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똑똑하게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기
부자들의 자녀교육은 집에서 시작된다
식이나 장난감에 모든 용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분야인
저축, 소비, 기부에 나눠 써야 함을 미리 일러주는 것이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문자 머니박스’를 추천
한다. 뚜껑이 달린 빈 통 세 개를 준비한 후 각각 저축, 소비, 기
부라고 표시한다. 그 후 일주일 예산을 적절히 나눠 세 개의 통에
돈을 넣어 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장 쪼개기’를
어릴 때부터 실천해 보면서 예산 세우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출처 ‘똑똑하게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
아담쿠, 케온 치 지음, 다림]

저축은 즐거운 놀이다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무조건 저축과 절약만 강조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이들은 아직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
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이다. 우선 저축을 한 후 한두 달 뒤에 자
요즘 부모는 참 바쁘다. 게다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신이 모은 돈을 즐겁게 사용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늘어나고 그만큼 더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 갈수록 더

중요하다. 먼저, 아이가 사고 싶은 물건의 목표 및 금액을 정하고

바빠진다. 시간에 쫓기고 경제적으로 팍팍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저축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제품의 가격과 특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점을 비교하여 꼼꼼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혜안을 길러준
다. 목표를 세우고, 지속해서 저축하고, 실제로 원하던 물건을 사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이가 경제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행복한

자녀에게 용돈 교육을 안 한다고? 스튜삣~!!!

성취감이다. 이러한 단기 목표를 통해 저축습관이 길러졌다면,

자녀에게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용

아이 명의의 저축계좌 혹은 투자계좌를 만들어 실제 돈이 쌓이는

돈이다. 아이 스스로 돈을 써보면서 적은 비용으로 실수를 저지를

경험을 체험해 보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축은 미래의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가 돈으로 원하는

꿈을 위한 즐거운 놀이임을 항상 강조하면서 말이다.

물건을 살 수 있음을 인지할 때쯤 용돈을 주기 시작해야 한다. 용
돈으로 어느 범위까지 해결할 것인지 자녀와 의논하여 금액을 정

부모의 경제생활을 공유하자

해보자.

아이에게 부모의 경제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힘든
일터에 방문하게 하는 것도 좋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쉬쉬하

첫 걸음은 예산 세우기부터

지 말고 그만큼 알뜰하게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대로 경

자녀에게 일주일 용돈을 주었더니 수요일이 되자 다 써버렸다면,

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을 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돈에 관한 교

여주면 된다.

훈을 잘 얻는 것에 있다. 그리고 교훈을 보다 잘 얻기 위해서는 용
돈만 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우는 법’을 잘 도와주어야 한

갈수록 바쁘고 분주한 당신, 사랑하는 자녀에게 과연 어떠한 경

다. 반드시 용돈의 일부분은 저축하고, 남은 금액 안에서 소비를

제 가치관을 남겨줄 것인가? 한번 돌아보자. 우리는 자녀의 거울

하며, 또 작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해야 함을 알려주자. 간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