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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home economics in consumer education in middle schools focusing 

on building consumer competency. To this end, the content in middle school textbooks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written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ere analyzed. This study examined consumer education content based on the consumer

competency measurement index developed by the Korean Consumer Agency, and reviewed different foci presented by subject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which are components of consumer competency, are present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umer competency content, presented in textbooks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were comprised of citizenship competency(65.3%), transactional competency(27%), and financial

competency(7.7%). Second, in terms of content on the consumer’s citizenship competency,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consumer 

rights, revealing an imbalance between responsibilities and rights. Third, despite its importance,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transaction competency, and “consumer participation” in citizenship competency are insufficiently 

covered in the home economics. Fourth, social studies was the subject that most extensively covered the content of consumer 

competency. In terms of scope, home economics dealt with most of the sub-fields. Fifth, even when the same content of consumer

competency was covered, it was presented differently by subject. Sixth, there was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components of

consumer competency—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with a disproportionately high emphasis on knowledge. In conclusion, 

this study concluded that consumer education content of middle school subjects is insufficient to enhance consumer competency.

Key words: 가정과 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소비자역량(consumer competency), 

중학교 교과서(middle school textbooks), 학교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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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비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소비생활에서의 불확실성이 증

가하고, 소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새로

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의사

결정이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이 단순한 거래자⋅사용자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다(Lee, 2013). 따라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

고, 소비자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소비자역량 함양이 요구된다.

소비자역량은 소비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이고,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

천의 총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Fair Trade Commission, 2007). 

이는 변화하는 소비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영역에서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생활 맥락과 관련된 지식이 태

도, 신념에 연계되어 삶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소비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 시기에 형성

된 소비자 경험은 성인 소비자 행동유형을 결정하므로(Huh, 

Ryu, & Han, 2007), 청소년이 역량 있는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의 소비자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교 소비자교육은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Kim, 2014; Moon, 2013). 한편, 소비자사회화에 있어 학교와

의 상호작용이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한 

반면, 초⋅중학교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 & Lee, 2016). 이는 청소년 소비자교육에 있어

서 중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역량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비자교육은 

가정교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정교과 교육과

정에서 성취기준이 2개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미약하며, 여러 

교과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교과에 분산되어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

비자교육 내용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교과는 타 교과와 다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

므로 가정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교육 내용을 타 교과

와의 관계성 안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중학교 교육과정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는 가정

교과에 집중하여 이루어 졌으며, 출판사 별 소비생활 단원 

내용을 비교⋅분석한 연구(Kim, 2014; Yoo & Koo, 2018), 교육

과정 시기에 따라 소비자교육 내용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Ju 

& Park, 2015), 중⋅고등학교 소비자교육의 연계성을 파악한 

연구(Park & Kim, 2017), 교과서의 소비자교육 내용에서 특정

내용 및 관점의 반영여부를 파악한 연구(Ju, 2016; Kim, 2018; 

Kim, 2018; Lee, 2010; Moon, 2013)가 있었고, 가정교과의 소비

생활 단원 또는 관련 특정단원에 한정지어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가정교과와 타 교과를 비교⋅분석

한 연구(Huh, Ryu, & Han, 2007; Kim & Lee, 2005; Lee & 

Yu, 2015)는 사회, 도덕교과와 가정교과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주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교과와 전체 

타 교과와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역량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와 타 교

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을 분석하고, 지식, 태도, 실천

을 포함하는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가정교과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교과 간 소비자교육 내용의 의

미 있는 재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지식, 태도, 실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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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model of consumer competency

Ⅱ. 이론적 배경

1. 소비자역량

가. 소비자역량의 개념과 내용요소

소비자역량은 직무수행에서 사용하던 역량의 개념을 소비

생활의 맥락에 적용한 개념이다. 역량은 특정한 상황적 맥락

에 놓인 개인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개념(McClelland, 1973)에서 시작하였고, 특정 

상황,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

이 있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 정의되었다(Spencer & Spencer, 

1993). 그 후, 직무수행에서 논의되던 역량이 삶 전체를 관통

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Rychen & 

Salganik, 2003), 삶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소비자학에서 역

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Kim & Choe, 2011; Moon, 2013).

소비자역량의 개념을 살펴보면, 소비자역량은 경제시스템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이고(Braun, 

1979),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로, 인지적⋅정의

적⋅실천적 영역을 포괄한다(Moschis & Churchill, 1978). 또한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 재능으로 정의

되었다(Dickinson, 1980). 국내에서 소비자역량은, Braun(1979)과 

Dickinson(1980)의 개념을 토대로 소비활동의 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또는 재능으로, 소비자역할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

기능의 총체로 정의되었다(Rhee, 1985). 또한, 소비자역량은 

현대사회의 소비자로서 의사결정, 문제해결, 지식획득이 필요

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능력이고(Fair Trade Commission, 2007),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

위하기 위해 소비자로서 지녀야 할 잠재적, 실천적 능력이다

(Korea Consumer Agency[KCA], 2010). 이처럼 소비자역량은 

합리적, 효율적 역할수행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KCA(2014)는 Kim과 Choe(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역량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Figure 1>), 소비

자역량은 소비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의 총

체이고, 소비자역량을 갖추었을 때, 실제 삶에서 소비자행동

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비자역량의 내용은 소비자를 둘러싼 소비환경이 변화함

에 따라 진화한다(KCA, 2014). 이에 시대가 요구하는 소비자

역량을 소비환경을 둘러싼 경제⋅사회⋅환경적인 변화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3년 단위로 소비자 환경 변화를 토대로 소비자정

책 기본계획을 제시해 왔는데, 제4차(2018-2020)에서 저성장, 

양극화, 생활안전 및 여가수요 증가,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

결⋅지능정보 사회 도래, 온라인⋅모바일 및 플랫폼 거래 활

성화, 고령화⋅저출산⋅소가구화, 기후변화⋅생활환경 오염 

등을 소비환경의 변화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소비자문제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소비자로서의 새

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의 급증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필요

성과 소비자의 재무역량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2011년 가습

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생활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검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였다(KCA, 2017). 한편,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소비자역량(Song, 2008), 디지털환경에서의 

디지털 역량(Park, 2010), 환경문제에 따른 녹색소비 역량(Sohn, 

Kim, Rha, & Choi, 2010), 식품위해 불안감의 증가로 인한 식품

안전 분야의 소비자역량(Yoo & Joo, 2012) 등도 새롭게 요구

되고 강조되는 역량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역량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를 체계화해 왔다. 이는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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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분배, 소비, 처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통적 소비자의 

역할에 기초하여 2007년 처음 확정되었고, 후속 연구들에서는 

그 내용체계를 계승⋅유지하되 세부영역을 수정 및 정교화 

하였다(KCA, 2010, 2014; Oh & Bae, 2018). 이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기초역량의 내용과 

소비자 개인의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핵심역

량의 내용을 검토하여 체계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CA, 2014).

수정⋅보완된 한국소비자원의 2018 소비자역량 척도는 소

비자재무역량, 소비자거래역량, 소비자시민역량의 3개 대 영

역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재무역량은 소비자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의미한다(Oh & Bae, 2018), 이는 가족생애주기의 단계

별 재무적 수요에 따라 경제적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요

구되는 역량이다(KCA, 2014). 소비자거래역량은 소비자가 시

장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한 과정을 통해 소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다(KCA, 2010). 특히, 새로운 상품⋅서비스와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소비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통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현명한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 능력이 정보와 안전에 대한 역

량으로 진화하여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KCA, 2014). 소비자

시민역량은 성숙한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자로서 권리를 주장

하고 책무를 이행하고, 주체적인 소비문화를 확립하고 소비사

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만족

은 물론이고 사회의 공공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KCA, 2014).

이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역량의 

내용체계는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요구되는 소비자역량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

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을 통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소비자교육 내용의 기준으로 활용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소비자역량의 3대 구성요소는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

비자실천이다(Fair Trade Commission, 2007). 지식과 실천은 

인지적이고 표면적인 영역이며, 태도는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영역을 의미한다(Spencer & Spencer, 1993). 즉, 소비자역량은 

지식, 태도, 실천이라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실천적 영

역의 총체이다.

소비자지식은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사실, 개념 및 관념 등의 인지적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현명한 의사결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초적이

고 필수적인 요소이다(Rhee, 1985). 정보화, 세계화와 같은 소

비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확산되어 거래환

경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정보는 양적으로 팽창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소비자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다(Lee, 2013). 지식수준이 낮

은 소비자는 제품을 구체적인 속성, 편의보다 브랜드나 피상

적인 특징을 통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지식수준이 높은 

소비자는 구체적인 속성,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mith & Park, 1992). 또한, 지식을 

갖춘 소비자는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

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Owen, 1976). 즉, 지식을 갖춘 

소비자는 소비자권리를 주장하고, 소비환경을 적극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소비자태도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일련의 신념, 감정이고

(Rhee, 1985), 소비생활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자신감, 동기 등의 

내적 요소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잠재적 역량으로 가치, 신념 

등을 포함하고 있다(KCA, 2014). 또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신념, 평가 이외에 개인의 가치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치는 옳고 그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개인이 지닌 믿음

으로 간주된다(Sohn et al., 2010). 즉, 소비자태도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선호⋅비선호의 심리적 성향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이 지닌 믿음이기도 하다.

소비자역할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바람직한 소비자태

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hee, 1985). 또한 태도의 

변화는 행동의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실현될 잠재성을 

높일 수 있다(Francis et al., 2004). 소비자가 지니는 의식은 

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소비태도를 갖추는 것은 필요

하다(Benn, 2004). 즉, 소비자태도는 소비자행동의 변화를 예

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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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실천은 소비자기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는

데, 지식의 응용 및 실천의 개념으로 정의되었다(Rhee, 1985). 

소비자실천은 소비생활의 맥락에서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 

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으로, 소비자행동 또는 

행동의향을 대리변수로 사용 가능하다(KCA, 2014). 이는 소

비자의 소비활동에 대한 응용적, 실천적 영역이며, 소비자의 

행동적 차원의 능력이다(Lee,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역량을 구성하는 소비자지식, 소

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의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총체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역량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학교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은 2006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 구매와 관련된 판단능력, 자신의 선택에 책

임을 지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소비자기본계획은 학교 내 소비자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내 소비자교육의 내실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학교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학교 소비자교육은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Kim, 2014; Moon, 2013; 

Park & Lee, 2016). 학교 소비자교육은 가정과 사회를 이어주

는 예비적 단계로 미래사회를 책임질 역량 있는 소비자를 키

워가는 과정이며(Kim, 2014), 특히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소비

자 행동 패턴은 성인으로 이어지므로(Moore & Moschis, 1980), 

청소년 시기의 학교 소비자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비자교육은 표준화된 개별 교과목

이 없는 관계로 가정, 사회, 도덕 교과 등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교육은 각 교과

에 분산되어 지엽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체계적, 통합적 접근

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KCA, 2017).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통합적인 교육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는 범교과 학습주제로 소비자교육, 경제교육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비자교육이 

범교과 학습주제에서 제외되었고, 소비자교육 내용이 경제⋅

금융교육의 하위요소로 편재되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의 소비자교육이 범교과 학습주제에서도 제외되어 지속성, 

체계성, 통합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며(KCA, 2015), 이

는 소비자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KCA, 2017).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학교 소비자교육은 주로 가정교

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고(Lee, 2011; Park, 2003), 소비자

교육 측면에서 가정교과는 학습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특히, 중학교 가정교과는 공통필수교과에 해당되어 

청소년기의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Moon, 2013).

가정교과에서 소비자교육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5차 교

육과정(1987-1992)에서 소비자의 의의와 역할, 합리적인 소비

생활, 가정자원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다루며 본격적으로 ‘소비’

라는 용어가 강조되기 시작되었고, 6차 교육과정(1992-1997)

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구매의 원리, 소비자정보의 활용, 

소비자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소비자교육의 내용체

계의 토대가 되었다(Yoo & Koo, 2018).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로 통합되면서 소비자교육 비중이 축소되었

으나, ‘청소년의 소비생활’이 소단원으로 편제된 이후 그 내용

구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KCA, 2017).

한편, 소비자교육은 가정교과가 아닌 타 교과에서도 직⋅

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관련성이 높은 주요 

교과는 사회교과와 도덕교과이다. 사회교과는 사회현상을 올

바르게 인식하고 필요한 지식, 기능을 익히고, 민주 사회 구성

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 태도를 지닌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로서, 소비자교육 측면에서 소비자를 둘러싼 사

회변동을 이해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파악하고 소비자시민

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사회교과는 경제교육에 속하는 재무교

육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교육의 목

표⋅내용⋅방법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인 ‘초⋅중⋅고 재무

교육 표준안’에서 재무교육의 목표로 제시된 재무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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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ublisher Abbr. Year

기술⋅가정Ⅰ, Ⅱ 천재교육 기술⋅가정A 2018

국어 Ⅰ, Ⅱ 천재교육 국어A 2018

수학 Ⅰ, Ⅱ 천재교육 수학A 2018

사회 Ⅰ, Ⅱ 천재교육 사회A 2018

도덕 Ⅰ, Ⅱ 천재교육 도덕A 2018

미술 Ⅰ, Ⅱ 천재교육 미술A 2018

체육 천재교육 체육A 2018

기술⋅가정Ⅰ, Ⅱ 동아출판 기술⋅가정B 2018

국어 Ⅰ, Ⅱ 동아출판 국어B 2018

수학 Ⅰ, Ⅱ 동아출판 수학B 2018

사회 Ⅰ, Ⅱ 동아출판 사회B 2018

도덕 Ⅰ, Ⅱ 동아출판 도덕B 2018

미술 Ⅰ, Ⅱ 동아출판 미술B 2018

체육 동아출판 체육B 2018

Table 1. Analysed textbooks한 이해, 재무지식의 활용, 경제가치의 내면화, 합리적 선택과 

실천과 관련된 내용을 현행 사회교과 교육과정이 포괄하고 

있다(Heo, 2017).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별 

소비자교육 내용요소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교과는 양적으

로 소비자교육 내용영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소비

자교육의 핵심영역이 아닌 시장경제의 원리와 같은 경제교육 

영역이 소비자교육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도덕교과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갖

추어야 할 가치를 내면화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인격의 

토대를 마련하는 교과로서,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하여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내면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실천적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c).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

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와 사회, 도덕,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교과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가정｣

은 외형적으로 단일교과로 구분되지만, 내재적 성격이 다르다

고 판단하여 가정, 기술 교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

상 교과서 선정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

된 기술⋅가정 12종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출판사에서 집필

된 2종의 교과서를 선정하였고, 타 교과도 동일 출판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 목록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전체 교

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예비조사를 통해 음악, 과학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교과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소비자교육 관련된 

내용의 범주는 <Table 2>의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를 근거로 

하였고, 소비자역량의 개념적 모델<Figure 1>에 기초하여 소

비자역량의 내용요소와 소비환경의 맥락과 관련된 내용을 포

괄하였다. 소비환경의 맥락과 관련된 내용은 소비환경에 영향

을 주는 사회변화와 관련된 내용과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내용

을 포함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Krippendorff(1980)의 내용분석방법에 기초

하여, Wade(1993)의 3단계 과정에 따라 내용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양적⋅질적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분

석하고, 동료평가자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

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화 과정은 Maxqd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Maxqda는 컴퓨터로 지원되는 질적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로 자료를 분류⋅결합하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작업과정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xq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

과서 자료를 분석단위 별로 소비자역량의 내용과 구성요소의 

분석준거를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범주화된 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교과별 상세내용 분석을 

통해 내용제시의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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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onsumer competency index Analysis criteria

2014 2018 Sub-area Content element

재무역량

재무설계
재무설계 재무설계

- 재무설계

- 수입⋅지출 관리

- 노후설계자산⋅부채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

- 저축⋅투자

- 신용카드⋅부채관리

- 보험관리

거래역량

정보이해⋅활용 정보이해⋅활용 정보이해⋅활용

- 정보탐색⋅선별

- 표시⋅정보 이해

-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매의사 결정 구매의사 결정 구매의사 결정

- 구매계획

- 가격
- 계약⋅거래조건

- 품질비교

사용⋅분쟁해결 사용⋅분쟁해결 사용⋅분쟁해결
- 분쟁해결

- 안전한 사용

시민역량

권리주장 권리주장 권리주장
- 소비자관련법⋅제도이해

-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

책임수용

책임수용

책임수용

- 윤리적 소비

- 녹색소비

- 소비자 참여

소비사회 적응 소비사회 적응
-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Table 2. 2014, 2018 Consumer competency index and analysis criteria by content area

된 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석사과정 1인과 석사학위 

소지자 1인의 동료평가자를 통해 점검하였고, 불일치할 경우 

토론 및 협의의 과정을 통해 재분류하였다.

분석범위는 본문, 보충자료, 그림, 활동과제와 본문의 이해

를 돕기 위한 부연설명을 모두 포함하였다. 본문의 분석단위

는 형식적 단락인 기록단위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고, 그림, 

활동과제, 보충자료, 부연설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분석단위에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주제, 맥락, 활동, 역량의 구성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준거

가. 소비자역량 내용요소 분석준거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 분석준거는 성인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한국소비자원의 2018년 내용체

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시민역량에 속하는 ‘소비사회 적응’ 

2014년 역량지표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내용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구매 전 단계에 이

뤄지는 ‘구매계획’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소비환경에 영

향을 주는 사회변화와 시장경제의 이해의 내용을 추가하여 

‘소비환경 및 트렌드의 이해’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소비자역량 내용요소 분석준거는 <Table 2>와 같다.

나.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분석준거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

자실천에 대한 분석준거는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준거는 Rhee(1985)의 지식, 태도, 실천의 정의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지식은 Schahn & Holzer(1990)의 지식

분류를 참고하여 사실, 개념, 관념을 설명하는 추상적 지식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구체적 지식을 모두 지식으로 범주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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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사실, 개념, 관념을 설명하는 

추상적 지식

-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일반적, 
구체적 지식

추상적 지식) 소비자 신용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소득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개인이나 가계의 소비 행동과 관련하여 신용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지식) 할인 판매 기간이나 상설 할인 판매점을 이용하면 옷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전자 상거래나 홈쇼핑 등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의복을 마련할 수 있다.

태도

- 긍정적, 부정적 인식과 신념

-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감정

- 가치와 관련된 옳고 그름, 

타당성 여부를 다루는 내용

- 의견, 생각, 감정을 나누는 내용

- 성찰⋅반성하는 내용

예시1) 유전자 재조합 식품 재배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근거를 조사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해 보자.

예시2) 소비자의 역할을 바르게 알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공정무역, 소비 절제와 

나눔, 기부 등과 같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소비 행동을 해야 한다.
예시3) 조사한 환경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모둠의 의견을 모아 발표해 보자.

예시4) 일상생활의 구매 행위가 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세계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성적 저널을 써 보자.

실천

- 내 삶에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응용 및 실행해 보는 내용

-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적 방안을 

찾는 내용

예시1) 현재 자신의 재무목표를 적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워보자.
예시2) 지난 달 우리 집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과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하여 

가정에서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구해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보자.

Table 3. Analysis criteria for consumer competency components

였다.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과 신념, 

소비생활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자신감, 동기, 특정 대상에 대

한 평가와 감정, 긍정적⋅부정적 심적 성향, 가치와 관련된 

옳고 그름, 타당성 여부를 다루는 내용을 태도, 학생들의 의견, 

생각, 감정을 나누는 내용, 성찰⋅반성하는 내용으로 분류하

였다. 실천은 내 삶에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응용 및 실행해 

보는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의 

연계성은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의 총체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역량

의 소 영역 내용요소 안에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지

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의 3 요소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소비자역량 내용분석

가. 소비자역량 내용의 경향성

현행 중학교 소비자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역

량 내용요소 분석준거<Table 2>를 기준으로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 내용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소비자역량 내용을 대 영

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민역량(217.5개, 65.3%), 거래역량(90

개, 27%), 재무역량(25.5개, 7.7%)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 

영역 기준으로 내용요소를 살펴보면, 시민역량의 ‘책임수용’, 

‘소비사회 적응’ 순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반면, 재

무역량의 ‘재무설계’, 시민역량의 ‘권리주장’은 미미하게 다

루고 있었다.

소비자역량은 총 22개 소 영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중학교 교과에서 22개 모든 소 영역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었다. 소 영역 내용의 다루는 요소의 양을 상위 30%, 하위 

30%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상위 30%에 해당

되는 소 영역은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매계획’, 

‘안전한 사용’이었고, 시민역량의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의 이해’의 내용이었다. 반면, 하위 30%에 

해당되는 소 영역은 재무역량의 ‘수입⋅지출관리’, ‘노후설계’, 

‘보험관리’, 거래역량의 ‘가격’, ‘계약⋅거래 조건’ 그리고 시민

역량의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의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소비자역량 내

용분석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8 교과 중 사회교과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소비자역량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41%), 가정교과

(25.8%), 도덕교과(17%), 기술교과(8.4%), 그 외 교과(7.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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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 가정 사회 도덕 기술 국어 미술 수학 체육 계

재무설계

재무설계 2 2

수입⋅지출 관리 1 1 2

노후설계 1 1

재무관리

저축⋅투자 12 12

신용카드⋅부채관리 7 7

보험관리 1.5 1.5

재무역량 1 24.5 25.5

교과 내 재무역량 구성(%) 1% 18% 7.7%

정보

이해⋅활용

정보탐색⋅선별 7.5 7.5

표시⋅정보 이해 7.5 0.5 0.5 8.5

정보통신기술활용 1.5 9.5 12.5 23.5

구매

의사 결정

구매계획 10.5 7 17.5

가격 2 0.5 2.5

계약⋅거래조건 1 1

사용⋅

분쟁해결

품질비교 4.5 4.5

분쟁해결 5 5

안전한 사용 7.5 2.5 1.5 8.5 20

거래역량 47 9.5 9.5 14.5 0.5 9 90

교과 내 거래역량 구성(%) 55% 7% 17% 52% 17% 100% 27%

권리 주장
소비자관련법⋅제도이해 4 4

소비자권리인식 및 권리사용 2 2

책임 수용

윤리적 소비 6.5 7.5 6 20

녹색소비 14.5 20.5 37 9.5 3 5 2.5 92

소비자 참여 0.5 3.5 4

소비사회 적응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2.5 71 10 4 87.5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8 8

시민역량 38 102.5 47 13.5 9 5 2.5 217.5

교과 내 시민역량 구성(%) 44% 75% 83% 48% 100% 100% 83% 65.3%

총합계 86 136.5 56.5 28 9 5 3 9 333

교과별 소비자역량 내용(%) 25.8% 41.0% 17.0% 8.4% 2.7% 1.5% 0.9% 2.7% 100%

주. 표 내 수치는 천재출판사와 동아출판사 빈도의 평균임.

Table 4. Results of content analysis of consumer competency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별 소비자역량의 대 영역 비중

을 살펴보면, 가정교과는 거래역량(55%), 시민역량(44%) 순

으로 다루고 있으나, 재무역량(1%)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

다. 사회교과는 시민역량(75%), 재무역량(18%), 거래역량(7%) 

순이었고, 다른 교과와 비교하였을 때 재무역량은 사회교과에

서 주로 다루고 있었다. 도덕교과는 시민역량(83%), 거래역량

(17%) 순이었고, 재무역량은 다루지 않고 있었다. 한편, 기술

교과는 거래역량(58%), 시민역량(48%) 순으로 다루고 있었다.

한편, 비중이 높은 세 교과, 가정교과, 사회교과, 그리고 도

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소비자역량의 내용분석의 범위를 살

펴보면, 가정교과는 소비자역량의 소 영역 22개 중 17개, 사회

교과는 11개 그리고 도덕교과는 3개의 소 영역을 다루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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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rea Content elements

상위

30%

재무역량

거래역량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매계획

 안전한 사용

시민역량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하위

30%

재무역량

 수입⋅지출 관리

 노후설계

 보험관리

거래역량
 가격

 계약⋅거래 조건

시민역량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

Table 5. Analysis reults of consumer competency content

elements

다. 즉, 사회교과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

지만,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는 가정교과가 가장 다양한 소 영

역을 제시하고 있었다. 가정교과에서 다양한 소 영역을 제시하

고는 있지만, 재무역량의 ‘수입⋅지출관리’를 제외하고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고,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가격’, 

‘계약⋅거래조건’과 시민역량의 ‘소비자권리인식 및 권리사

용’, ‘소비자 참여’는 분석단위 2개 이하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나. 교과별 소비자역량 내용 비교분석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서 동일한 소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경

우, 교과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재

무역량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역량의 ‘수입⋅지출관리’

는 가정교과와 사회교과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생애주기에 따

른 수입⋅지출 곡선 그래프를 통해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거래역량의 ‘표시⋅정보 이해’는 가정교과, 기술

교과, 그리고 체육 교과에서 다루고 있었다. 가정교과는 상품

에 표시된 소비자정보, 의복품질표시, 식품표시 정보를 다루

고 있었고, 기술교과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체육교과는 건강한 생활습관

과 관련하여 영양표시 확인 내용을 제시하며 교과의 성격과 

연계되는 ‘표시⋅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가정교과, 도덕교과, 기

술교과에서 다루고 있었다. 가정교과는 전자상거래의 의미, 모

바일 쇼핑주의사항, 스마트폰 결제사기 피해예방에 관련된 내

용을 다루고 있었고, 도덕교과는 정보화 시대에 전자 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

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기술교과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의미와 특성, 정보통신 매체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내용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가정교

과는 실제 생활과 연계된 구체적, 기술적 방안을 다루고 있었

다면, 도덕교과는 정보화 사회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

었고, 기술교과는 정보통신기술의 의미와 특성, 사례를 설명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각 교과가 강조하는 초점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래역량의 ‘구매계획’은 가정교과와 사회 교과에서 

다루고 있었다. 가정교과에서는 구매의사결정 과정과 의⋅식

생활과 관련된 소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사회

교과에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구매계획에 대한 내용

을 언급하고 있었다. 거래역량의 ‘안전한 사용’은 가정교과, 

사회교과, 기술교과, 그리고 체육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가정교과는 식품,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

고 있었고, 사회교과, 기술교과는 GMO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를 언급하였고, 체육교과는 기호품의 올바른 섭취, 약물의 올

바른 사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민역량 관련 내용은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

고 있었으나, 제시하는 내용의 초점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윤

리적 소비’는 가정교과, 사회교과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가정

교과는 윤리적 소비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소비

자의 역할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

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교과는 나(개인)의 소비가 사회, 세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사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많았다.

‘녹색소비’는 체육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가정교과는 실제 생활에서의 의⋅식⋅주와 관련된 

친환경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 삶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었고, 사회교과는 환경문제, 환경이슈와 같은 사회적 문제

를 제시하고, 환경 친화적 노력들을 제도적 차원에서 언급하

고 있었으며, 적극적 형태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도덕교과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통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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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을 성찰하며, 환경 친화적 삶에 대한 내용을 개인⋅

사회⋅국가⋅세계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술

교과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기술의 발달 측면에

서 다루고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언급하고,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제안했다.

‘소비자참여’는 가정교과와 사회교과에서 언급하고 있었

다. 가정교과는 프로슈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으나,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한편, 사회교과는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시키고 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적극적, 능동적 형태의 

소비자 참여를 다루는 내용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환경 및 트렌드의 이해’는 가정교과, 사회교과, 도덕

교과, 그리고 기술 교과에서 다루고 있었다. 가정교과는 정보

화 사회와 소비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

고, 사회교과는 시장경제의 이해, 산업화⋅정보화⋅세계화와 

같은 사회변동과 서비스업⋅유통의 세계화, 뉴미디어 시대와 

같은 최근 흐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도덕교과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기술교과

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혁명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

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었다.

교과별 소비자역량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같은 내용

을 다루고 있지만 교과별로 내용의 초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교과는 개인의 실제 삶과 연계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면, 사회교과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도덕교과는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관련된 책임 

의식,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2.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분석

가.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비중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자지식(74.9%), 

소비자태도(17.4%), 소비자실천(7.7%) 순이었다. 재무역량의 

경우, 세 역량 중 지식의 비중(76.5%)이 가장 높았고, 태도와 

실천(11.8%) 순이었다. 거래역량은 지식(73.3%), 태도(16.7%), 

실천(10%)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민역량도 지식(75.4%)

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태도(18.4%)는 타 역량 대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던 반면, 실천(6.2%)은 가장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모든 대 역량에서 구성요소들의 

비중이 지식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실천을 다루는 비중이 매

우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정교과, 사회교과, 그리고 도덕교과의 소비자

역량 구성요소 비중을 살펴보면, 가정교과는 지식(75%), 태도

(15.1%), 실천(9.9%) 순으로, 사회교과는 지식(79.5%), 태도

(14.3%), 실천(6.2%) 순으로, 도덕교과는 지식(61.1%), 태도

(32.7%), 실천(6.2%)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가정교과

와 사회교과는 지식의 비중이 75% 이상으로 두드러지게 높았

으며, 도덕교과 역시 타 요소에 비해 지식의 비중이 높았지만

(61.1%), 사회, 가정교과 대비 태도의 비중이 32.7%로 상대적

으로 높았다.

나.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의 연계성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 세 요소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Table 6> 참조)는 다음과 같다. 

교과 전체적으로는 22개 제시 소 영역 중 ‘저축⋅투자’, ‘구매

계획’, ‘분쟁해결’, ‘안전한 사용’,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8개 영역

(36.3%)에서 지식, 태도, 실천이 연계되어 제시되었다. 교과별

로 살펴보면, 가정교과는 17개 제시 소 영역 중 ‘구매계획’, 

‘분쟁해결’, ‘녹색소비’,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4개 영역

(23.5%)에서 세 구성요소가 연계되어 제시되었다. 사회교과

는 11개 제시 소 영역 중 ‘저축⋅투자’, ‘구매계획’, ‘안전한 

사용’, ‘윤리적 소비’, ‘녹색 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6개 영역(54.5%)에서 3 구성요소가 연계되어 드러났다. 도덕

교과는 3개 제시 소 영역 중 ‘녹색소비’ 1개 영역(33.3%), 그리

고 기술, 국어, 미술 교과도 ‘녹색소비’ 영역에서 구성요소의 

연계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중학교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

교육 내용은 여전히 지식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소비자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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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영역 가정 사회 도덕 기술 국어 미술 수학 체육 전체

재무설계

수입⋅지출 관리

노후설계

저축⋅투자 ◯ ◯

신용카드⋅부채관리

보험관리

재무역량

정보탐색⋅선별

표시⋅정보 이해

정보통신기술활용

구매계획 ◯ ◯ ◯

가격

계약⋅거래조건

품질비교

분쟁해결 ◯ ◯

안전한 사용 ◯ ◯

거래역량

소비자관련법⋅제도이해

소비자권리인식 및 권리사용

윤리적 소비 ◯ ◯

녹색소비 ◯ ◯ ◯ ◯ ◯ ◯ ◯

소비자 참여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 ◯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 ◯

시민역량

주. 음영은 교과에 제시되고 있는 소 영역을 의미하고, ◯는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의 내용이 모두 제시되고 있는 경우를 표시함.

Table 6. Connections among consumer competency components by subjects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

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교과는 도덕교과 대비 지식의 

비중이 높고, 태도의 비중이 낮았으며, 구성요소의 연계성 측

면에서 사회, 도덕 교과 대비 부족한 양상을 보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

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있어 가정교과의 역할을 타 교과와의 관련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 내용은 시

민역량(65.3%), 거래역량(27%), 재무역량(7.7%) 순으로 구성

되어 있었고,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재무역량 내용은 양

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교과는 재무역량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재무교육 도입 시기는 생활습관 및 기본 

경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가 적절

하고(Choi, 2018), 중학교 시기는 실질적으로 재무역량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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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빈약하고 

체계적인 재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가정교과를 통해서 생활설계 관점과 금융소비자 관

점에서 재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Heo, 2017), 가정교과는 재무역량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설계적 관점은 가계의 수입⋅지출을 

파악하여 건전한 가계관리와 미래경제생활을 설계를 하는 것

으로 가정교과의 생애설계에서 다룰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

자 관점은 금융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가정교과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소비대상으로 포함시켜 

교육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무역량을 함양

하는 데 있어 사회교과와 가정교과가 상호보완적으로 그 역할

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역량의 ‘책임수용’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던 

반면, ‘권리주장’은 소홀히 다루고 있어, 소비자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 소비자역량

지수 결과에서 14년 조사 대비 모든 부문의 소비자역량이 고

르게 향상된 반면, 권리주장역량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는

데, 이는 학교 소비자교육의 내용구성과도 연결선 상에서 고

려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시민역량에서 소비자책임을 중요

하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이나, 소비자책임만을 강조

하여 소비자 권리주장의 내용이 등한시 된 것은 아닌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권리주장은 가정교과에서만 다루고 있

는 영역으로 가정교과가 주도적으로 책임의식에 기초한 권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적 요구와 문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역

량의 ‘정보통신기술활용’과 시민역량의 ‘소비자 참여’의 내용

을 가정교과에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정보통신환경은 거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소비자

는 거래하는 맥락에 따라 다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Choi, Chun, & Rha, 2015), 그에 따른 교육내용의 강화가 필요

하다. 한편, 소비자참여는 소비자가 프로슈머로서 능동적으로 

생산과 기업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역할이나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고, 소비자와 기업이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의미한다(Cheon, Kim, Lee, & Lee, 2014). 이는 소비자 

활동이 개인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주체

로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정교

과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역량을 키우고, 소비자의 역할이 적극적 형태의 소비자 

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교과(41%)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는 가정교과가 가장 다양한 소 

영역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에서 

소비자교육 내용영역을 양적으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핵심영역이 아닌 경제교육 영역을 소비자교육으로 수행하고 있

다는 KCA(2015)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가정

교과가 소비자역량 교육에 있어 핵심영역을 다루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교과임을 확인하였고, 가정교과가 소비

자교육을 위한 교과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교과별 소비자역량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교과별 내용의 초점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교과는 개인의 실제 삶과 연계된 실천적 방안, 

구체적 지식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교과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고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도덕교과는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여섯째, 소비자교육 내용이 여전히 지식 위주(74.9%)로 이

루어지고 있었고, 태도(17.4%), 실천(7.7%)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의 연계

성이 부족하였다. 특히, 실천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정교과의 경우에도 지식의 비중(75%)이 현저히 높았고, 태

도(15.1%)와 실천(9.9%)의 내용이 미흡하였으며, 이 요소들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소비자역량 함양으로 이어지기에 어려운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가정교과가 학교 소비자교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교과는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 가정교과의 내용은 소비생활 맥락과의 

연결성을 제시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방안, 전략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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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소비자교육에서 가정

교과는 소비생활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가치판단을 

통해 바람직한 실천양식을 갖추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그 실

천의 영역을 개인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할 필

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가정교과에서 부족한 영역들은 타 교과

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의 의미 있는 재구성을 위한 시도

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역량 함양에 있어, 소비환경의 맥락, 학생들의 

삶의 경험 맥락과 연결된 지식이 필요하며, 지식이 태도, 신념

에 연계되어 삶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가 지니는 

의식은 행동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높인다(Benn, 2004; Francis 

et al., 2004). 따라서 가정교과는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해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습득에 기초하여 행동의 의도를 

변화시키고 실천, 행동으로 전이되어 실제적인 소비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소비자교육의 시

사점을 찾기 위해 교육내용의 차원에서만 살펴보았다는 한계

를 가진다. 후속연구를 통해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

습 그리고 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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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학교 소비자교육에서 청소년의 소비자역

량을 함양하기 위해 가정교과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가정교과와 타 교과인 사회, 도덕, 기술,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교과서를 대상으로 소비자역량 내용,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소비자역량 내용은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체계화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내용체계를 준거

로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지식, 태도, 실천)의 비중과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에서 재무역량 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였으며, 

가정교과는 재무역량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둘째, 시민역량에서 책임수용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던 반면, 권리주장과 

은 소홀히 다루고 있어,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가정교과에서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활

용’과 시민역량의 ‘소비자 참여’의 내용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였다. 넷째, 사회교과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나,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는 가정교과가 가장 다양한 소 영역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섯째, 교과별 소비자역량 

내용의 초점을 살펴보면, 가정교과는 개인적 차원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교과는 소비환경과 

소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도덕교과는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여섯째, 소비자교육 내용은 여전히 지식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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