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을 갖

게 되면 소득을 직접 확보하여 지출도 스스로 하게 된다. 

잘못된 재무관리행태는 그들에게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그들의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

는 교육의 진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재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

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요인과 그 외에 재

무관리와 관련 있는 여러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

하여 진행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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