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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주요국 사례와 선행연
구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금융행복의 정의를 도출하고 금융행복을 측정
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함께 설문문항을 설계하였으며, 지수화를 위한 예시를 제시
하였다. 즉, 금융행복은 국민경제적 ‧ 사회환경적 요인 등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문화
적 요인의 작용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얻게 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결과물로 정의
하고 금융생활 중에 느끼는 안전감, 만족감, 자신감의 상태를 금융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 이후 개발되는 금융행복지수는 국민들의 금융행복지수 변화를 다차원적으
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전체 또는 개인특성별 금융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금융소
비자별 수요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미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수단을 개발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행복지수는 거시적 금융안정의 주요 기반인
가계의 금융안정도를 반영하므로 금융안정을 판단하는 간접지표로서 효율적 통화정
책 운영을 위한 참고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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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시되어 온 ‘국가금융역량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201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 제고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이해력 제고 노력의 성공여부에 대한 궁극적 척도는 개인의 금융웰빙 개선에
있다는 견해2)가 대두되었으나 당시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표준
화된 측정방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원(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는 2014년 말부터 금융이해력 정책의 성과평가 척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웰빙의 정의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금융웰빙의 개념이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웰빙은 본질적으로 직관적
이며, 일반인, 실무자 및 연구자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동 용어의
강점은 금융이 웰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에만 초점을 둔 개념들은 금융문제를 여타 삶의 요소와 분리되거나 관련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금융웰빙은 금융과 웰빙이라는 용어를 결합함으로써
이와 같은 인식을 감소시켰다. 금융이해력 또는 금융역량은 금융웰빙에 영향을 주는 하위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개인이 금융이해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궁극
적으로 금융행복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과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Fernandes, Lynch,
& Netemeyer, 2014).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에 대한 측정은 궁극적으로 그 산출물인 금융웰
빙 또는 금융행복(financial happiness)에 대한 측정으로 진화되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4～5년 전부터 금융웰빙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 조사만 실시하고 있을 뿐
금융행복 수준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수화하여 향후 금융행복지수가 작성되면, 동 지
수는 국민들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삶을 조망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행복지수는 거시적 금융안정의 주요 기반인 가계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오
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핵심요소 중 하나인 국민들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 CFPB (2015a),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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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융안정도를 반영하므로 금융안정의 간접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나 금융안정은 목표지표가 불명확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간접
지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행복지수는 금융에 대한 현재의 만족감과 미래의 안
정감을 반영한 지표인 만큼 동 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금융안정 상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간접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행복지수의 상승은 개인들의 안정적인 금융활
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금융안정은 통화정책 전달경로를 강화시켜 정
책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행복지수는 미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정책수단 개발을 모색하는데에도
활용 가능하다. 국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사적연금제도, 노후준비 인프라 조성, 생애주
기 자산관리법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고 금융지원방식의 다양화 및 서민금융제도와 고용·
복지제도간 연계강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계금
융복지조사, 금융이해력조사 등과의 연계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도 가능해질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금융
행복’의 정의를 설정하고 금융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함께 지수화를 위한 설문
문항을 설계하며, 이를 시행하는 지수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둘째, 금융행복지수 개
발을 위한 지표개발 및 전체 설문문항 항목을 구성하며 셋째, 지수화 방법론에 대하여 제
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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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행복지수를 도입한 주요 국가별 사례

본 장에서는 최근 금융행복지수를 도입한 주요국 중 미국과 영국의 금융행복지수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주요 국가별 현황 및 사례
가. 미국
1) 개발기관 및 금융웰빙 정의 개발 연구
미국의 금융행복지수인 ‘CFPB Financial Well-being Scale’(이하 CFPB 금융웰빙스케일)은 도
드-프랭크법(Dodd-Frank Act, 2010)3)에 의해 설립된 CFPB의 주도로 개발되었다.4) CFPB는
2015년 최초로 소비자 관점의 금융웰빙에 대한 정의를 개발하였으며5)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CFPB 금융웰빙스케일을 개발하였다.6)
CFPB는 금융웰빙의 의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웰빙을 “개인이 현재 금융적
의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고, 미래의 금융상황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인생을 즐
길 수 있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소비자 면담조사 결
과, 문헌조사 및 주요 전문가들과의 상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금융웰빙에 현재 및 미래 안
전성, 현재 및 미래 선택의 자유 등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즉 금융웰빙
이란 현재와 미래의 금융 안전성과 선택의 자유를 보유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이다.

3)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창설,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를 규제하는 ‘볼커 룰’ 도입, 소비자보호 규제 도입, 파생거래 규제 도입 등이다.
4) CFPB 직원과 외부연구계약팀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금융웰빙의 정의 개발과 금융웰빙스케일 개발 책임을
맡았다. 외부연구계약팀은 Corporat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CFED)의 주도하에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Center for Financial Security, Urban Institute, ICF International, and Vector Psychometric Group으로 구성
됐다. CFPB (2017a). p.6.
5) CFPB (2015a).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6) CFPB (2017a). “Financial Well-Being Scale: Scale development and technic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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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웰빙의 4가지 구성항목

<표 1>

현재

미래

안전성

일일 및 월별 금융 통제력

금융충격의 흡수능력

선택의 자유

삶을 즐기기 위한 선택의 금융적 자유

금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

자료: CFPB (2015a).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p. 19.

CFPB는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내 ‧ 외부적 요소들이 개인의
금융웰빙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만들었고 2016년 실시한 전국민 대상 서
베이를 통해 동 가설에 대한 테스트 및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금융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림 1>

개성 및 태도
: 생각, 느낌, 행동 경향
사회경제적 환경
→
: 가족과
사회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

결정환경
: 특별한 결정 배경

→

행동
: 실제
행동하는 것

지식 및 기술
: 알고있는 것,
알고있는 방법
→

개인의 금융웰빙
→ : 자신의 금융상황에
만족하는 정도

이용 가능한 기회
: 주어진 선택권

자료: CFPB (2015a).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p. 46.

위 그림은 금융행동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금융웰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사
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개인특성, 금융지식 및 결정환경은 금융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개역할을 통해 금융웰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와 같은
금융웰빙과 그 영향요소간 프레임워크는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
려면 지식과 기술,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믿음, 기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결정환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CFPB는
금융교육은 단순히 개인들이 금융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같은 금융역량 강화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웰빙의 개선에 두어져야 한다고 기술한다.7)
7) CFPB (2015a).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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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FPB 금융웰빙스케일 개발 연구
CFPB는 금융웰빙 수준의 수량적 측정을 위한 금융웰빙스케일도 개발했다. 이는 개인의
금융웰빙 수준을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수량화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연구팀은
금융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10개 항목 스케일을 개발했다. <표 2>는 CFPB 금융웰빙스케일
의 최종 표준 양식을 구성하는 10가지 항목을 보여준다. 또한 각 항목의 질문내용과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
여 ‘CFPB 금융웰빙 정의’의 금융 통제력, 금융충격 흡수능력, 금융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삶을 즐길 수 있는 금융적 자유 등 4가지 요소를 포괄한다. 약식형 질문의 스케일(<표 2>
에서 †로 표시된 항목)도 긍정 또는 부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금융웰빙의 4가지 요소에
대한 적절한 적용범위를 제공한다. 표준스케일(10개 항목)과 약식스케일(5개 항목)간 상관관
계는 0.94(p<0.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CFPB 금융웰빙스케일(<부록 4> 참조)
질

문

응답항목

이것은 당신을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1. 나는 예상치 못했던 중요한 지출을 통제할 수 있었다.
2. 나의 금융미래는 안전하다.
3. 나의 금융상황 때문에, 내 평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 †
4. 나의 돈관리 방법 때문에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
5. 나는 금전적으로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 *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현재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저축할 돈이 지속되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 * †
이것은 당신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7. 결혼, 생일, 조문, 기타 행사를 위한 선물이 나의 월 지출에 부담을 준다. *
8. 나는 매월말에 돈을 남긴다. †
9. 나는 나의 금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
10. 나의 금융문제가 내 삶을 지배한다. * †

언제나
자주
가끔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 응답점수가 반대로 부여되는 항목
† 축약스케일(5개 항목)에 포한되는 항목
자료: CFPB (2017a). “CFPB Fiancial Well-Being Scale: Sacle development technical report”. pp.23~24.

3) 금융웰빙조사 및 조사결과 활용
CFPB는 CFPB 금융웰빙스케일을 사용하여 18세 이상 6,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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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2017년 9월 최초로 금융웰빙 조사보고서8)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인들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직업형태별 등 금융웰빙의 평균수준을 보여준다. 설문조사는
금융상황 및 환경, 개인 특성, 가구 및 가족 특성, 소득 및 고용 특성, 저축 및 안전망, 금
융경험, 금융 행동, 기술 및 태도 등 7개 범주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동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웹사
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즉 국가 금융웰빙보고서 원본과 함께 서베이 데이터 파일, 분석툴
을 위한 코드, 사용자 가이드, 및 파일 코드북 등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 또는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영국
1) 개발기관 및 금융웰니스의 정의
영국의 금융행복지수인 ‘Momentum UK Household Financial Wellness Index’(이하 모멘텀영
국가계금융웰니스지표)는 2015년 설립된 노동당 후원 정치조직인 모멘텀(Momentum)9)이 브
리스톨대학 개인금융조사센터(Personal Finance Research Centre(PFRC))에 위임하여 개발하였
고, 2016년에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PFRC는 금융웰니스를 직접 포착할 수 있는 단일 측정수단은 없고 금융웰니스는 다양한
측정수단이나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개인 금융웰니스는
금융적 신뢰와 만족, 금융역량, 저축·자산·보장, 금융애로 및 채무 조정능력, 금융포용, 소득
감소 및 어려움 극복능력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했다. PFRC는 금융웰니스를 일
생동안 비용을 감당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무계획, 재무관리 및 재무행동
조정 프로세스로 정의했다

2) 모멘텀영국가계금융웰니스지표 개발 연구10)
모멘텀영국가계금융웰니스지표는 개인 및 가계의 전체적인 금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8) CFPB (2017b), “Financial well-being in America”.
9) Momentum은 2015년에 설립된 영국의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및 노동당 후원 정치조직이다. 2017년 1월
이후 모든 모멘텀 회원은 노동당원으로 되었으며, 2018년 현재 모멘텀의 총 회원수는 약 40,000명에 이른다.
10) Hayes, D., J. Evans, and A. Finney (2016b). “Momentum UK Household Financial Wellness Index - Quantitativ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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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되었다. PFRC는 영국 국민의 평균 금융웰니스 점수를 0～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는
단순한 지수를 개발했는데, 이 지수 중 70%는 국민의 금융상황을 개인 및 가계 레벨에서
보여주는 미시지표로, 나머지 30%는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시지표로
각각 구성하였다.
미시지표는 금융웰니스의 상이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각 항
목들은 10점내에서 점수가 부여된다. 동 7개의 항목은 금융적 자신감 및 만족감, 단기계획
금융역량, 장기계획금융역량, 저축 ‧ 자산 ‧ 보장수준, 금융애로 및 채무의 해결능력, 금융포
용, 소득감소 및 어려움 극복능력 등이다.
각 영역에 포함된 구성항목별 가중치는 동일하고, 각 구성항목의 최대점수는 한 개 영역
의 총점(10점)을 포함된 구성항목수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다음으로 각 항목의 지표상 점
수는 각 항목의 최대값에 실제 취득한 점수의 10점에 대한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예를 들
어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영역에서 어떤 항목의 조사점수가 최고점수(10점 중 10점)인 경우
지표상의 점수는 2.5점(= 2.5(10/4) × 1.0(10/10))이 되고, 최저점수(10점 중 0점)인 경우 지표
상의 점수는 0점이 된다. 응답자의 특정 영역 점수는 그 영역 내의 항목 점수를 합하여 구
한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각 미시지표 영역의 점수를 합하면 총 70점에 해당하는 미시지표
의 점수가 산출된다.
거시지표는 영국경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전체 금융웰니스지수
의 30%를 차지한다. 거시지표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에는 국민경제 전체상황을 반
영하는 실업률, 1인당GDP 성장률, 소득불평등 지니계수가 포함되며, 이들 지표의 가장 최
근 수치를 이용하여 0~10점 사이의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 부여방법을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을수록, 1인당GDP 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을수록 각각 높은 점수가 부여
된다. 실업률의 경우는 실업률이 4%이면 10점, 9%이면 0점이 부여되며, 1인당 GDP의 경우
는 PPP기준 1인당GDP 성장률이 5%이면 10점, -5%이면 0점이 부여되고, 소득불평등 지니
계수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지니계수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초로 계산하여 지니계수가
39.6이면 0점, 28.9이면 10점이 부여된다. 세 가지 지표의 점수를 단순합산하면 총점 30점의
거시지표 점수가 계산된다.
개인별 금융웰니스지수는 서베이 결과를 통해 계산된 7개 미시지표 항목들의 합계점수
와 모든 서베이 응답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3개 거시지표 항목들의 합계점수를 합산
하여 산출된다. 또한 인구 특성 및 사회경제적 그룹별로 금융웰니스지수의 평균점수가 계
산되며, 다양한 분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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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멘텀영국가계금융웰니스지표 구성항목

금융적 자신감 및 만족감
단기계획금융역량
장기계획금융역량
저축 ‧ 자산 ‧ 보장수준
금융애로 및 채무의 해결능력

미시지표
: 개인 서베이 데이터
(70%)
⇒

금융포용

전체
지표

빈곤 및 어려움 극복능력
실업률
일인당 GDP
지니계수

거시지표
: 국가 경제지표
(30%)

자료: Hayes, D., J. Evans, & A. Finney (2016b). “Momentum UK Household Financial Wellness Index Quantitative methodology”. p. 4. 내용을 재정리.

3) 모멘텀영국가계금융웰니스지표 조사결과
모멘텀에서는 금융웰니스 점수를 기준으로 ‘Financially Distressed’(금융적 빈곤상태, 44점
이하), ‘Financially Unstable’(금융적 불안상태, 44점 초과~59점 이하), ‘Financially Exposed’(금융
적 위험노출, 59점 초과~75점 이하), ‘Financially Well’(금융적 건강상태, 75점 초과) 등 4그룹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016년에 발표된 2015년 영국가계금융웰니스지표 조사 보고서에
서 전체평균점수는 67점(미시지표 46점, 거시지표 21점)으로 나타났고, 그룹별로는 ‘Financially
Well(금융적 건강상태)’ 27%, ‘Financially Exposed(금융적 위험노출)’ 48%, ‘Financially Unstable
(금융적 불안상태)’ 22%, ‘Financially Distressed(금융적 빈곤상태)’ 3%로 나타났다.

다. 호주
1) 개발기관 및 금융웰빙의 정의 개발 연구
호주에서는 호주커먼웰쓰뱅크(CBA,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와 멜버른연구소
(Melbourne Institute)11)가 공동으로 ‘CBA-MI Reported Financial Wellbeing Scale’ 및 ‘CBA-MI
Observed Financial Wellbeing Scale’을 개발했다.12) 2개의 지수를 별도로 조사하여 지수별 분
11) The Melbourne Institute는 멜버른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경영경제학부 내의 조사연구부서이다.
12) Carole Comerton-Forde, et. al. (2018), “Using Survey and Banking Data to Measure Financial Wellbeing”,

4th 2020

9

석 및 양지수 연결분석을 실시한다(이하 2개의 지수는 CBA-MI 금융웰빙스케일).
CBA-MI 연구팀의 연구결과, 금융웰빙은 사람들이 현재, 미래 및 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서 금융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금융적 결과물, 삶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을 할 금융적 자유,
금융에 대한 통제력, 금융 안전 등에 대해 인식·보유하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사람들
의 금융웰빙은 그들이 인식하고 경험한 금융적 결과물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금융적 결과물로 구성되는데, 이는 상호 연결되어 있지만 금융웰빙의 다른 측면을
각각 포착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전체적인 금융웰빙은 양 요소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
라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인다.
금융웰빙은 가계특성, 외부환경 및 금융행동 등 3가지 일반적인 결정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금융웰빙 결정요인에 대한 초점은 금융행동에 두었으며, 금융행동은
가계특성 및 외부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CBA-MI 금융웰빙스케일 개발의 주요목표는 금융웰빙에 기여하는 여러 다른 잠재적 특
성 및 행동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그것들과 분리되는 결과물로서의 금융웰빙을 측정하는
한편, 호주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케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미국 등 과
거 금융웰빙스케일에 대한 연구들이 서베이를 통한 소비자의 자체보고 자료만을 이용한
반면, 이 연구는 소비자의 자체보고 정보와 금융거래 데이터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즉,
호주내 주요 은행 고객들의 금융웰빙에 대한 다항목 스케일의 개념화, 개발, 테스트 및 유
효성 검증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 기록과 일치하는 고객의 자체보고 서베이 데이터를 사
용하여 금융웰빙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항목반응이론(IRT) 모델을 사용하여
서로 다르면서도 관련성 있는 두 가지의 금융웰빙스케일을 생산한다. 하나는 금융적 의무
충족, 금융적 자유, 통제 및 안전 보유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 ‘보고
된 금융웰빙스케일’이고, 다른 하나는 순금융자산, 지출 및 지불에 관한 5개의 금융기록 측
정값으로 구성된 ‘관측된 금융웰빙스케일’이다. 이 두 가지 금융웰빙스케일은 각각 다른 측
정치들로 구성되고 다른 잠재구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지만, 40%의 양의 상
관관계를 보여준다. 항목반응이론 모델에 따르면 각 스케일은 광범위한 결과들에 신뢰할만
한 차이가 존재하고, 스케일 내의 구성요소도 유사한 식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CBA-MI 보고된 금융웰빙스케일은 사람들이 금융적 의무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결정에 대한 금융적 자유를 갖고 있는지, 금융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 금융적으로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and Melbourne Institute Financial Wellbeing Scales Technical Report No. 1,
Chapter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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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지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묻는 10개 질문의 답변으로 구성된다. CBA-MI 관측
된 금융웰빙스케일은 소비자들의 금융기록으로부터 가져온, 그들의 일상시기, 어려운 시기,
하루의 환경을 보여주는 5개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구성된다. CBA-MI 금융웰빙스케일은
CFPB 금융웰빙스케일에 비해 지출환경과 저축대비 지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다.

2) 금융웰빙스케일 활용
CBA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금융웰빙 평가도구(Learn more about your financial wellbeing)13)
를 구축하여 호주인들이 자신의 금융웰빙수준을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용자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내용
과 기타 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

2. 국내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금융이해력조사(OECD 자료제공) 등이 있으
나 전술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민 금융행복수준 측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분석연
구는 전무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의 생활수준 및 가계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한국
은행 및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동 조사는 전국의
20,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특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자산운용계획, 부채상환능력,
노후생활 등을 조사한다. 동 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 및 변화요인 등을 분석하
고, 경제사회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는 한편, 가구특성별 자산, 부채, 소득, 지
출의 구성 및 분포, 재무건전성 및 소득분배지표 등을 파악하여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재무, 금융 및 소득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OECD/INEE가 제시한 금융이해력 및 금융포용 측정조사 가이드라인(2018년 버전)
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표는 금융지
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이해력 조사항목 총 18개와 금융포용 조사항목 4개를 포함
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의 2018년 버전에는 금융웰빙 분석을 위한 질문들을 포함하여 각
나라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3) CBA Homepage: https://www.commbank.com.au/digital/fwb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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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부터 금융웰빙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들의 금융역량(이해력)조사만 실시하고 있을 뿐 금융행복 수준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3.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
해외 국가들의 금융행복지수 관련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금융행복지수와 관련된 용어는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금융웰니스(Financial Wellness) 등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소 및 결정요인도 국가별로 다르게 구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합
한 측정수단을 개발하고 서베이 실시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행
복지수는 대부분 정부기관의 주도로 민간 전문 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역량강화 정책의 결과물로서 국민 금융웰빙 수준 제고 및 금융정
책 활용자료로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국가별 금융웰빙지수 연구사례
를 통해 각 국가별 특징은 <표 4>와 같다.
금융웰빙 모델은 금융이해력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개념으로 금융이해력과 금융
역량의 구성요소들을 직간접적인 결정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이 금융웰빙 및 금융이해력 관련 설문을 통합하여 조사하고 있다.14) 미국은
그동안 금융웰빙조사와 금융역량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왔는데, 최근에 CFPB는 2016년의
금융웰빙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웰빙과 금융역량요소 및 금융상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보고서15)에서 개인의 금융기술은 금융행동에 기여하고, 금융행동은 금융상황에
기여하며, 금융상황은 금융웰빙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실한 경로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금융행복지수 개발과정에서 염두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행복지수는 전체 및 구성요소별 측정이 가능하고, 응답자
의 개인특성에 관계없이 일반적 적용이 가능하여 대상별 비교분석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 정책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둘째, 금융행복지수의 개발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그 주요 목적에 따라 해
외 선행개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금융행복지표 측정 및 관련 설문문항

14) OECD 금융이해력조사 모델, 영국의 금융역량조사 모델, 호주의 금융웰빙조사 모델 등에는 각각 금융역량
과 금융웰빙 설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5) CFPB (2018). “Pathways to financial well-being: The role of financial capability”, Research brief.

12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금융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설계를 통해 금융행복지수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그 결과 금융행복지수가 금융소비
자의 금융행복도를 높이는 금융소비자보호,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및 금융안정, 효율적
인 통화정책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사례 특성 및 시사점

<표 4>
구분

해외사례 특성

금융행복지수개발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웰빙이란 개인이 현재 및 지속중인 금
융적 의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고, 미래
의 금융상황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
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

- 각 나라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기
본적인 접근방법은 유사
‧ 선행연구 조사, 소비자 및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개념적 정의를 개발하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
‧ 정의의 구성요소(영역) 분석 및 결정요
인 분석에 초점을 둠

- 미국 등의 선행개발 사례를 적극 활용
∙ 호주
‘금융행복’을 금융웰빙은 사람들이 현재, 미래 및 가능
측정하기 한 어려운 상황에서, 1) 금융적 의무를 충 (개발절차)
위한 개념 족시키는 금융적 결과물, 2) 삶을 즐길 수 ‧ 우리나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금융행복에 대한 구성요소, 결정요
있는 선택을 할 금융적 자유, 3) 금융에
인을 포함하는 개념적 정의를 설정
대한 통제력, 4) 금융안전 등에 대해 지
‧ 각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각·보유 정도
설정
‧ 각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작성
∙ 영국
금융웰니스란 일생동안 비용을 감당하고 ‧ 응답결과를 집계하여 지수화하는 방법
을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무계획,
‧ 지표, 질문, 지수화 방법 등에 대한 전
재무관리 및 재무행동조정 프로세스
문가의 자문 실시

영향요인

∙
∙
∙
∙
∙
∙

지표구성

∙ (미국) 주관적 지표로 구성
∙ (호주) 주관적지표와 객관적지표를 결합
∙ (영국) 주관적지표와 객관적지표를 조합

- 금융행복지수 정의, 구성요소, 결정요인
및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
며, 외국의 선행개발 사례를 적극 활용

지표측정

∙ (미국) CFPB 금융웰빙스케일
∙ (영국) 모멘텀영국가계금융웰니스지표
∙ (호주) CBA-MI 금융웰빙스케일

- 한국의 금융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행복지표 측정

사회경제적 환경
심리적 요소(개성 및 태도 등)
지식, 경험 및 기술
결정환경
이용 가능한 기회
행동

- 미국 등의 분석기법을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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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금융행복지수 개발 방안

행복은 사전적 의미에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심신욕
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된다(황명진 ‧ 심수진, 2008). 그러나
행복은 명확한 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개인의 기
대수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융행복16)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환경 하
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우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검토한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
의와 금융행복의 영역과 지표(안)를 도출하고, 측정의 객관성 확보 및 측정결과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집단의 자문조사를 거쳐 금융행복지표와 금융행복지수를 도출하기 위
한 전체 설문문항을 제시함으로써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2>는 금융행복지수 개발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금융행복지수 개발과정

16) 본 고의 제3장 이하에서 사용되는 ‘금융행복’이란 용어는 외국의 사례에서 본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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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행복의 정의 및 구성
국내에서는 금융행복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가계의 재무적 측면의 객관적
상태를 측정하고 주관적인 재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금융소비자가 금융을 수단으로 행복한 상태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금융행복(도)’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과 이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없는 상태이다.
금융행복은 금융웰빙과 유사한 의미로 선행연구들에서 고찰된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금융웰빙의 구성요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일상적으로 필요한 금융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할 수 있고
- 미래의 예상(또는 계획)된 금융수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 예상치 못한 금융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고
-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 자신의 금융문제에 대한 선택권,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3>

금융행복영역의 도출 구조

금융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을 영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사례를 개인 단위의 미시적 접근과 사회 단위의
거시적 접근,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조건 측면으로 단순화하여 재구성하면 <그림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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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식화할 수 있다. 객관적 조건과 거시적 접근의 교차 영역은 국민경제적 영역으로, 미
시적 접근과 객관적 조건의 교차 영역은 사회환경적 영역으로, 거시적 접근과 주관적 인식
의 교차 영역은 사회문화적 영역, 미시적 접근과 주관적 인식의 교차 영역은 개인심리적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행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시
적 접근과 주관적 인식의 교차 영역인 개인심리적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이
금융생활을 영위하면서 얻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도인 금융행복의 정의에 부합하는 영역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행복지수의 구성항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행복에 영향을 주
는 관련 영역들을 고루 파악하고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영
역의 정의 및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경제적 영역: 개인의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단위의 거시경제적 요인,
예) 부동산가격, 물가수준, 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 남녀 기대수명 등
② 사회환경적 영역: 개인의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인, 예) 가계구성, 교육수
준, 주거상태, 주거지역, 금융접근성, 고용형태, 노동시간, 소득수준, 지출규모, 자산상
태등
③ 사회문화적 영역: 개인이 금융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예) 금융교육, 금융이해력(또는 금융역량), 사회적 관습 등
④ 개인심리적 영역: 개인이 금융활동으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 심리적 상태, 예) 금융웰
빙, 금융자신감 등
이에 본 연구에서 ‘금융행복’은 ‘국민경제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등 주어진 환경하에
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작용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얻게 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결과물
(산출물)’로 보고 해외 국가들의 금융웰빙의 정의와 구성영역을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금융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금융행복’이란 “금융생활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충분한 안전감, 만족감, 자신감의 상태”로
보고 금융생활에 대한 안전감, 만족감, 자신감의 3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항목을 설계하였다.
안전감의 영역은 현재와 미래의 금융통제력과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
느끼는지, 만족감의 영역은 현재와 미래의 금융수요에 대한 선택의 자유 및 편안하고 만족
함의 수준, 자신감의 영역은 현재와 미래의 금융회복력과 금융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자신
감의 상태 및 수준을 측정하고자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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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복의 영역과 구성요소

<표 5>
영역

관련 항목
현재

미래

안전감

- 현재 금융 통제력(A1)
- 현재 금융상태에 대한 안전감(A2)

- 미래 금융 통제력(A3)
- 미래 금융상태에 대한 안전감(A4)

만족감

- 현재 금융수요 충족능력에 대한 만족감
(B1)
- 현재 금융상태에 대한 만족감(B2)

- 미래 금융수요 충족능력에 대한 만족감
(B3)
- 미래 금융상태에 대한 만족감(B4)

자신감

- 현재 금융서비스 선택 접근성(C1)
- 현재 금융회복에 대한 자신감(C2)

- 미래 금융서비스 선택 접근성(C3)
- 미래 금융회복에 대한 자신감(C4)

2. 금융행복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해외국가들의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측정된 척도들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황에 맞게 금융행복지표 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토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금융행복을 정의하고 관련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흘러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금융행복’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항목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금융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항목은 주요국의 금융웰빙 구성항목을 참조하되 위에서
제시한 금융행복에 대한 정의 및 구성영역을 반영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다고 판단
되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표 6>은 미국의 CFPB 금융웰빙스케일, 영국의 금융웰니스지
표의 구성항목 중 ‘재무적 자신감과 만족감’에 대한 문항, ‘재무적 박탈감과 어려움에 대한
느낌’에 대한 문항, 호주에서 사용한 금융웰빙척도 문항을 활용하되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의 상황에 맞는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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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금융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측정항목(Financial Happiness Scale)

영 역

문 항

안전감

∙
∙
∙
∙

매달 수지상태를 잘 통제하는 편이다.(A1)
현재 필수 생활비(식료품비 등)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A2)
미래에 금융(돈)문제가 내 삶을 통제할 것 같다.(A3)
미래 최소한의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걱정이다.(A4)

만족감

∙
∙
∙
∙

결혼, 생일, 조문, 기타 행사를 위한 선물이 나의 월 지출에 부담을 준다.(B1)
현재 금전적으로 별 문제 없이 편안한 상태이다.(B2)
미래 은퇴자금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B3)
나의 금융 상황 때문에, 내 평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B4)

자신감

∙ 현재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자신이 있다.(C1)
∙ 현재 소득이 1/3정도 감소해도 어느 정도 차입없이 해결할 수 있다.(C2)
∙ 미래 갑작스런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C3)
∙ 미래 발생할 나의 금융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C4)

금융행복(도) 측정 지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각 항목의 내용 및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3.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개념적 모델과 설문문항 설계
가. 금융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개념적 모델
금융행복지수의 개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어떤 경우에 금융행복을 경험하며, 금
융소비자들의 금융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금융행
복의 정의를 고려하면 개인의 금융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금융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안전감,
만족감, 자신감의 영역으로 금융행복지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
아야 한다.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환경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금융이해력을 개인 생애에 필요한 주
요 기술로 인식하고, 자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OECD, 2005; OECD, 2012; Atkinson and Messy, 2012; ASIC, 2014; CFPB,
2015a 등)17) 금융활동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동을 망라한 금융역량의 개념이
17)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의 증진은 금융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금융행동 변화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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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개인의 금융행복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 및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산상태 및 수입지출구조
등 사회경제적 특성, 개인적 삶의 태도 및 기질과, 금융서비스 관련 요인(금융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금융업권,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유형, 금융서비스 접근성) 등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금융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개념적 모델이다. 금
융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총 4영역의 항목들은 설문문항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18)

<그림 4>

금융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개념적 모델

나. 설문문항 설계
금융행복의 3가지 구성요소 및 금융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표 7>
과 같이 설계되었다.

점을 맞춘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Hill et al.(2003)은 미국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금융행동이
양(+)의 상관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Calvet et al.(2009)은 스웨덴 투자자들의 교육수준이 투자 실
수(mistake)와 같은 특정 금융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 Christelis et al.(2010)과
Walstad et al.(2010) 등은 금융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능력, 즉 금융이해력이 주식보유 또는 주식시장 참여
라는 금융행동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18) 지수화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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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복 서베이 측정항목

<표 7>
범주
금융행복지표

측정
∙ 현재와 미래의 금융생활의 안전감, 만족감, 자신감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 및 가계특성)

∙
∙
∙
∙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가족구성)
경제적 특성(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주거형태 및 지역, 고용형태 및 노동시간
금융상품 보유 및 금융접근성

국민경제적 요인

∙
∙
∙
∙

고령화(기대수명)
소득불평등지수
실업률/1인당 GDP성장률
공적프로그램 및 사회적 보험

사회문학적 요인
(금융역량)

∙ 금융지식
∙ 금융태도
∙ 금융행동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8>과 같다.

<표 8>

금융행복지수개발을 위한 설문문항
금융행복지표

응답항목

다음 질문에 대하여 가장 일치하는 곳에 답해주십시오.
1. 매달 수지상태를 잘 통제하는 편이다.
2. 현재 필수 생활비(식료품비 등)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3. 미래에 금융(돈)문제가 내 삶을 통제할 거 같다.
4. 미래 최소한의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걱정이다.
매우 그렇다(5)
5. 결혼, 생일, 조문, 기타 행사를 위한 선물이 나의 월 지출에 부담을 준다.
상당히그렇다(4)
6. 현재 금전적으로 별 문제 없이 편안한 상태이다.
그저 그렇다(3)
7. 미래 은퇴자금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거의 아니다(2)
8. 나의 금융 상황 때문에, 내 평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전혀 아니다(1)
9. 현재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자신이 있다.
10. 현재 소득이 1/3 정도 감소해도 어느 정도 차입없이 해결할 수 있다.
11. 미래 갑작스런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12. 미래 발생할 나의 금융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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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요인(금융역량지표)
< 금융지식/금융태도/ 금융행동 >

응답항목

다음 질문에 대하여 가장 일치하는 곳에 답해 주십시오.(2018년 금융이해력 조사지 활용)

금융지식
(7)

∙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 이자 개념의 이해
∙ 단리 계산
∙ 복리 계산
∙ 인플레이션의 의미
∙ 분산투자 개념
∙ 위험과 수익 관계

정답은 1점,
그 외는 0점

금융태도
(3)

∙ 저축보다 소비 선호
∙ 미래보다 현재 선호
∙ 돈은 쓰기 위해 존재

매우 동의=1점, 동의=2점,
보통=3점,
대체로반대=4점,
완전 반대=5점

금융행동
(8)

∙ 가계예산 관리
∙ 적극적인 저축활동
∙ 신중한 구매
∙ 청구대금 적기 지급
∙ 평소 재무상황 점검
∙ 장기 재무목표 설정
∙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 가계수지 적자 해소

가계예산관리(1)
저축경험 있는 경우 1점,
그 외 0점
매우 동의 또는 동의의 경우
(1)
그 외 0점
독자적 정보 이용(2),
비교 ‧ 검토 또는 일반정보 이
용 (1)
차입에 의존 0점, 그 외 1점

-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가족구성)
경제적 특성(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주거형태 및 지역, 고용형태
금융상품 보유 및 금융접근성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
1.남성 2.여성

사회
인구학적
특성

∙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년생
∙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중졸이하 2.고졸 3.대졸 4.대학원 졸 이상
∙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1.미혼, 2.기혼, 3.이혼 또는 사별
∙ 가족구성(자녀 유무여부나 첫 자녀 연령 등으로)
∙ 소득(월평균 세후 총소득)

경제적
특성

∙ 소비지출(월 평균 생활비)
∙ 자산(현재 자산의 현재가치)
∙ 부채(앞으로 갚아야 할 총 부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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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
및 지역

∙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1.자가 2.전/월세 3.기타
∙ 귀하의 거주지역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1.특별시 2.6대 광역시 3.중소도시 4.농어촌
5.기타

고용형태

∙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정규직 근로자
2.기간제(계약직) 근로자
3.4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
4.4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
족종사자
5.부동산 및 금융/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자
6.파견 근로자
7.임시직, 일용직 등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

금융상품
보유
및
금융
접근성

∙ 다음 보기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보유하
고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연금상품 또는 은퇴상품
- 뮤추얼펀드, 단위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 주택담보대출
- 기타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 신용대출
- 자동차구입자금대출
- 신용카드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등)
- 저축성예금(정기예·적금 등)
- 소액대출(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 보험
- 주식 및 지분
- 채권
- 모바일 소액 결제
- 선불카드/직불카드
- 암호자산(비트코인), 가상통화공개(ICO)
- 부동산 리츠
- 없음
∙ 다음 중 금융회사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점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금융접근성 문항>
1.과도한 거래비용
2.거리가 멂
3.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많음
4.신뢰 부족
5.기타
∙ 주거래 은행을 포함하여 귀하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1.1개(주거래 은행) 2.3개 이하 3.5개 이하
4.6개 이상
∙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금융거래 경험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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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이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1)정규직
근로자로 현재 무직이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면 (5)부동산 및 금융소득 생
활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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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적 요인
-

고령화(기대수명)
소득불평등지수
실업률/1인당 GDP성장률
공적프로그램 및 사회적 보험
고령화

∙ 연령대별로 이후 몇 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그 해 태어난 사람의 기대수명

소득
불평등
지수

∙ 지니계수: 0은 완전균등분배, 1은 완전 불균등분배

실업률
/1인당 GDP
성장률
공적프로그램
및 사회적 보험

∙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 1인당 GDP성장률: GDP를 총인구로 나눈 값의 연간 증가율
∙ 4대보험 가입여부
∙ 금융정책상품 활용여부

4. 금융행복지수화 과정 및 방법론
다수의 지표를 활용하여 단일한 수치로 변환하는 지수화 연구는 지수 체계가 조악하거
나 지수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복잡한 현실을 요약하고 일반 대중과 정책결정자의 직관적인 해석에 도움을 주
어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장점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OECD & EC JRC, 2008; 정해식 외, 2017; 김미곤 외, 2017). 일반적으로 지수화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1단계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단계, 2단계는 통계처
리, 3단계는 통계검정, 마지막으로 4단계는 지수를 제시하고 시각화하여 활용하는 단계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행복지수에 포함된 지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자문단 조사를 거쳐 관련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발 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
였다.19)
금융행복지수의 구성 예로서 지표별 기준점 방식으로 표준화 과정을 거친 후20) 이렇게
19) 이는 일종의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이라 할 수 있는데, 델파이 기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
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 델파이 기법은 1950년대 미
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되어, 연구시행이 용이하고 간단하며 미래예측 뿐 아니라 이해
집단의 갈등관계를 추정하거나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도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 통계치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표준화를 거쳐야 한다. 표준화는 지표값의 순위, 백분위점수, Z점수(=
{(실제값 – 평균) / 표준편차}), 기준점 방식( = (실제값 – 최소값)/(최대값 – 최소값)), 최소-최대 정규화 전
환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방식은 순기능 지표에 대해서는 기준점 방식을, 역
기능 지표에 대해서는 (최대값 – 실제값)/(최대값 – 최소값)의 수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통계치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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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가중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21) 즉,  번
째 지표에 속하는 변수가 달성가능한 최소값이  , 최대값이   , 실제값이  라고 할 때,
가칭 ‘금융행복지수( , Financial Well-Being Index for Korea)’는 다음 식과 같이 기준점
의 가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식에 금융행복지표 12개 항목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및 실제값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행복지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 지표에서 최대값을 달성하는 경우    이 되고 모든 지표에서 최소값
을 달성하는 경우    이 된다. 이는 UNDP의 행복지수 및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금융포용지수(financial inclusion index) 등과 유사한 방식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금융행복지수 설문문항(안)의 실제 적용 전 설문문항(안)의 각
지표별 요인분석을 통해 지표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구조화함으로써 설문문항(안)
설계의 신뢰성 및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금융행복 영
역인 국민경제적 영역, 사회환경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및 개인심리적 영역에 포함된
지표가 해당 영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국민(금융소
비자) 대상 설문조사에 앞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pilot
test) 결과를 활용하여 검증 가능하다.
나아가 실제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금융이해
력조사의 경우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시 ‧ 도,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에 따른 층화에 대하여 각 층별 주민등록인구수에 따른 확률비례추
출법에 의해 표본수를 선정하고 있는바, 금융행복지수의 설문조사 또한 이를 활용한 표본
설계가 가능하다.

동일한 경우 변환과 표준화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21)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지수를 구성하는 영역과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가중치 방식과
통계적 방식이나 참여방식을 통해 산출된 비동일가중치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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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요국 사례와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금융행복지수’ 산출에 필
요한 세부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는 국
가금융역량전략의 세부정책수단으로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 제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역량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의 금융웰빙에 대
한 명확한 정의와 표준화된 측정방법은 제시되지 않았고 2014년에 이르러서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CFPB(2015a)는 금융웰빙은 개인이 현재 및 지속 중인 금융적 의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고 미래의 금융상황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을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웰빙은 소득, 고용, 건강 및 사회적
지원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태도 및 심리적 특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
구에서도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해 금융역량이 향상되며, 금융역량 향상은 결국 금융웰빙
(또는 금융행복)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금융행복의 정의
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설
문문항을 제시하였다.
주요국에서는 금융행복지수와 관련한 용어로 금융웰빙스케일, 금융웰니스인덱스 등과 같
이 다소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내포하고 있는 ‘금융행복’으로서의 정의는 대동소이한 것
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금융행복의 결정요인으로 내부요인과 외부요
인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그리고 금융행복의 측정지표로 주관적 지표 및 객관적 지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따라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행복지
수의 개발은 대부분 정부기관 주도로 민간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금융소비
자보호 및 금융역량 강화정책의 결과물로서 국민의 금융웰빙 수준 제고 및 이를 위한 제
반 정책수단의 발굴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우 ‘CFPB 금융웰빙 스
케일’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금융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설문응답자에 대한
주관적 및 거시경제 지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모멘텀금융웰니스지표’를 개발하여 국민들
의 금융웰니스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호주의 CBA-MI 스케일은 설문응답자에 대한 주관적
설문조사로 측정되는 보고된 금융웰빙과 객관적 은행거래결과로 측정되는 관측된 금융웰
빙을 산출하고 이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금융행복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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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금융행복지수는 전체 및 구성요
소별 측정이 가능하고 설문응답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여 응답 대상별 비교분
석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 정책에 활
용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둘째, 금융행복지수의 개발 목적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념적 모델이 설정되고 관련 설문문
항이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행복지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행복도를 높이는 금융소비
자 보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금융안정,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영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영향요인을 도출한 후 금융행복 결정요인의 개념적 모델을
도출하였다. 각 영역은 개인단위의 미시적 접근과 사회 단위의 거시적 접근, 주관적 인식
과 객관적 조건 측면으로 단순화하고 각각을 객관적 조건과 거시적 접근의 교차 영역은
국민경제적 영역으로, 미시적 접근과 객관적 조건의 교차 영역은 사회환경적 영역으로, 거
시적 접근과 주관적 인식의 교차 영역은 사회문화적 영역, 미시적 접근과 주관적 인식의
교차 영역은 개인심리적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개인을 둘러싼 내적 및
외적인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지수개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주관적인 금융행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접근과 주관적 인식의 교차 영역인 개인심리적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각 개
인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금융생활을 영위하면서 얻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도인 금융행복의
정의에 부합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행복을 개인이 주어진 사
회·경제·문화적 여건하에서 금융생활 중에 느끼는 안전감, 만족감, 자신감의 상태로 파악하
고자 각 영역별로 금융행복 지표의 측정항목을 설계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금융행복 지표
의 설문문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한
후 최종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금융행복수준이 조사되고 지수화 방안이 검토
된다면 추후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금융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척도개발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전체 설문문항이 설
계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의 제안은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연
구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금융행복지수’가 개발되면 매년 국민들의 금융행복지수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전체 및 특성별 금융행복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둘째, 향후 금융행복지수의 자가 진단 및 수요
자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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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복 수준을 점검해보고 어떠한 영역들이 금융행복을 방해하는지, 또 어떤 영역들이
금융행복을 도와주는지를 파악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별 수요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미국의 사례처럼 국민 개개인이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금융행복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
여 전문가로부터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정책목적으
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금융문제 지원서비스가 질적 및 양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 차원의 전략금융상품(서민금융상품 등)의 경우 이를 이용한 국민들의
금융행복지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
자의 특성별(지역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등) 금융행복지수 분석을 통한 금융서비
스 수요와 금융권역별 미래지향적 서비스 영역과 내용을 파악하여 수요자 맞춤형 금융상
품 및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나아가 본 연구를 기초로 한 금융행복지수의
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의 금융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금융안정 정책방향과 경제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포괄적인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의미
하며, 금융시스템의 한 주체로서 금융소비자인 개별 국민의 금융행복 수준을 파악하는 것
은 금융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행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사자료를 통해 통계적 분석을 하기 전 연구단계로 추후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는 가운데 최종 금융행복지수 문항이 확정되고 금융행복수준을 파악하게 될 것
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금융접근성지수(금융포용지수)와 금융역량지수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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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 금융웰빙스케일 개발 과정
1. 개발과정
CFPB 금융웰빙스케일 개발은 전형적인 개발절차인 5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CFPB 금융웰빙스케일 개발 프로세스의 주요 개선점은 항목응답이론(IRT) 모델링을
도입한 것이었다. 고전적 접근법과 IRT는 모두 다 주어진 응답자의 금융웰빙 수준에
대한 점수를 찾아내는 것이지만, 고전적 접근법은 응답자의 금융웰빙 수준을 반영하
는 개별항목들에 대한 답변을 단순합산(또는 가중합산)하는 접근법을 더 많이 채택하
는 반면, IRT는 "질문답변 방식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응답자가 특정 금융웰빙 점수를
가질 확률이 얼마인지?"를 묻는다. IRT 및 관련 방법들(예: 구조방정식모델링)은 더 나
아가 그 가능성이 응답자의 특성이나 설문조사 관리모드(예: 자체관리, 면담자관리)와
함수관계를 갖고 변하는지를 점검한다.
미국의 모든 성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금융웰빙 스케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
는데, 초기의 질적 연구에서 연령별로 금융웰빙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파악되었기 때문에22) 연구팀은 노동연령 소비자와 노년층이 체계적으로 다르게 응답
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금융웰빙스케일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노령 소비자(62세 이상)와 젊은 소비자(18∼61세) 두 가지 샘플로 구성되었
다. 응답자 연령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금융웰빙에 대한 생각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초기분석은 이 두 그룹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별도로 수행되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연령 그룹별로 분리되었지만, 연
구의 일반적인 디자인은 두 그룹에서 동일했다.
아래 <표 1>은 스케일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데이터 수집(인터뷰 및 설문조
사) 단계별 참가자 수를 보여준다. 프로젝트의 제1단계에서 59명의 성인 소비자와 30
명의 금융실무자를 대상으로 질적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s)가 실시되었고,23) 이를 통
해 수집된 정보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초기 후보항목 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초기항목 풀은 19명의 성인 소비자와의 인지인터뷰(cognitive interviews)를 통해 항목문
구를 테스트하고 수정하면서 평가했다. 총 3회에 걸쳐 14,0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
해 스케일모델을 개발·확인하고, 금융웰빙의 최적 지표가 되도록 질문수를 줄였으며,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여 온라인으로 자체관리할 때와 전화로 관리할 때 설문조사
응답이 얼마나 다른지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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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 수집 단계별 응답자 수
Interviews

Adults 18-61

Adults 62+

All Consumers

Practitioners

Qualitative interviews

41

18

59

30

Cognitive interviews

12

7

19

Surveys

Adults 18-61

Adults 62+

All Consumers

Round 1 survey (online)

3,542

958

4,500

Round 2 survey (online)

6,350

1,549

7,899

Online

500

500

1,000

Telephone

519

481

1,000

Total Survey Respondents*

10,911

3,488

14,399

Round 3 survey

* Subset of survey respondents included in final scale development analysis sample = 10,804.

(개념 및 초기 항목풀 개발)
연구팀은 초기 후보항목 풀을 개발하기 위해, 이 연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
서 수행된 일대일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s)의 사본들을 재검토했다. 인터뷰에
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문구와 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테스트할 잠재적인 항목을 개발
했다. 또한, 이전연구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관련주제에 대해 이전에 어떤 질문을 했는
지 알아보고 그 중 일부를 초기 항목풀에 포함시켰다. 초기 항목풀은 응답자가 자신
의 경제 상황 및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소득 및 삶의 단계와 무관하
게 설계되었다.
이 항목들은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재검토되었으며, 47개 항목을 선정하여 응답자
가 모든 질문을 적절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 문구를 개선하기 위해,
인지인터뷰(cognitive interviews)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현장 테스트를 받도록 하였다. 이
소비자들은 다양한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위상 및 생활단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세스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이해 문제
를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항목 및 응답에 대한 대체 문구도 테스트 되었다. 설문조사
질문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테스트 프로세스에는 항목의 방향이
응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다. 연구팀은 중복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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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는 하나의 항목을 폐기하고 설명문구(statement wording) 정제작업을 마친 후
46개의 후보항목을 스케일 개발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서베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팀은 수정된 항목풀을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인정된 대규모 서베이 데이터 제
공업체를 통해 3차례의 서베이를 실시했다. 어떤 응답자도 2차례 이상의 서베이에 참
여하지 않았다. 처음 2차례 서베이는 대규모의 다양한 소비자 그룹 대상으로 온라인으
로 진행되었다.24) 연구가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이동하면서 초기항목 세트에서 스케일
을 개발, 수정 및 단축하기 위해 조사·확인 목적 요소분석과 IRT모델링이 사용되었다.
세 번째 서베이는 온라인 및 전화로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라운드의 온라인 데이터 수
집에 이어 개발된 스케일을 확인, 수정하고 모드효과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었다.
제1라운드 : 첫 번째 서베이의 목적은 금융웰빙 후보항목의 기초가 되는 가장 적절
한 구조의 실증분석적 결정을 통해 스케일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서베이는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6개의 후보항목에
대해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샘플은 연령구분별로 남녀간에 균등하게 분
배되었으며 여러 인종 및 민족 카테고리와 지역의 응답자를 포함했다.
제2라운드 : 두 번째 서베이의 목적은 (1) 1차 서베이 데이터에서 개발된 초기 스케
일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로 확인하고 (2) 항목 답변에 대한 연령그룹별 차이를 점검
하고 (3) 항목내용 및 항목성능에 따라 예비 버전의 스케일에 포함될 항목을 선정하
고 (4) 스케일 점수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 서베이는
1차 서베이 데이터 분석결과로 선정된 44개의 후보항목에 대해 성인, 인종 및 민족
카테고리, 소득 카테고리 및 미국 각 지역이 혼합된 7,8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제3라운드 :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서베이는 (1) 스케일의 신뢰성에 대한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제공하고 (2) 서베이 관리의 여러 모드 또는 방법(자기관리 및 면접관관리)
을 비교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3라운드에서는 2라운드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하여 선정된 12개의 항목에 대해 온라인 조사 및 전화조사가 각
각 다른 1,000명에게 실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모드테스트”는 질문이 제공되는 방
법에 따라(예: 면접관이 소리내어 읽어주거나 응답자가 직접 텍스트를 읽음) 응답자가
질문에 다르게 응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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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개발)
CFPB 금융웰빙스케일은 최신 측정이론분석(factor analysis 및 IRT모델링 포함)을 사
용하여 개발되었다.25)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표는 실험 및 설문조사 연구에서 다양
한 집단에 걸쳐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측정학적 특성(psychometric properties)을
가진 측정수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CFPB 금융웰빙스케일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통계분석에는 기본 설명통계학(basic
descriptive statistics)뿐만 아니라 표준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사·확인 목적 요인분
석이 포함되어 금융웰빙 후보항목의 기초가 되는 가장 적절한 구조를 실증분석적
(empirical)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프로세스는 (1) 금융웰빙이 단일척도(a
single measure)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2) 스케일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해 단일개
념(a single concept)만 측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한 개의 일영역모델, 본질적인 항목내용에 의해 선험적으로 정의된 여
러개의 다영역모델, 방법론적 고려사항을 반영한 초기 조사적 분석(예: 항목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현)에 사용된 기타 모델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했다.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은 두요소모델(bi-factor model)26)의 형태를 취했다. 이 모델
에는 잠재적 금융웰빙 구성과 관련된, 10개의 모든 스케일 항목에 적용되는 하나의
요소와 항목의 극성과 관련된(즉, 항목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표현되었는지의 여
부) 두 가지 요소/영역이 포함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요소는 적절한 보조요소의 방
향과 항목의 문구표현(wording)이 일치하는 항목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각 개별 항목은
두 가지 요소만 갖고 있다.27)
최종 모델은 개념적으로 건전한 전반적인 “금융웰빙” 점수를 제공하는 동시에 항목
의 긍정적 및 부정적 표현에서 비롯된 항목 응답의 "잡음"을 제거한다. 앞서 언급한 4
가지 본질적 요소(substantive elements)가 명시적으로 모델링에 내재되지 않았지만(예:
계산된 “선택의 자유” 점수가 없음) CFPB 금융웰빙스케일의 최종 버전에 4가지 본질
적인 영역이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항목들이 선택되었다.
(항목선정)
모델개발 단계에서 실증적으로 지원된 모델구조를 사용하여 IRT분석을 통해 항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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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항목 매개변수”라고도 함)에 대한 객관적인 값을 얻었다.28) 각 항목은 금융웰빙의
일반적 개념과 얼마나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매개변수/값과
어떤 특정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금융웰빙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여
러 개의 중요성 매개변수/값을 갖고 있다.(예: “강하게 동의함”, “나의 금융미래가 안
전함”과 같은 답변을 하는데 어떤 수준의 금융웰빙이 필요한지)
연구팀은 스케일에 포함시킬 항목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했다. (1)
일반적 금융웰빙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항목을 관련성이 낮은 항목보다 우선
했고 (2) 스케일의 “일반 목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항목에 걸쳐 중요성 품목(severity
items)이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29) 또한 낮은 수준의 금융웰빙 보유자, 높
은 수준의 금융웰빙 보유자, 이들 중간에 위치한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
해 광범위한 중요도 값(severity values)을 원했다.
1차 서베이 데이터 수집 후 항목성과 분석은 46개의 금융웰빙 후보항목으로 시작했
다. 3차에서는 2차 결과를 기반으로 한 12개의 최고성과 질문들만 응답자에게 제공되
었으며, 항목성능(IRT 결과), 스케일의 전체 신뢰도 및 항목내용(4개의 본질적 관심영
역이 모두 표시되도록 함)을 기초로 그 중 10개의 질문이 최종버전 스케일에 선정되
었다. 각 단계에서 테스트한 항목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데이터 수집 단계별 항목수
Data Collection Phase

Tested Items

Cognitive Interviews

47*

Phase 1

46

Phase 2

44

Phase 3

12

Final Scale

10

* One item was deemed repetitive and discarded following cognitive testing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최종 스케일에는 항목내용이 표시된 레이블을 제공하는 두
개의 5점짜리 영역별 응답세트를 사용한다. 즉, 설명응답세트(Descrives me)와 빈도응답
세트(Frequency)이다. 설명응답세트는 참가자에게 각 문장이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는
지를 나타내는 응답을 선택하라는 지시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5”는 “나를 완벽하게 설

4th 2020

37

설명함”을, “1”은 “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빈도응답세트는 참가자에게
자신에 대해 이 진술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응답을 5점 척
도를 사용하여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5”는 “항상 그렇다”를, “1”
은 “전혀 아니다”를 나타낸다.
<약식 스케일>
10개 항목 수집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전히 금융웰빙에 대한 유용한 지표를 제공하
기 위해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식스케일을 만들었다. 약식스케일 포함항목은 항목성
과(각 항목의 밀접성과 중요성을 기준)를 기반으로 하고, 금융웰빙의 4가지 본질적 요
소(통제력, 충격 흡수력, 목표달성을 위한 준비, 선택의 자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선
택되었다. 동일한 소비자 그룹에 대해 평가된 5개항목 버전 점수와 10개항목 버전 점
수간의 상관관계는 0.94 (p<0.001)로 매우 높았다. 여기서 1.0은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의미한다.
2. 연령그룹 및 모드 차이
초기모델은 젊은 소비자와 노령 소비자에 대해 별도로 테스트 되었지만, 이들 두
연령대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일반모델을 찾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통해 그룹간 직
접 비교와 다른 그룹에 대해 동일한 질문과 응답세트 사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자체관리 모드와 면접관관리 모드에서 응답이 일관되
게 유지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각각 다른 데이터 수집 모드를 사용했다. 자체관리
를 위한 항목 매개변수(관련성 및 중요도)는 온라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개발되었고
면접관관리를 위한 항목 매개변수는 전화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개발되었다. 1) 스케일
을 자체관리한 18-61세 응답자, 2) 면담자가 스케일을 읽어준 18-61세 응답자, 3) 스케
일을 자체관리한 62세 이상의 응답자, 4) 면담자가 스케일을 읽어준 62세 이상의 응답
자 등 4개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점검이 이루어졌다.
4개 그룹 모두에서 CFPB 금융웰빙스케일에 대해 동일한 기본모델구조(부정적 및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특정요소가 들어있는 두요소모델(bi-factor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그룹간에 항목성능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4개의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항목 매개변수가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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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목 매개변수는 하나의 대규모 다중그룹모델(large multiple-group model)에서
추정되었으므로, 4개 그룹 모두의 결과 점수는 서로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즉, 동일
한 측정규준(metric)에 있음: 노인층 인터뷰 그룹의 45점은 젊은층 자체관리그룹의 45
점과 같음을 의미). 또한 분석에 따르면 이 모델의 모든 점수산출 항목(항목 매개변수
세트)은 10개 항목 스케일에서 한계 신뢰도가 0.89 이상으로 나타났다.30) 약식 스케일
의 한계 신뢰도도 모든 그룹에서 0.8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계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
파(Cronbach‘s alpha)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3. 유효성 테스트
금융웰빙스케일의 점수를 사용하여 도출한 추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 차
례의 서베이 데이터 수집시 각각에 스케일질문(scale questions)과 함께 다양한 검증수
단이 포함되었다. 참조 가능한 기존의 정확한 금융웰빙 측정수단은 없었지만, 금융만
족도, 신용점수 및 경제적 충격과 물질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 등과 같은 관련 개념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스케일(CFPB Financial Well-Being Scale)이 예상대로 측정하는 경
우 위와 같은 측정수단들의 점수 간에 예상되는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유효성 검증 수단들은 주로 관련 개념 및 설문
조사에 자주 사용되는 기타항목에 대한 기존의 스케일에서 가져왔다.
이러한 유효성 검사에 사용되는 항목, 척도의 예로는 1) 신용등급(자체보고), 2) 30일
내에 $2,000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3) 3개월 소요 비용을 저축으로 보
유, 4) 현재 금융상황에 대한 자기평가, 5) 부정적인 경제사건 경험(가계소득 충격, 압
류, 건강비상, 미지급 채무), 6) 음식 및/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능력이 없음(물질적
어려움) 등이 있다.
새로운 스케일의 점수와 이러한 측정값 간의 관계분석은 방향과 규모 모두에서 예
상되는 관계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금융웰빙 점수와
"현재 당신의 금융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이에 긍
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보통 금융회복력의 척도로 사용되는
질문인 “3개월 소요 비용을 저축으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30일 내에 $2,000를 마련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도 위의 경우와 동일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효성 검증 항목들도 통계적으로 유사하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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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웰빙 점수는 자기평가 신용등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지난해 경제적 어
려움 경험가능성과 미지급 채무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와 같
은 다른 금융적 개념과 금융웰빙 사이에 예상되는 관계에 대한 선험적 가설과 방향이
일치한다. 또한, CFPB 금융웰빙스케일 점수는 소득 및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상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와도 예상되는 방향으로 연관성이 있었다.

22)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CFPB (2015a).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Section 3.2.
참조.
23) 질적 인터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FPB (2015a).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참조.
24) IRT스케일 개발방법은 전국을 대표하지 않더라도 크고 다양한 응답자 샘플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베이 응
답자들은 Survey Sampling International (SSI)에서 추출했다. 동 샘플은 전국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노동년령
및 고령 소비자 센서스(Census)에 기초한 미국인구와 비슷했다. 스케일 개발분석 샘플에 포함된 서베이 응
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CFPB (2017a). “CFPB Financial Well-Being Scale: Scale development technical report”.
‘Appendix A’. 참조.
25) 측정학적 분석(Psychometric analyses)은 Vector Psychometric Group이 진행했다. 모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CFPB (2017a). “CFPB Fiancial Well-Being Scale: Sacle development technical report”. ‘Appendix B’, pp. 33～
41. 참조.
26) Gibbons, R. D., and D. Hedeker (1992). “Full information item bi-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57(3), pp.
423~436.
27) 사용된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FPB (2017a). “CFPB Fiancial Well-Being Scale: Sacle development technical
report”. ‘Appendix B’. pp. 33～41. 참조.
28) IRT 분석은 flexMIRT® 2.0를 사용하여 진행됐다. Houts, C. R., and L. Cai (2013). “flexMIRT user’s manual
version 2: Flexible multilevel multidimensional item analysis and test scoring”. Chapel Hill, NC: Vector Psychometric
Group. Available at: https://flexmirt.vpgcentral.com/downloads/flexmirtusermanual.pdf
29) 이같은 고려에 대한 논의는 Edwards, M. C. (2009). 참조.
30) 고전적 테스트 이론(예: Cronbach’s alpha)은 한 개 스케일에서 나온 모든 점수들은 동등한 수준의 질과 신
뢰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IRT는 각 점수의 신뢰성이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가령, 평균점수가
극단적 점수에 비해 더 좋은 추정치가 될 수 있음) 이런 이유로 IRT에서의 신뢰성은 단일값이 아닌 잠재
구성의 범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함수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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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 금융웰빙 보고서’관련 조사방법31)
(샘플설계(Sample design))
미국 금융웰빙서베이를 위한 샘플설계는 GfK KnowledgePanel에서 나이, 인종, 연방
빈곤수준 200% 미만 소득 기준으로 미국 인구구성에 비례하도록 성인 5,000명, 그리
고 62세 이상인 과다샘플 1,000명을 추출했다. 과다샘플의 경우 62~74세와 75세 이상
에 대해 인구비례로 추출했다. 또한, 각 연령 그룹별, 인종별 응답률의 차이를 고려하
여 응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히스패닉, 흑인, 비히스패닉의 샘플을 과다 추출하
였다. 즉, 일반인구 샘플 11,513명, 62세 이상 과다샘플 1,647명, 연방빈곤수준 200% 미
만 소득, 흑인 및 비히스패닉 및 히스패닉에 초점을 맞춘 1,242명 등 총 14,402명이 선
택했다.
(표본취득(Sample achieved))
채택된 표본중 8,008명이 응답부실로 최종 데이터셋에서 제외되고, 총 6,394명에 대
한 서베이가 완성되었다. 일반인구 샘플에서 5,395명(일반인구 샘플에서 5,000명, 연방
빈곤수준 200% 미만 소득 또는 흑인 ‧ 비히스패닉 ‧ 히스패닉에 초점을 맞춘 샘플에서
395명)과 62세 이상 과다샘플에서 999명이었다.
(최종 배치 및 성과율(Final disposition and outcomes rates))
미국 금융웰빙서베이는 온라인 패널을 통해 실시되고, 여러 단계의 응답이 고려돼
야 하기 때문에 성과율이 다른 서베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고된다. 특히, 패널 채택
률(recruitment rate)과 패널채택을 위한 특별 서베이의 응답률이 함께 보고된다. 이 미
국 금융웰빙서베이의 패널채택 응답률, 즉 채택률(RECR)은 12.9%였고, 지식패널 멤버
의 필수요건인 프로파일서베이 이행비율, 즉, 프로파일레이트(PROR)는 62.6%였다. 마
지막으로 금융웰빙서베이에 초대받은 패널리스트의 수자로 측정되는 완성률(COMR)은
44.4%였다(14,402명 중 6,394명). 따라서 최종적인 누적응답률(CUMRR = RECR × PROR ×
COMR)은 3.6%였다. 이같은 성과율은 미국공공여론조사협회(AAPOR)와 Callegaro 및
DiSogra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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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방법(Data collection protocol))
서베이에 할당된 패널멤버는 GfK로부터 통지 이메일을 받게 되며, 이 이메일에는
서베이 질문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돼 있다. 로그인 없이 질문지에 접근 가능
하며,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멤버들에게는 3일 후에 환기 이메일이 발송된다. 서베이
에 참여하는 패널 멤버는 각자에게 할당된 모든 서베이 리스트와 아직까지 미 완료된
서베이를 알려주는 개인 홈페이지를 갖게 된다. 평균(메디안) 서베이 시간은 26분이다.
(가중치 부여절차(Weighting process): 가중치 부여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짐)
첫째, GfK는 현행 패널멤버 풀에 대해 2016년 3월 현재 인구서베이(CPS) 보충자료
에서 가져온 지리인구학적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다. 동 가중치를 규모변수로 사용하는 규모비례 확률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PPS) procesure)을 통해 연구목적 샘플을 추출한다.
둘째, GfK는 2016년 3월 현재인구서베이(CPS)로부터 가져온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완료된 서베이 샘플에 순서를 매긴다.
셋째, Abt Associates에 의해 최종적인 순서 조정작업이 이루어진다. 동 조정작업은
샘플이 주요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 교육수준, 거주지역, 종족, 빈곤수준 등)에 따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샘플 분석과 62세 이상 샘플 분석에서 가중화된 데이터가 인구학적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 교육수준, 거주지역, 종족, 빈곤 수준은 연령과 상호
교차하도록 한다.

31) CFPB (2017b). “Financial well-being in America”, Survey methodology technical appendix, PP.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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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FPB 금융웰빙스케일(표준버전) 점수표
(파트1) 이것은 당신을 얼마나 잘 설명합
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예상치 못했던 지출을 통제할 수
있었다.

4

3

2

1

0

2. 나의 금융미래는 안전하다.

4

3

2

1

0

3. 나의 금융상황 때문에, 내 평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0

1

2

3

4

4. 나의 돈관리 방법 때문에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

4

3

2

1

0

5. 나는 금전적으로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

0

1

2

3

4

6. 현재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저축
할 돈이 지속되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

0

1

2

3

4

응답값

Part 1 subtotal:
(파트2) 이것은 당신에게 얼마나 자주 나
타나는가?

언제나

자주

가끔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결혼, 생일, 조문, 기타 행사를 위한 선
물이 나의 월 지출에 부담을 준다.

0

1

2

3

4

8. 나는 매월말에 돈을 남긴다.

4

3

2

1

0

9. 나는 나의 금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0

1

2

3

4

10. 나의 금융문제가 내 삶을 지배한다

0

1

2

3

4

응답값

Part 2 subtotal:
Total response value:
(파트3)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당신의 그룹을 선택하세요.

□ 18~61세
□ 62세 이상

당신은 설문을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 내가 스스로 질문을 읽고 답변했다
□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읽어주고 그들의 답변을
기록했다
Financial well-being score:

4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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