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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AND BACKGROUND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2020.3.)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

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개편(2020.1.)

￭ 금소법 입법 추진에 맞추어 피해 예방(사전적)과 권익 보호(사후적) 부문으로 확대 개편

○ 「국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 발표(금융위, 2020.5.)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금융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 금융교육 콘텐츠의 국가표준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콘텐츠 인증제 도입

• 금융교육 강사 자격 기준 마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 표준화

• 체험형·자기주도형 실용적 교육방식 확산, 학교 정규교육을 통한 금융교육 강화

•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 간 협업, 금융교육 정책 집행 전담기구 설치



○ 금소법의 금융교육 관련 규정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수립·시행의 의무

•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유사

• 금융교육이 가치재이면서 공공재 특성을 가짐으로써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

제30조(금융교육)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

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금융교육협의회 구성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⑥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

에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LITERATURE REVIEW

○ 금융교육

￭ 금융소비자가 적절한 금융상품을 잘 알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이끄는 과정

• 유용한 정보를 찾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포함

• 금융교육은 금융이해력 또는 금융역량의 향상을 도모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financial well-being(CFPB, 2015)

Financial education can be defined as “the process by which financial consumers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financial products, concepts and risks and, through information, instruction 

and/or objective advice, develop the skills and confidence to become more aware of financial 

risks and opportunities, to make informed choices, to know where to go for help, and to take 

other effective actions to improve their financial well-being. (OECD, 2005)

￭ 금융의 세부 분야 중에서 personal finance 또는 financial planning의 영역과 밀접

￭ 금융교육은 수요자 측면의 제약을 해소 또는 완화시켜 포용적 금융의 증진에도 기여

• 금융교육은 OECD가 선언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상위 원칙에 포함



○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

￭ 둘 다 같은 의미로 보면서도 금융이해력을 보다 보편적인 용어로서 사용하기도 하며(OECD 

INFE, 2011), 금융역량을 금융이해력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서 사용(World Bank, 2014)

￭ OECD와 World Bank의 정의

Financial literacy is a combination of awareness, knowledge, skill, attitude and behaviour 

necessary to make sound financial decisions and ultimately achieve individual financial 

wellbeing. (OECD INFE, 2012)

Financial capability encompasses the knowledge, attitudes, skills, and behaviors of consumers 

with regard to managing their resources and understanding, selecting, and making use of 

financial services that fit their needs. (World Bank 홈페이지)

￭ 금융이해력을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정의하다가 태도와 행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하는 경향이 있으나 금융역량이 더 포괄적인 용어(한진수, 2019)

• 금융교육 확대를 강조하기 전에 금융교육이 개인의 금융 성과 개선에 기여한다는 충분한 

근거 확보와 금융이해력의 정밀한 측정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부적절한 금융상품 선택이나 금융자산/금융부채 관리 부실 등 금융역량 미흡 사례



○ 미국의 금융교육 제도

￭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

• 금융이해력/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운영

￭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FLEC) 설치

•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에 따라 금융교육 국가전략 수립

￭ MyMoney.gov을 통한 온라인 금융교육 제공

￭ 민간 부문의 금융교육 참여와 역할

•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CEE), JUMP$TART



POLICY DIRECTIONS

○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국민의 인식 전환

○ 교육 콘텐츠의 효용성 및 신뢰성 제고

￭ 금융교육 콘텐츠를 수요자의 생애주기에 맞추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매우 적절

• 생애주기에 맞게 주요 관심사항이 다를 수 있고, 선호하는 콘텐츠의 전달 방식이나 채널

도 다를 수 있기 때문

• 세대 간 차별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 단계 세분화

￭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모든 생애주기 단계의 금융소비자에게 중요

￭ 금융이해력지도: 금융이해력 또는 금융역량의 세 가지 요소인 지식, 태도, 기술의 구분

• 금융거래에 필요한 금융의 기초 개념과 거래 절차 등은 지식에 해당하지만 성공적인 또

는 바람직한 금융거래 자체는 지식, 태도, 기술이 모두 발휘되어야 함

• 추가적으로 self-efficacy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함

￭ 금융역량의 필요 수준은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상대적일 수 있으나 어느 정

도의 필수적인 수준 달성 필요



○ 교육 콘텐츠 전달 채널의 체계화·다양화

￭ 교육콘텐츠몰의 구축 및 운영

• 다수의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콘텐츠까지 포함할 경우 어떻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인

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관한 고려

• 기존의 운영시스템(금융감독원) 활용 검토

○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 실용적 교육 방식의 도입

• 예컨대 학교에서 또는 지역 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교육 주간(week)을 두어 집중적인 

체험형 교육 실시

￭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 시 조금씩 진전되어 왔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해당 

단계에 맞는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실제로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 금융교육 추진체계 개편

￭ 금융교육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 정부와 민간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중요

•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 기구의 역할과 참여 방안 마련

○ 금융+교육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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