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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이성 친구를 한 소비행동과 심리

김 용 (인하  학부생)․이 은 희(인하  교수)

김 지 혜(인하  석박사 통합과정)․페르도우스 칸(인하  석박사 통합과정)

어린 나이에도 남녀 간의 이성교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 간 정신적․물질적인 요소를 

함께 누리는 좀 더 발전된 이성교제의 시작은 부분 학생 때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성교제는 사랑의 벅찬 감정과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만남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

이 없이 용돈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이성교제를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성간 데이트 비용 분담의 문제, 소비수준이나 소비패턴의 차이 등은 이성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를 지속하는 커플들의 경

우는 비용지출 방법이나 수준에 한 상호 동의수준이 높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

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학생의 이성 친구를 위한 소비행동과 심리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데이트 할 때의 비용과 지출 품목, 비용의 조달 방법, 분담 내용 등을 조사하였으며 본인

과 상 방의 부담액에 한 의견과 비용부담을 하고자 하는 심리에 해 조사하였다.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0  학생 커플 4쌍을 상으로 일 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이성 친구를 위한 소비행동 및 심리는 ‘희생’으로 압축할 수 있

었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은 지출의 부담을 가져온다. 따라서 학생들

은 이성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본인의 소비를 줄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추가 소득창출 

행위를 하는 등 ‘만남에 있어서 비용에 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점심을 주먹밥으로 때운다든

가 친구 만나는 횟수, 술 값, PC방 출입횟수, 의류나 화장품 쇼핑 등을 줄이거나 저금이나 적금

을 깨는 경우도 있었다. 이성 친구와의 만남 시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는데, 남학생들은 ‘남자니까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

었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체로 남자와 여자가 6:4 정도의 비용분담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닌지 미안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벤트를 중요하

게 생각하는 신세 들답게 특별한 날에 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 

본인들의 지출액이나 지출방법 보다는 다른 커플들과 비교당할 때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응답

하였으며, 이성 친구와 소비 패턴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비용과 관련한 희생 또는 불만은 ‘심리적 만족’을 통해 충분히 보상된다고 하였다. 즉, 

상 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거나 관계 유지를 위해 상 방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심리적 

만족을 느끼고 이것이 데이트 비용 관련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그

리고 비용 마련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