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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90년대 이후 시장진입요건, 가격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쟁적 시장으로 전환되었고, 지급여력제도 등의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실시된 방카슈

랑스는 금융겸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보험에 대한 이해력은 물론이고 금융산업에 대한 이

해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는 금융이해력이

외에도 유연화된 근로여건과 평균수명 연장 등의 사회적 요인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금융이해를 증진시

키기 위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금융교육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행

하고 있다. OECD에서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금융교육추

진을 위한 금융교육프로젝트(financial education project)를 2003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금융교육실시의 체계화

를 위한 노력이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교육사례를 조사하여 금융 및 보험소

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의 생애 관점에서 보험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보험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보험교육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

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

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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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 險 開 發 院

院長 林 宰 永



요 약

Ⅰ . 서 론

－ 최근 금융소비자들은 글로벌화 및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 시장환

경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유연한 노동시장 및 생애교육의 필요성

증대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금융설계(fin ancial p lanning) 및 의사결

정을 함에 있어 다양성과 복합성이 증대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는 금융소비자교육을 범 국가적 차원으

로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도 금융교육의 추진기반을 구축 중에 있

음.

－ 보험산업의 경우 경제 및 금융산업발전의 기여도가 매우 큼에도 국

민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지속, 불건전한 보험상품

의 활용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력 부

족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접근곤란 등을 경험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보험구입의사결정 유도, 보험

상품의 부정확한 이해 및 보험범죄 등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통

해 건전한 보험소비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국내 보험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보험교육방안을 제시하였음.

Ⅱ . 소비자교육의 일반론적 고찰

－ 소비자교육(consum er edu cation)은 1968년 국제소비자연맹(IO CU)

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음.

o 소비자교육은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구매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개인적·사회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을 해나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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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 방법의 추구, 새로운 소비문화형성에 필요한 소비자능

력(consu m er comp etency)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

로 정의됨.

－ 소비자교육의 목적은 보다 인간답게, 보다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주권(con su-

m er sovereignty)을 확립하는 것임.

o 전문화, 세분화, 대량화가 이루어진 기업의 생산에 반하여 비조직

적이고, 비체계적인 소비자들이 이에 대하여 소비자주권을 확립

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o 시장참가 주체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로 발생하는 문제를 소

비자교육을 통해 보완함에 경제학적 의의가 있음.

－소비자교육은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능동적인 소비자 역할의 구

비, 소비자와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경제·정치·사회·물리적 조직간

의 상호관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

o 소비자교육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 성

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으로 구분됨.

－ 소비자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은 매체 활용 방법, 실물 활용 방법,

조사기법 활용 방법, 사회적 상호작용 방법, 자기발견적 방법, 교실

외 활동방법 등 6개 유형으로 구분됨.

o 최근 웹 상에서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 온라인소비자교육(on line consu m er education)이

확대되는 경향임.

Ⅲ . 주요국의 금융·보험 소비자교육 현황

－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 등

이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o 미국은 학교금융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법 등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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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하고 있음.

－ 금융보험소비자교육은 대부분 금융감독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경

제분야, 금융분야별 전담교육기관이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

음.

o 청소년금융교육을 위해 표준적인 금융교육커리큘럼 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기초한 금융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주요국의 금융보험 소비자교육 현황 >

미국 영국 일본

추진시기 1994 1999 2002

주요대상 청소년부터 체계적 생애교육차원으로 추진

주요추진

기 관

재무부 금융교육국(OFE)
주 보험감독청

금융감독청 (FSA) 금융청

N CEE, NEFE, JumpStart,
IEF(보험교육기관)

개인금융교육그룹

(p feg)
금융광보위원회

학

교

교

육

관련

법률

2003년 교육법 개정, 금

융교육법 제정추진

2000년 금융서비스

시장법상 감독당국

의 목적으로 규정

금융청설치법

커리

큘럼

경제교육과 금융교육

별도 존재
금융교육만 존재

금융교육만

존재

주관

기관
재무부 금융교육사무국 금융감독청 금융청

교육

이수
커리큘럼 이수 의무화 선택적 없음

사회교육 보험소비관련 정보제공이 주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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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소비자 교육현황 및 문제점

□ 보험교육 현황

－ 국내의 경제금융교육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에 분

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초기단계임.

－ 학교교육은 정형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로 1997년 제7차 교

육과정에 의거, 추진 중임. 금융 분야인 금전 및 가계관리는 전체

교과내용의 10%도 되지 못하는 실정.

o 보험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4학년 바른생활에서 보험을 금융기

관의 하나로 설명 , 중학교는 보험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 , 고

등학교는 경제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강학생이

매우 적으며, 상업계고는 보험 종류를 세부적으로 교육 하고 있

음.

－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의 보험교육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소비

자보호단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주

된 내용으로 되어 있음.

o 성인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보험상품설명, 경영 및 상품공

시자료, 계약자보호제도, FAQ 등이며, 대학에서의 보험과목 이수

자도 약 5%에 불과한 실정임.

o 보험학과가 있는 대학은 12개 대학에 불과하고, 이중 교양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4개 대학, 보험학과가 없더라도 보험과목을 개설

한 대학은 6개 대학뿐임.

□ 학교 보험소비자교육의 문제점

－ 국가의 금융정책이 사후적인 대책만을 강조하고 있고 사전적인 대

책중의 하나인 금융교육정책에는 아직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IMF이전인 제7차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추진함에 따라 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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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며, 계획적인 금융교육커리큘럼이 없는 상태이고 교육내

용도 주로 경제금융제도의 단순한 이해위주중심으로 되어 있음.

－ 학교교육의 보험소비자교육은 경제 및 금융교육부문이 매우 취약하

며, 보험관련 내용은 너무 빈약한 상태임.

－ 교사의 보험지식 부족

o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경제금융과목은 3과

목(경제와 사회, 현대사회와 경제, 생활과 경제)을 개설하고 있으

며, 이수학점은 전체이수학점의 교대 2.9%, 사범대 6.5%에 불과

하며 금융(보험) 과목이 없는 실정임.

o 기존 교사들의 보수교육시에도 보험교육은 거의 없는 상태임.

－ 입시중심의 교육환경

o 입시 중심의 학교교육이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는 경제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경제금융과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곤란한 실정임.

□ 사회 보험소비자교육의 문제점

－ 보험교육 추진체계의 미흡

o 고교졸업자중 30%이상이 사회에 진출하나 이들을 위한 금융교육

제도는 부재함(사회인의 75%가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

o 현재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파견 형태

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o 성인들은 교육기관으로 금융기관(44%), 공공소비자보호기관(29%)

에서 교육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양한 교육방법 부재

o 감독기관, 협회가 보험상품구입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고

하는 정보제공이 대부분이나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교육방법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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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

□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향

－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사후적 제도 구축에서 사전대책인 금융교

육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필요하면 미국

과 같이 교육법, 금융관련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등 국가정책적인

금융교육의 추진이 바람직함.

o 금융교육을 금융소외(fin ancial exclu sion)의 순환되지 않도록 생

애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함(고교졸업자중 경제금융교육

을 받지 않고 사회진출비율 20%: 12만명).

－ 보험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상호 연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감독기관, 교육기관, 보험회사가 유기적으로 동참하여

추진하는 교육체제를 확립함.

o 전문적인 보험교육기관(Insu rance Education Center)을 신설하여

보험교육 교재 개발, 교육지원 프로그램개발, 보험교육용 간행물

및 자료 발간, 교사에 대한 보험교육실시 등 보험교육 관련 업무

를 전담함.

□ 학교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

－ 금융보험에 대한 교육내용이 대폭적으로 추가된 개인금융교육커리

큘럼 을 제정, 초·중·고 교과목에 반영함.

o 초등학교는 우리 주변의 리스크 존재 및 그 영향, 보험의 기초적

이해

o 중학교는 보험의 본질적 개념과 기능이해, 리스크관리 전략으로

보험의 활용방법

o 고등학교는 경제적 손실대책으로 보험구입 및 그 종류 이해, 사

회보험과 민영보험을 이용한 노후설계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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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관한 교육내용을 수학, 사회, 경제, 가정과목에 알기 쉽게

연계시켜 교육하는 방법을 도입함.

－ 교사들에 대한 보험지식 습득방법 수립, 시행함.

o 보험교육기관이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에 맞추어 보험교육지침

서 를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함.

o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경제금융과목의 커리큘럼 표준화, 보험과목

을 추가하여 금융산업전반지식을 습득하도록 함.

－ 보험회사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실시 및 특정학교에 대

한 보험교육을 지원함.

□ 사회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

－ 성인대상 보험교육은 학생들과 달리 정기적인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실시 관련주체별 역할, 체계적인 교육추진체제

정립이 필요함.

o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상품

정보, 회사정보, 금융거래에 따른 책임과 의무 등을 다양한 방법

으로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o 보험교육기관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보험교육세미나

개최, 가정보험교육지침서 를 개발하여 보급함.

o 대학교에서는 보험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을 확대하고, 기존

보험학과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산업이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함.

o 보험회사는 자사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지식 습득, 활용방

법(은퇴설계, 재무설계 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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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 2003년 6월 현재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금융보험교육 등

사전적·근본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o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에 걸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제도의 개발

과 지속적인 금융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o 미국의 경우 경제금융교육이 잘되고 있는 주의 경우 개인파산자

수 등 금융문제가 적은 반면 잘되지 못하는 주는 심각한 실태가

시사하는 바가 큼.

－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

o 첫째,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이 낮음을 인식하고 개인금융교육프

로그램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환

경을 개선하도록 함.

o 둘째, 보험교육전문기관으로 보험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보험교육

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o 셋째, 교사들이 개인금융교육커리큘럼에 부합한 지도를 할 수 있

는 지식의 습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보험지식 습득

노력을 장려토록 함.

o 넷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보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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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90년대를 경과하면서 우리나라는 흔히들 말하는 빅뱅에 버금갈 정

도의 엄청난 변화를 보험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경험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 등의 경제주체들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에게도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요

구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들은 근로불안정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경제금융시장의 다양성 및

다면성 확대와 복잡해진 금융상품의 증가 등 환경변화가 빠른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금융소비자들은 금융설계(fina-

ncial p lan in g)를 하고자 함에 있어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 금융상품

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확대, 심화된다면 개인소비자

들은 금융소외(financial exclu sion)현상 즉,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접근

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개인금융소비자의 금융소외현상은 신용불량자와 개인파

산자의 증가 및 금융범죄의 증가 등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 2003년 6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20만 명이 넘었으며, 이중에는 20대 이하가

21%나 된다.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시장에 많이 존재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

라 국가 전체 금융제도에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금융

상품의 수요자들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

하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금융소비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무

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

시키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위기나 재무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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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전개로 금융시장의 직접참여자인

소비자가 올바른 금융지식과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금융소비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

개가 되어 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그에 대한 요구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금융

선진국에서도 경제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개인금융교육프로그램(personal fi-

ancial education program)을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

본도 금융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2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금융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금융소비자교육을 비교하여 볼 때 미국, 영

국, 일본 등은 청소년기부터 생애 교육관점에서 금융상품의 구입 및 활

용방법,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융소비자교

육 방안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교육내용에는 보험의 올바른

정의, 리스크의 개념과 그 관리방법으로 보험의 기능 등 리스크와 보험

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제금융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교육의 경우 경제금융교과내용이 없는 실정이며,

특정과목에 분산되어 비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선택

과목인 경제과목을 듣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보

험에 대한 교육은 학교교육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 보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며, 그 규모면에서 세계 7위권으로까지 성장하여

국제적인 보험시장이 되었다. 또한 보험산업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하는 등 사회 공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

1) OECD, Financial Education Project, DAFFE/ AS/ WD(2003)24, N ovem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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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최근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보험상품을 생애관점에서 효

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특히 이러한 현상

은 보험에 대한 이해력(in su rance literacy) 부족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접근이 곤란한 가계성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교육의 실시대상은 주로 개

인이 해당되며 기업들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험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보험소비의사결

정을 유도하고 건전한 보험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보험소비자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체계화된 교

육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소비자교육론

을 이해하고, 미국, 영국, 일본의 금융소비자교육체계와 우리나라의 현

황을 조사하였다. 이중 보험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발췌하여 보험교육의

제도적인 측면(정부당국의 감독법규 등 하드웨어적 측면)과 운영측면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내 보험소비자교육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방안을 청소년 중심의 학교교육과 성인중심의 사회교육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2) 보험개발원이 실시하는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적 금융기관으로 은행을 72.5%가 선택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16.5%, 손해보

험회사는 1.9%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

만 있을 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개발원,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3, p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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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은 문헌조사와 국가별 금융감독당국과

소비자교육 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6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국내 보험소비자교육

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서론을 기술하였고, 제2장은 보험소

비자교육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소비자교육의 의의, 필요성, 교육내

용 및 방법 등 소비자교육론의 일반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제3장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국, 미국, 일본에 대해 금융소비자교육의 관련법규, 구체적인 교육 커

리큘럼과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및 그 내용, 교육기관과 해당기관별 교

육내용 등을 조사, 정리하였다.

제4장은 국내의 금융(보험)소비자교육의 운영체계, 교육내용 등 현황

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은 국내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을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과

국내실정 등을 감안하여 보험교육방향(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6장

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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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비자교육의 일반론적 고찰

1. 소비자교육의 의의 및 목적

가. 소비자교육의 의의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 소비자에 해당된다. 소비자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구입·사용하는 자 , 거래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생

활인 등 여러 형태로 개념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2

조 제2항에서는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

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3)이 정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되는 소비자에 대한 교육은 최근에 정

립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이다. 소비자교육에 대하여 전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교육(consum er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1924년 미국의 헨리

하랍(H . H arap)4)교수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주로 구매기능

에 국한을 두었다5). 그 이후 70년대에 들어 소비자교육에 대한 개념정

3)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

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

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한다.

4) http :/ / www .em ich .edu / nice/ hisconsed .html

5)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 소비자교육프로그램 모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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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1968년 국제소비자연맹(IO CU :

Internation al Organization of Consum ers' Union s)6)대회에서 처음으로

소비자교육에 대한 정의가 논의되었다.

동 대회에서 미국 소비자교육위원회(N ICE : N ational In stitu te for

Consum er Edu cation)7)는 소비자교육을 소비자 개인의 가치관, 시장에

서의 대체안 인식, 사회적·경제적·환경적인 상황에 비추어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해, 태도, 기능을 전달함

으로써 시장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적·사적 자원의 이용을 포함한 상황

에 참가할 준비를 시키는 노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소비자교육개발프로

그램의 연구보고서(The Classification of Concepts in Con sum er

Education, 1980)에 제시된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개인 및 집단)가 소비

자자원을 관리하고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변화,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

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림 Ⅱ-1> 참조).

90년대를 거치면서 소비자교육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정립되었

다. 오늘날의 소비자교육은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구매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개인적·사회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을 해나가기 위한

소비생활방법을 추구하고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소비

자능력(consum er com p etency)8)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6) 국제소비자연맹(IOCU)는 1995년에 Consumers International로 개명되었다.(http :

/ / www .consumersinternational.org/ homep age.asp)

7) 미국 소비자교육 위원회(NICE)는 미국 교육성(Dep artment of Education)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미시건 소비자교육센타(Michigan Consumer

Education Center)라고도 한다. http :/ / www .nice.emich .edu / classi.html#1.0 참조

8) 소비자능력(consumer competency)은 소비자역할을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을 총체로 자신의 가체

체계를 인식하고 발전시키고, 사회적·경제적 제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사회에서의 소비자시민의 역할

을 잘 수행하여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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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소비자교육의 개념 체계

소 비 자 교 육

의 사 결 정 자 원 관 리 시민사회참가

소비자

보호

소비자

지원

재무

계획

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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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의사결정 요인

외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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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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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소 비 자
책임

- 소 비 자
보 호 관
련법

- 소 비 자
지 원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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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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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보호

(보험)
-납세

- 구 매
결정

-재화
- 서 비
스

- 자 원
감소

- 효 율
적 사
용

- 대 체
자원

-문제와
쟁점

-정보
-대체안
-결과
-의사결
정행동

- 평가

-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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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치
체계

- 사 회
체계

- 생 태
학 적
요인

- 기 술
적 요
인

- 자원
- 생 애
주기

- 가 치
관 과
목표

- 니 드
와 욕
구

- 삶 스
타일

자료 : 정용선외 4인 번역, 『소비자교육론』, 서울 : 하우, 1998, p .103 및

http :/ / www .nice.emich .edu / classi.html#1.0 참조

나. 소비자교육의 목적

소비자교육의 목적은 보다 인간답게, 보다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소비자에게 갖게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주권(consum er sovereign t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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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주권의 확립은 소비자의 자주적인

선택이 시장구조를 통하여 생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로써

소비자복지(con su m er w elfare)에 기여하게 된다.

소비자 주권 다시 말해 소비자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

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

방의회에 보낸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

리(the righ t to safety), 알 권리(the righ t to be inform ed), 선택할 권리

(the right to choose), 의견을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를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다. 197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 ECD)도 소비자

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

어서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들의 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은

케네디 대통령의 4대 권리에 이어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the righ t to

redress),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th e right to be edu cated), 환경을 정

화할 권리(the righ t to clean th e environm ent) 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7

대 권리를 주창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권리는 세계 각국에서 소비자

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 1

월 4일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

4차 개정시 소비자의 8대 권리10)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9)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통하여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졌듯이 시장경제에서 소비자

들이 경제적인 주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주권은 자유경쟁

원칙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1936년 Hutt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사뮤엘슨에 의해

공인된 용어이다. 사뮤엘슨은 소비자주권을 무엇이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 가

는 소비자들의 화폐투표(dollar votes)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기춘,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2000.8, p . 19.

10)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의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

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

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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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자의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를 주

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교육의 또 하나의 목표는 소비자의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을 하면서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으로는 ①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유용성, 가격, 품질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책임, ②상품을 구입하면서 공정한 대우

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해야 할 책임, ③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민

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깨달아야 할 책임, ④환경보존

에 대한 책임, ⑤단결에 대한 책임 이 있다.

2.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가. 합리적 소비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

현대의 경제구조는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

과 소비가 완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생산은 더욱 전문화, 세분화, 대량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자는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 전문적인 지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 경제체제에서 재화의 생산여부를 비롯한 모든 중요한 의

사결정을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경제구조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고

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

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

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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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소비행동을 추구하는 소비자일지라도 매우 감성적이어서 과

거의 경험이나 주변 환경요소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의 주

권이 확보되는 경제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행동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

식변화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이 교육이다.

소비자교육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약자적인 입장인 소

비자를 보호하고 이성적인 학습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여 소비

자의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하다11).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과 국가차원의 소비자보호기관을

설치하여 소비자주권을 확보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경제학적 필요성

경제학이 직접적으로 소비자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소비는 경제영역의 일부일 뿐이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

서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

익을 증진시키는 범위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명제는 완전히 자명

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소비자주권의 원리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당시는 생산이 적고 단순하여 과잉 생산되는 일은 드물었으

며 생산된 것은 순수하게 소비되었기 때문에 소비 또는 소비자의 문제

가 경제학에서 표면화된 것은 생산이 대량화되고 유통상의 장애가 자본

주의의 발전을 침해할 정도로 커진 독점단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 역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단계에 들어선 현대 자본주의 사

회에서는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자

가 아니고 소비자이므로 소득도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스웨글러(R. M. Sw agler)교수는 소비자경제학(Consum er Economics)은

11) 김기옥 외 3인, 『소비자와 시장경제』, 시그마프레스, 2001, pp . 3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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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정통 경제학자들로부터 소외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학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스트우스(D . B. Estw ood) 교수는 소비자경제학의 목적은 소비자 행동

을 평가하고 소비자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적 이론을 개발하는 데

있으며 소비자의 의사 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론과 모형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의 전통이론은 시장참가 주체간에 대칭성이 있어 인위적인 조

작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경쟁

시장으로 진전되면서 사업자는 기술력, 정보력, 조직력에 있어 소비자를

압도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의도하는 선택을 저해하는 정보의 비대칭

성이 시장주체의 쌍방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며, 이것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소비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비자교육은 미시경제학의 불완전정보이론으로

부터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존재로서 의의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으

로 인한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로는 George

Akerlof의 중고차매매가 대표적인 예이다. Joseph E. Stiglitz (1995)는 충

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소비자가 존재하게 됨에 따라 정부

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입법 추진을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소비자 개개인은 모든 정보를 소화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12).

3. 소비자교육의 주요내용 및 구분

가. 소비자교육의 주요 내용

소비자교육은 재화와 서비스에 단지 반응만 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동적인 소

12) 西村隆南, 『日本の消費者敎育:生成と發展』, 有斐閣, 1999,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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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역할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및 금전관리방법과 같

은 기본적인 내용 외에 소비자와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경제·정치·사회·물

리적 조직간의 상호관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소비자교육에 포함된다. 소

비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 소비자정보획득방법, 합리적인 소비방법, 재무관리방법,

가치선택방법, 소비자시민의식(citizenship), 환경보호적 소비의 내용도

소비자교육에 포함된다13).

<표 Ⅱ-1> 소비자교육의 일반적인 교육내용 및 목표

교육의 차원 교 육 목 표

가치교육

소비행위의 주체성 확보

합리적 소비문화의 형성

소비행위의 가치기준 형성

구매교육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

합리적인 자원관리 능력 배양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소비자정보의 분석, 평가 능력의 배양

합리적인 상품·서비스 구매 방법의 습득

시민의식교육

소비자불만의 처리·해결 능력의 배양

소비자권리의 수혜 및 참여·실천 행위의 동기부여

소비자책임의 자각

또한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소비자권리를 실현된 것만으로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소비활동에 있어서 소비자

에게는 권리와 함께 책임도 함께 있으며, 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되기 위

해서는 소비자의 도덕적인 책임도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에서는

소비자 권리의 학습과 소비자의 책임14)의 이해와 수행필요성에 대한 학

13) 김기옥외 3인, 『소비자와 시장경제』, 서울:시그마프레스, 2001, pp . 3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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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은 소비

자경제학자나 소비자 기관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교육

의 내용은 <표Ⅱ-1>과 같다(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하여는 <부록Ⅰ> 소

비자교육 프로그램 모형 참조).

(1) 의사결정 과정

소비자들은 거의 매일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해

당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소비자는 무엇을 살 것 인가에서부터 얼마

나,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까지의 일련의 선택과정과 그 결과로 이

어지는 소비자행동(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의사결정과 선택, 구매

후의 평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활을 한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재화

나 서비스의 선택과정에 관한 내용의 교육은 소비자교육의 기본이 된다.

(2) 소비자정보

소비자정보(Con su m er Inform ation)15)는 소비자가 상품구매 등 소비

생활을 할 때 상품의 구매 등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를 획득하고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료를 획

14) 소비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기춘,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2000, pp .28-32 참조.

15) 소비자정보와 소비자교육의 차이에 대하여 국제소비자기구(IOCU)는 소비자의

행동을 변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 또는 자료를 교육적

(educational)이라 하고, 단순히 자료와 사실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

는 것을 정보적(inform ational)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소비자정보는 구체적인 것

이고 사실을 제시하는 것인데 비해 소비자교육은 마음·정신의 태도, 자세이고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

인가라는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소비자정보는

일방적(one-w ay), 가치 지시적, 귀납적인 것에 비해 소비자교육은 쌍방향적

(tw o-w ay)이고 가치 강요적이 아닌 주체적, 선택적인 것이며 연역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용선외 4인 번역,『소비자교육론』, 도서출판 하우, 1998,
pp .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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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은 관련상품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자가 공개 또는

공시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고 있다16). 소비자는 공개된 정보 즉 약

관, 사용설명서, 표시(Label) 등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상

품의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를 한

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습관화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상품

에 비해 관련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러므로 소비자가 관련정보를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의 경우는 금융기

관 파산시 소비자의 책임도 소비자가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제

공되어야 한다.

(3) 합리적인 소비행위

소비자가 상품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의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rational consum-

p tion)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자신이 가진 자

원, 즉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한정된 소득을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잘 분배하여 자신의 욕구를 최대

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소

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경제학적 개념의 효율성과는

차이가 있다.

(4) 재무관리 이해

16)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상품의 가격비교 공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보험업

법 제12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7-4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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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소비행동은 자신의 소득이라는 화폐자원에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생애단계별로 지출되는 비용과 소득을 고려하여 자신의 효용이 최

대화될 수 있도록 소득배분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제한된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행동을 할 때

문제없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을 맞추는 것은 어

려운 것도 현실이다.

소비자교육은 단순히 현재의 소비생활의 균형을 위한 수지결산에 중

점을 두는 교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유형(Life

Style)을 살펴 볼 때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라 요구되는 경제자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 현재의 수지결산에 급급하다 보면 장기적으

로 보다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같이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재무관리와 관련된 지식은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크게 제약하는 경제자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이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생활설계와 이에 필요한 필요자원을 예

측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무관리지식의 습득에 필요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5) 가치선택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실제 소비만이 만족을 제공하여 소비자

는 그 효용을 느낀다.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인 소비 이

외에도 소비하는 과정이나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활동들에서도 만

족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어느 활동에 얼마나 만족을 느끼게 되는가는

소비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또한 소비

활동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소비자가 속한 사회의 판단기

준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

치가 있는지를 교육해야 한다. 소비자가 그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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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의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속한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6) 소비자시민의식(cons ume r citize ns hip)

경제생활에서 개인이 담당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역할, 소비자로서

의 역할,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다.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소득, 지출,

저축, 투자, 고용 등 자신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에 관한 관

심을 가지며 사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말한다. 따라서 소

비자는 소비활동에서 있어서 약자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

적, 행정적으로 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다면 정책 등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활동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

책이나 제도적 장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소비자의 주권을 확보하고

자 하는 노력 즉, 소비자의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7) 환경보호적 소비

국가경제시스템에서 소비자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즉, 소비자 1인이 결정하는 소비행동은 천연자원, 교

통, 생산, 금융 등 많은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생산

요소, 기업에게도 연쇄적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사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소비행동의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행동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

다는 것도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교육과 더불어 개인이 개

인적인 가치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합

리적인 의사결정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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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교육의 구분 및 교육내용

(1) 소비자교육의 구분

소비자교육의 대상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하는 모든 사람이 해

당된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은 유년기에서부터 사망을 앞둔 노년기의 고령자

에 이르기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생애교육(lifelong learning)이라고도 한다.

<그림 Ⅱ-2> 연령대별 소비자교육의 구분

구분
광의의 소비자교육

협의의 소비자교육 소비자 정보제공

사회

교육

자기학습

상호학습

행정제공학습

기업제공학습

학교

교육

유

아

교

육

초

등

교

육

중

등

교

육

고

등

교

육

가정

교육

(피교육) (교육)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

자료 : 이득연·송순영, 『소비자교육의 교육내용 모형개발연구,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p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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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비자교육은 연령기별로 유아 소비자교육, 초등학교 소

비자교육, 중학교 소비자교육, 고등학교 소비자교육, 성인 소비자교육으

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소비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

식을 제공하게 되며, 성인인 대학생부터는 그 동안 학교에서 배운 소비생

활지식과 정부당국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정보 중심의 소비자교육이 이어

진다.

광의의 소비자교육이라 함은 학교 소비자교육과 관련정보 제공 등을

통한 성인교육까지를 포함한다. 협의의 소비자교육은 유아기 교육부터

고등학교의 교육까지를 말한다. 또한 유아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처

합리적인 성인 소비자로 성장하게 되고 이를 기초는 자녀들에 대한 가

정에서의 소비교육으로 전개된다. 소비자교육을 학교와 학교 아닌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비자교육을 공식적인

교육이라고 하며 사회에서 실시하는 소비자교육을 비공식적 소비자교육

이라고 한다.

(2) 가정 소비자교육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인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은 매우 중

요하다. 특히 최근 경제구조나 사회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가정

에서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소비는

국가경제나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경제적 기

능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표 Ⅱ-2> 참조).

이기춘(2000)17)은 소비자의 발달주기로 볼 때 어린아이들이 아동기

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들의 소비생활 관찰, 실제구매 참여, 부모

로부터의 훈련, 소비생활에 관한 부모와 대화를 하는 등 소비자경험은

장래 소비자로서의 능력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17) 이기춘,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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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에서

의 경제 및 금융소비자교육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가정에서의 유교적 가치관과 물질경시풍조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성인기의 소비생활습

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돈을 숭상하거나 돈과 관련한 무능한 사람으

로 성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전한 소비행동이 어렸을 때 교육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성인들 즉, 부모들이 인식하고 아동기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습관이 형성되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Ⅱ-2>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10억원)

년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1/ 4

금융자산(A) 731,350 799,504 878,731 980,875 991,759

금융부채(B) 282,974 329,653 398,732 501,504 507,245

A/ B 40.1 41.2 45.4 51.1 51.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조사통계월보』

소비생활을 할 때에도 습관적인 지출이나 충동구매 등의 비합리적

인 소비를 하지말고 치밀한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생

활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의 경제교육을 할 때 용돈관리와 구매행

동의 지도도 매우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이 충실하게 되는

경우 양심과 이성에 충실한 소비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로 사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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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소비자교육

학교 소비자교육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소비자교육이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생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아동기에

바른 소비가치관과 소비생활태도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은 부모들이 실천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유아들이 잠재 성인소비자로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체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소비자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가정에서

의 소비자교육이 병행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

어가는 징검다리 세대로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최근에는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한 재화가 시장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소비지출이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Ⅱ-3> 20대의 소비·금융 행태 국제 비교
(단위 : %)

국 가

내 용
한국 미국 일본

대학생 월소득의 부모 의존도 70.0 14.0 38.0

소득 전액을 소비하는 비율 61.6 12.1 16.6

신용크드 보유비율 32.3 58.3 51.5

카드사용비율 27.7 47.7 28.0

신용카드 사용액(월 소득 대비) 36.9 24.4 21.9

20대의 결제부족 경험 34.0 34.0 9.0

자료 : 국민은행 경제연구소,『20대의 소비 ·금융행태』, 2002.9.11.

이 시기의 소비행동에 대한 경험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비행동

의 유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청소년기에 낭비적인 소비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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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패턴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이 올바른 소비행동양

식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역할이 필요하

다.

학교소비자교육은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소비자교육방법이라고 한다. 학교에서의 소비자

교육방법은 독립교과목방법(sep arate course approach), 통합방식(com p-

reh ensive approach), 팀 티칭방식(team teaching approach), 공동체시스

템방식(com munity system approach)이 있다18).

(4) 사회 소비자교육

사회 소비자교육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성

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의 소비자교육은 성인

교육, 계속교육, 평생교육, 비공식교육과 같은 여러 이름을 가진 사회화

의 한 특수유형이다. 사회 소비자교육은 학교라는 공식교육제도의 틀을

벗어난 형태로 진행되고 사회의 교육기능이 더욱 복잡화되어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소비자교육은 준학교적인 단체가

생성되어 학교교육과 엄격한 구분이 어렵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가정에

18) 독립교과목방법(separate course approach)은 소비자교육이라는 교과목을 정규

시간표에 할당하여 소비자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며,
통합방식(comprehensive approach)은 기존 교과과정에서 적절한 상황과 시기

에 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팀 티칭방식(team teaching approach)은
통합방식에 교과간에 중복 또는 공백부분이 생기고 교사와 교과목에 따라 각양

각색으로 소비자교육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팀을 구성하여 각 교과안에

서 조정하면서 횡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며, 커뮤니티시스템방식(comm unity
system approach)은 학교교육시간에 지역의 소비자관련전문가 또는 사업자를

초대하여 각자의 입장, 기회비용, 상충관계 개념 등에 대한 이해와 균형감각을

양성하는 방법이다. 정용선외 4인 번역,『소비자교육론』, 도서출판 하우, 1998,
pp .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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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서 사회교육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들도 사회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사회 소비자교육은 소비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상황의 여

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소비자능력(Consum er

Com p etency)을 함양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은 부적절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치관 형성교육도 중요하다.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조절하고 이에 따라 소

비행동을 하게 될 때 소비행동 자체가 왜곡되지 않게 되며, 경제구조의

효율화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업이나 생산자에게 이끌려 가

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될 수 있다.

성인을 위한 사회 소비자교육은 소비자단체, 대중매체, 정부기관 및

공익기관 등이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4. 소비자교육의 방법19)

소비자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은 소비자교육의 구

분에 따라 다르다. 학교교육의 경우 교실이 있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 소비자교육은 집합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한계

가 있어 온라인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학교교육의 방법은 매체 활용

방법, 실물 활용 방법, 조사기법 활용 방법, 사회적 상호작용 방법, 자기

발견적 교수방법, 교실 외 활동 방법 등 6개 유형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이득연, 『학교 소비자교육의 교수·학습방법』, 한국소비자보호원, 1995, pp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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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교육방법

(1) 매체 활용방법

매체 활용방법은 교수매체를 활용한 교수 학습방법의 제 유형을 포

괄한다. 교수매체는 교수학습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매개물을

지칭한다. 즉, 교수매체의 예로는 실물, 인쇄물에서 영화대사까지를 포

함한 언어표현, 차트나 다이어그램 등의 도식표현, 사진이나 비디오 영

화와 같은 정화(靜畵) 및 동화(動畵), 학습프로그램, 심지어 시뮬레이션

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물이나 학습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등은 독립

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체 활용방법에 있어 제외하고

인쇄매체 및 시청각매체, 컴퓨터 등의 매체만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을 매체활용 방법이라고 한다.

매체 활용방법은 적절한 교수매체를 동원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동

기부여에 유리한 만큼 그에 비례한 학습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구비가

필수적이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여건이 닿지 않을 때는 주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매체의 형

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매체를 매개로 어떠한 내용을 전달

할 것인가가 더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체 활용방법

은 다양한 교육제재를 응용하여 교육내용의 변화를 기하면서 쓰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체 활용방법에는 신문이나 잡지, 팜플렛 등의 인쇄매

체를 활용한 교수 학습방법, 시청각매체를 활용한 교수 학습방법, 컴퓨

터를 활용한 교수 학습방법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보급확

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급됨으로써 온라인 소비자교육

의 요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온라인 소비자교육

이 크게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이다20).

20) 배순영, 『온라인소비자교육체제구축방안 연구-아동·청소년 소비자교육을 중심

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p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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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 활용방법

실물 활용방법은 기존의 물체 그 자체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얻고

자 하는 방법이다. 실물을 활용한 소비자교육방법은 교수매체의 생생함

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하

지만 동시에 실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약된다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실물 활용은 학습 대상 실물을 직접 보면서 세밀하게 관찰하거나

이를 조작함으로써 경험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제재의 선정에 따라서 단순히 실물을 보는 것만으로 교육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실물을 이용한 응용학습활동이나 지적 탐

구 활동을 행할 수도 있다. 이 실물 활용방법에 속하는 구체적인 유형

으로는 실물제시법, 게시·전시방법, 실험실습방법 등이 포함된다. 실물

제시법은 소비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물들을 직접보고 조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소비자교육을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게

시·전시방법은 교육장의 안팎에 학습과 관련된 실물 또는 관련자료를

게시 또는 전시하여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교육방법이다. 실험·실습

법은 실물을 보고 직접 제작, 조작하는 것에서부터 실물을 가지고 특정

사실의 확인과 규명을 위해 분석적인 절차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험하여

보는 방법이다.

(3) 조사기법 활용방법

조사기법 활용방법은 학습활동으로서 사회조사 기법을 활용하는 것

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주입 받는 방식을 벗어나 새

로운 사실들을 직접 찾아내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효과를 제

대로 얻기 위한 관건은 학생 등이 사회조사기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실

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제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수

행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그것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집단활동형태로 조

사를 수행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이나 영역으로는 교내

와 교외 공간이 모두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능력수준에 따라 제재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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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사 활용 방법에는 설문조사, 면접조

사, 실태조사, 사례연구 등이 있다.

설문조사법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하여 소비자들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조사대상 집단의 지식, 경험, 의견 등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면접조

사방법은 소비생활을 포함한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행위하는 여러 유형

의 행위자(가정, 생산자, 판매자, 행정부처 관계자)들로부터 그 활동이나

파생되는 제반 현상들에 대해 그들의 생각이나 입장을 직접 들어 간접

체험을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실태조사방법은 소비생활을 둘러싼 소

비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소비의 각 단계에 걸친 소비자행동상의

특성(상품서비스의 구입이나 이용, 폐기행태에 대한 이해, 소비자문제인

식제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4) 사회적 상호작용 방법

사회적 상호작용 방법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학습효과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크게 보면 상호작용은 학습자들간뿐 아니라 학

습자와 교수자 모두간의 상호작용 또는 관계형성까지도 포함한다. 일종

의 학습공동체로서 교실내에서의 상호작용에는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의

사소통, 즉,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

게 가르치고 배우며, 그 과정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교육방법은 특히 학습자

에게 행동적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학습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

다. 이를테면 경쟁과 협동의 원리, 상부상조의 기능, 전체 집단 규범과

기준에 적응하는 기능 등을 배울 수 있다. 이 교육방법의 범주에 속하

는 것으로는 게임, 토의·논쟁,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게임방법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게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 변화

에 적절한 행동과 해답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소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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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판단력, 분석력,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 토의와 논쟁 방법은 기술적인 측면

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료의 수집 및 활용능력, 논리적 사고

와 표현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의사결

정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역할놀이방법은 현실에서의 경제적 행위자의 역할들을 가상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써 시장놀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학생

들이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그 행동동기와 심리를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간접 체험을 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한 상황 설정에 따라서는 소비자문제의 발생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

도록 하여 대안적인 태도 및 행동 수정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방법은 소비생활을 유사하게 나타내어 복잡한 소비

자행동을 분석하고 해명하면서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대응능력을 육성하

는 데 유용하며 소비생활에 대한 유사한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

문에 소비생활의 문제와 소비자의 입장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5) 자기발견적 교육방법

자기발견적 교육방법은 학생들이 자기 학습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방

법으로 교육효과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여 분석 평가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 결국에는 학습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학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얻는다면 수업 과정에서

처음에는 교수자에게 완전히 의존하였던 학습자를 나중에는 교수자가

필요없다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벗어나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가진 학습

자로 만들 수 있다. 이 방법 범주에는 문제해결 방법, 구안학습법

(p roject m ethod) 등이 포함된다.

문제해결방법은 소비생활에서의 문제상황을 제재로 소비자들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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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접 부딪히는 생활문제를 교육의 소재로 하는 경우 소비자의 문

제해결능력을 비롯한 소비자능력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소비자교육의 교

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구안교육방법은 소비자들

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다양한 소재와 현상들

을 제재로 하여 스스로 지적 탐구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실천적 학습활

동을 통해 소비생활의 주체로서의 생활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6) 기타 교육방법

교실외 활동방법은 교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학습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교육의 장을 교실 바깥 영역으로 확대시켜 학습활동을 하는 방

법으로 견학, 지역활동 참여 방법이 해당된다. 교실외 활동은 교실내 학

습활동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추상적인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거나 참여하여 활동하는 체

험학습을 할 수 있다.

견학방법은 소비물품의 생산공장이나 유통 및 판매 현장, 금융서비

스 기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및 단체 등을 학습활동

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활동 참여방법은 소비자단체 및

지역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자원봉사, 생활협동조합 활동에의 참여, 유

기농장에서의 농촌활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온라인 교육방법

온라인교육방법(Online Education / Learning)21)은 웹상에서 구현된

21) 온라인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사이버교육(cyber
education), 디지털학습교육(digital learning), 전자학습(e-learning), 웹기반교육

(WBI : web based instruction)등이 있다. 이들 세부 개념들은 검퓨터네트워킹

이라는 공통의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견상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배순영, 『온라인 소비자교육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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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운 교육방식을

말하며, 기존의 집합적 교육방식에 대응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온라인

교육은 디지털 정보화시대의 교육특성을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교육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화 방법이

유선망에서 무선랜카드나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의

장소, 시간 등의 제약성이 훨씬 개선되어 교육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4> 온라인소비자교육의 개념

구분
온라인 소비자교육

온라인 소비자정보제공 협의의 온라인소비자교육

목적 소비자정보의 효율적 전달 소비자학습의 효과적인 전달

내용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소
비자정보습득을 가능하게 함

학습자와 학습자, 교수자와 학
습자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집
단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용한
소비자지식 및 가치관을 생성

교육

방식
사이버강의, WBI/ H tm l형, 교수/ 학습자료, 온라인테스트, 커
뮤니티 운영, 포털서비스 제공, 사이버스쿨운영

자료 : 배순영, 『온라인 소비자교육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
원 연구보고서 2001-01, 2001.12, p .21, p .51.

따라서 온라인 소비자교육(on line consum er education)은 온라인교

육의 방식에 소비자교육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웹 상에서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운 소비자교육

방식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볼 때 온라인소비자교육은 온

라인소비자정보제공과 협의의 온라인소비자교육을 포괄하고 있다. 온라

인 소비자정보제공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

자정보습득을 시공간의 제약없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구보고서 2001-01, 2001.12, pp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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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또한 협의의 온라인소비자교육은 학습자와 학습자, 교수자와

학습자간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집단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유용한 소비

자지식과 소비의사결정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소

비자교육은 사이버강의, WBI/ Html형, 교수/ 학습자료, 온라인테스트, 커

뮤니티운영, 포털서비스제공, 사이버스쿨운영 등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이 이용된다.

온라인소비자교육은 컴퓨터의 보급확산과 인터넷환경이 구축됨에 따

라 오프라인교육으로 실현할 수 없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오프라인소비

자교육의 한계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학교소비자교육에 국한하여 볼 때 오프라인소비자

교육은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과 교육지

원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표 Ⅱ-5> 오프라인 소비자교육의 주요 한계점

구분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점 주요내용

교육의

양적 측면

-사회, 도덕/ 윤리, 기술, 가정과 같은 일부교과에 내용수록

(전체교과중 8 %)

-실질적인 소비자교육의 분량은 더 미흡(금융교육은 더욱 미흡)

교육의

질적 측면

-교과목에 분산수록 되어 있어 학년별 연결 및 단계적 접근

곤란

-지식전달교육중심이어서 실제내용과 괴리발생가능성이 존재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교육내용의 적기반영곤란, 소비생활

의 비판적 인식전달 미약

교육의

지원측면

-교사의 소비자교육의식 및 관련교육경험, 노하우부족

-관련교재, 지도서, 안내서, 매뉴얼의 체계적 입수곤란

자료 : 배순영(2001), p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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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소비자교육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교

구분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교육대상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든 소
비자

아동, 청소년

교육장소 장소제약 없음(사무실, 가정) 강의실(집합교육)

교육주체

-교육기관다양화: 온라인교육
업체신규등장, 기존업체통합

-소비자교육기관역할증대: 사
이트운영능력과 여건구비

-가정: 부모
-학교: 학교선생님
-사회: 소비자관련대학교수, 정
부/ 소비자기관, 소비자단체,
기업, 언론)

교육

내용

주제
-오프라인과 동일
-장점: 최신자료 신속제공
-단점: 실제체험적 교육곤란

-의사결정(영향요인, 과정이해)
-자원관리(재무, 구매, 보존)
-소비자의식(소비자권리/ 책임,
관련법규, 관련기관)

교육

방식

-자기학습방식 : 교육자와 학
습자의 역할변화

-간접적 체험교육

-강사의 일방적 전달방식, 주입식
-직접적 체험교육 가능

교육수단 인터넷, 멀티미디어 직접강의, 컴퓨터, 자료

교재 텍스트파일, 음성, 동영상 인쇄물, 책자

교육비 저가 고가, 출장비등 부대비용발생

교육기간 개인별 수준에 따라 차이 교육과정/ 과목별로 고정

교육효과
쌍방향, 개인별 수준에 따른
자기진도관리식

일방적, 획일적 교육으로 개인
별로 교육효과 차이 발생

자료 : 배순영(2001), p . 14.

온라인소비자교육은 오프라인소비자교육에 비해 갖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많은 분야의 교육제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소비자교

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즉 온라인 소비

자교육은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비판적 인식 함양에 대한 제약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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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는 부분, 교육교재나 교육자료의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은 온라인교육의 활성화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

국 소비자교육을 온라인방식으로 하든지 오프라인방식으로 하더라도 소

비자교육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제약점은 공통적으로 존재한

다는 점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들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가가 소비자교육

의 실효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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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국의 금융·보험 소비자교육 현황

1. 영국의 금융보험교육 현황

가. 교육제도의 개요

영국의 보험소비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교육은 모든 금융기관을 감

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청(FSA : Th e Fin ancial Service Authority)이 중

심이 되고 관련행정부처와 범국민 비영리서비스기관(N PO : N on Profit

Organization)등이 상호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금융

시장에서 종종 겪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야기되던 문제들을 다소나

마 해결하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과 이를 노후까지 영위하고 보장받

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과 요소들을 미리 학습을

통해 습득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가 각자 개인의 수입과 그에 따른 재정상태를 더

욱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은퇴이후의 생

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복지사회를 구현시키기 위

해서 금융소비자교육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교육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의 폭이 넓어

짐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발시켜 질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교육은 2001년 12월에 시행된 「금융서비스 및 시

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 라 함

)」22)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부문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2) http :/ / ww w .fsa.gov .uk/ fsm a/ data/ fsm a/ act / act_p art_i.ht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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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관련법규

영국의 금융보험소비자교육은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ing organization)

중심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 후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의 제정에 따라 통합 금융감독청(FSA)이 출범하였고, 동 기관의 감

독목적(regu latory objectives)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8년 9월 FSA의 컨퍼런스에서 Steph en Byers 상무성장관은 국

민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금융소비자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87%이상이 금융소

비자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교육이 금융감독에 있어서

중요함이 부각되었다23).

2000년에 들어 금융산업을 통합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금융서비

스 및 시장법(FSMA)」이 제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소비자의 보

호 및 교육이 금융감독청의 감독목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금융서

비스 및 시장법」에서 금융감독청의 목적을 금융시장의 신뢰성(m arket

confid ence),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향상(public aw areness),

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the protection of consumers), 금융범죄의

감소(th e reduction of financial crim e) 로 규정하고 있다24). 또한 FSA

는 금융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투자권유에 관한 규제,

소비자의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금융기관파산시 안전망인 예

금자보호기구의 설치·운영, 금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교육의 촉진 등

에 대한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은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소비자

교육을 종합적으로 FSA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

처, 금융소비자 교육기관25)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성

23) FSA, Promoting public understanding og f inancial services: a strategy f or consumer
education, 1998.11, p . 3.

24)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PART I TH E REGULATOR,
Section 2. The Authority' s general du ties. (2) The regulatory objectives.
http :/ / www .fsa.gov .uk/ fsm a/ data/ fsm a/ act/ act_part_i.htm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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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다는 학교교육에 더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2) 교육기관별 역할

(가) 금융감독청(FSA)

영국 FSA는 금융기관의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이나 청장을 상무

부(DTI)에서 임명하는 등 정부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FSA는 금융

시장법에서 정한 감독목적의 하나인 소비자의 보호를 금융소비자교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제공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여 금

융자산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교육이 잘

진행되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압력이 증가되고 금융시장은 더욱

경쟁적인 시장으로의 변화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국제경쟁력이

금융산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Ⅲ-1> 영국 FS A의 금융소비자교육 개념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이해 향상

소비자에 대한 적

절한 보호

소비자교육

- 학교교육의 지원

-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소비자로부터 상

담, 민원 접수

- 소비자교육에 대

한 조사연구

25) Jane Vass, A Guide to the provision of f inancial services education f or consumers,
FSA, 19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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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청은 금융소비자교육의 주요 기능을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

민들의 이해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중요한 요소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촉진, 소비자

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금융거래에 관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가계를

보다 좋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별 상품의 어드바이스가 아닌 포괄적인

지식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감독청은 금융

소비자교육기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지원,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소비자의 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소비자교육에 대한 조

사연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Ⅲ-1> 영국 FSA의 금융소비자교육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구분 1999.1 1999.4 1999.7 1999.10 2000.1 2000.4
소비자교육
포럼

구성합의 1차 모임개최
분기별 모임개최를 통해 전략 및 프로젝트개발
논의

금융

이
해
력

학교
학교교과
과정검토

스코트랜드 14세
이상 학생의 시범
수업 조사

FSA 학교교
과과정 공공
의견 수렴

FSA 제1차
교육회의 개
최

수학2000
사 업설계
및 시행

성인
현행 금융교
육프로그램 ,
자료 검토

시범사업개발 시범사업운영

소비자용
책자

책자5권,
leafletline
운영 시작

책자연구완료 책 5권 발간 새로운 책자 지속적 발간

도시미팅
처음에는
3곳만 시행

버밍업타운 미팅
분리운영

작업장 / 커뮤
니티 단위
미팅 실시

프로그램 실시

FSA소비자
웹사이트

컨설턴트
임명

소 비 자 홈 페 이 지
설계 및 개발

가동 및 업
데이트

상호활동
개발

비교정보
청장소요예산
발표

제안내용 개발
con su lt a t i on
paper 발간

검토 및
보완

실행

공공요청
도움라인

현존내용 연구
장래서비스
니드 결정

실행

소비자연구
소비자의 정보/ 조
언의 접근 및 사
용에 대한 연구

이행지수 개발 이행지수측정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자료 : FSA, Consumer Education : A Strategy f or promoting public understanding of
the f inancial system, May 1999, p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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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는 1999년부터 금융소비자교육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되는 사항은 FSA 홈페이지의 소

비자코너(http :/ / w w w .fsa.gov .uk / con sum er)에 게재하고 있다. FSA가

추진해 온 금융소비자교육의 주요내용을 보면 <표Ⅲ-1>과 같다.

FSA는 소비자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는 금융 및 재

정관리에 관한 이해를 증가시켜 성인이 되어 영위할 건전한 경제생활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다. 또한 사회

교육은 개인재정관리를 위해 은행서비스, 보험과 연금 등과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성인과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경험이 없거나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폭 넓게 제공하며 금융에 관한 전반

적인 조언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폭 넓은 자료를 작성하여 책자 및 w eb-site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CD-ROM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한다. 특히,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자 웹에 기반한

Decision Tree와 같은 도구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본인의 재무상

태와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Con su m er help』메뉴에서는 금융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자료(educational m aterials)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으로써 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FSA는 금융업계단체나 소비자단

체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비영리 청소년 금융교육기관인 개인금융교육

기관(p feg : Person al Finance Education Grou p)26)을 설립하여 운영하

고 있다. pfeg는 학교의 금융교육관련 교재의 작성, 학교에서 이용하는 교

재패키지의 무료제공, 교사 등 교육관계자에 대한 포럼운영, 민간기업의

학교교육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정 등 학교의 금융교육에 대한 지원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교재패키지는 실제 상황과 흡사한 환경과 실습

26) pfeg는 2001년 11월 소비자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구성된 FSA의 출자기관이다.
http :/ / w ww .pfeg.org/ p feg02ks4.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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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표 Ⅲ-2> 영국 FSA 「Cons ume r He lp」메뉴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What' s N ew

- Consumer alerts
- Consumer update
- Stakeholder Pensions
- Endowments
- Recent press releases
- Publication

- 소비자 주의사항

- 소비자가 제공받는 금융 서비스

와 상품에 관한 최신정보제공

-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 소개

- FSA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와 정

보제공

- 최신 발간물 소개

Consumer
Help

- Consumer Publication
- Making a complaint
- Compensation
- Consumer alerts
- Consumer update
- Protecting consumer
- Publication

- 관련 발간물 소개 및 제공

- 소비자 불만 토로

- 소비자 주의사항

- 관련 최신 정보제공

- 소비자 보상

- 소비자 보호

Shop Around

- Financial advertising
- Comp arative inform ation
- H ow to com pare products

and service
- Can an adviser help you

shop around?
- Protect yourself when
you shop

- Publication

- 금융에 관한 소개

- 비교 정보

- 상품 및 서비스 비교 방법

- 쇼핑을 하는 데 필요한 조언

- 쇼핑시 자가 보호

- 관련 발간물

Your Rights

- Bank and
savings accounts

- Loans and credit
- N ational Savings

and Investm ents
- Insurance
- Mortgages
- Pensions
- ISAs
- Collective investments
- Gilts
- Shares
- Publication

-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신용도 있

는 회사를 선택하고, 판매원이나

조언자가 유능한 사람으로 상품

결정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 불

만사항에 대한 해결 및 잘못된

것에 대한 배상처리

- 금융기관 이용시 소비자가 누려

야할 권리와 그를 위한 책임의식

을 각 기관 및 상품별로 설명

: 은행과 저축, 대출 및 신용, 보

험, 저당, 연금, ISAs(세액공제

금융상품), 공동투자 상품, 조합
자료 : http :/ / www .fsa.gov.uk/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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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Financial
p roducts

- Banking
- N 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s
- Insurance
- Mortgages
- Pensions
- ISAs
- Collective investments
- Gilts
- Shares
- Getting financial advice

- 금융기관과 상품구매(이용)시 소
비자가 알고자하는 상품정보제공

- 상품구매시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에 맞는 상품을 구
매할 수 있도록 안내. 추천은 안
함.

Financial
Planning

- What is financial planning?
- Why planning?
- Five-step financial plan
- Financial goals
- Personal bu dget calcu lator
- Credit and Debt

- 소비자 개인 금융 및 자금(돈)관
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계획을 세우도록 권장

- 금융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
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5
개의 단계로 정리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우선
순위의 목표를 선정
본인의 자본을 확인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음
적절한 회사를 선택
본인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

Teaching &
Learning

- Curricu lum
- Spotlight
- Resource for teachers
- Resource for parents
- Resource for adu lts

- 금융 교육 커리큘럼과 이슈를 각
지역(주)에 맞춰 소개

- 교사, 학부모의 교육 자료 제공
- 성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On-line)

Firm &
Person Check

- Firm check service
- Person check service

- FSA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중개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득이
한 계약사고발생 시 소비자가 불
이익을 당하지 않고 소비자 자신
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FSA
Comparative

table

- ISAs
- Personal pensions
- Stakeholder pensions
- Investment bonds
- Savings endowments
- Mortgage endowments
- Mortgages

- 2001년 10월부터 연계되어 상품
간의 비교공시 테이블을 제공하
여 소비자가 본인에게 적절한 상
품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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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산업 단체

금융기관에서는 각 금융 분야의 협회를 통하여 경제기본지식 및 금

융 관련분야 소비자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행협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 영국보험협회(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투자신탁협회(Association of Unit Tru sts an d Investm ent

Fund s)에서는 최근의 이슈에 대하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소비자의 관

심을 끌어내어 간접교육의 효과를 얻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이

나 오프라인교육 과정을 통해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소비자정보(Consumer Information) 등의 컨텐

츠를 별도로 개설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습득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들 기관의 주된 교육 내용은 경제 및 금융 전반에 걸친 기초적인

내용과 각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그의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개인재무관리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금융기관의 활용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행협회(http :/ / w w w .bba.org.uk)의 경우 bbae-

learning.com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금융서비스산업에 대

한 전반적인 교육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매개체를 이용하여 보다

폭넓은 대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그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자 하였

다.

교육연구재단(Th e N ational Fou nd 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27)

은 교육에 관한 연구기관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금융문맹프

로젝트(Financial Illiteracy Project)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사회

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문맹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교육 보급

의 활성화와 교육방법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7) http :/ / ww w .nfer .ac.uk/ infoservices/ ceruk .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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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기관

투자기관의 지원을 받고 소비자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으로는 런던증

권거래소의 활동지원을 받아 투자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사

인 프로쉐어(Proshare: http :/ / w w w .prossh are.org.uk)가 있다. 이 회사

는 실천적인 증권 투자를 위한 간행물발행, 투자그룹의 육성지원, 투자

자를 위한 세미나개최, 학교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정보자료를 제공하

고 있다.

자금관리평의회(The Mon ey Managem ent Council)28)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관계단체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돈에 관한 소비자교육 추진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생활설계, 세금 등 개인의 돈 관리

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 생활설계지원을 행하는 기관으

로 고령자재단(Age Concern)29), 고령자조성회(H elp the Aged)30)등이 있

다. 이들 기관은 연금, 세금, 복지상담 등에 대하여 팜플렛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을 통해서도 조

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교육형태별 교육내용

(1) 학교 교육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성인교육보다는 청소년교육에 더 많이 중점을

두고 학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에서 금융상품의 이해, 금융상품의

소비의사결정 등을 습득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과 청소

28) http :/ / ww w .m oneym anagement.org.uk .

29) http :/ / ww w .ageconcern .org.uk .

30) http :/ / ww w .helptheage.org.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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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의 매우 높은 금융문맹현상31)이 반영된 결과이다. FSA는 1999년부

터 추진된 금융소비자교육계획 중 학교금융교육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

과과정에 장래 금융소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

하도록 학년별 금융교육교과과정(Fin ancial Cap ability th rou gh Person al

Fin ancial Education)을 작성하여 2000년도 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32)

FSA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금융교육의 주요 내용은 FSA 홈페이지중

소비자홈페이지의 Teaching an d Learning 코너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

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교육의 목표는 다음 2가지로 되어 있

다. 첫째, 학생들이 예산수립이나 소비, 저축, 투자, 여신 사용, 화폐가치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째는, 자신과 타인의 금융니즈에 관하여 이해하고 개인·그룹·사회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SA는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과과정에

반영할 금융교육커리큘럼을 작성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자격 및 교육

과정청(QCA : Qu alifications an d Cu rricu lum Auth ority), 교육부

(Dep artm ent for Education & Skill)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또한 FSA가 출자하여 설립된 개인금융교육그룹(p feg)은 개인금융교육프

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교과과정별 교육내

용과 교수방법,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학교금융교육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31) FSA청장이 2001년 제2차 교육컨퍼런스에서 영국의 14세 청소년들에게 100파운

드를 은행에 예치하여 1년이 지나 다시 인출했을 때 원금보다 큰 지, 적은 지,
동일한 지를 물어본 결과 25%만 정확한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

다( supposing I pu t ￡100 into a bank, and after a year I take my m oney
out again, w ould I get back m ore, less or the same? , supp osing I borrow
￡100 from a bank to pay back after one year, w ould I have to p ay back
m ore, or less or the same? ). http :/ / www .fsa.gov .uk/ pubs / speeches/ sp74.html.

32)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Consumer Education : a strategy f or promoting
public understanding of f inancial system, 1999. 5,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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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영국의 학교 금융소비자교육 추진체계

교육기능부

(Dep t for
Edu cation & Skill)

자격교육과정청

(Qu alification &
Cu rricu lu m
Au th ority)

초

·

중

·

고교

소비자

교육

p feg
(P e r s on a l
F i n a n c i a l
Ed u cat ion
Group)

금융감독청

(FSA)

단체·

기업·

개인 등

소비자교육 촉진

정보·교재제공/
교사양성 지원

행정 주관

전국공통교과과정준수

교과과정작성

출자·기부/
정보제공

교사양성 지원

참고 : 김영기, 「미국 등의 경제교육 시스템」,『조사연구 Review』2002. 겨울, 금

융감독원.

현재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교육 커리큘럼인 개인금융교육을

통한 금융능력향상(financial capability th rou gh p ersonal financial

education)"은 1999년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금

융능력향상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financial capability) 에 기초하여 마

련된 것이다. 영국의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

음 <표 Ⅲ-3>과 같다33).

33)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국가별 학교의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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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영국의 학교 금융교육 커리큘럼 주요내용

교육구분

교육단계

금융이해
(fin ancial

u n der stan din g)

금융능력
(fin ancial

com p etence)

금융책임
(fin an cial

resp on sibility)

Stage 1
(1－2년)
(5－7세)

초보적

이해

－돈은 무엇인
가, 돈의 교환
기능
(w h at m oney
is an d th e
exch an ge of
m oney)

－돈은 어디에
서 오는가

(w here m oney
com es from )

－돈은 어디로
가는가

(w here m oney
goes)

－돈의 관리방법
(lookin g after
m on ey)

－금융기록과 정
보 ( f i n a n c i a l
record s an d
inform ation)

－돈의 사용, 예산
수립(sp en d in g
m oney an d
bu d getin g)

－리스크와 수익
(risk an d

retu rn )

－개인의 인생 선택
의 결정

(m akin g p erson al
life ch oice)

－소비자권리/ 책임
(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금융의 더 많은시
사점
(the wider impli-
cations of finance)

Stage 2
(3－6년)
(7－11세)

신뢰

개발

Stage 3
(7－9년)

(11－14세)

신뢰의

확장

Stage 4
(10－11년)
(14－16세)

성인삶

준비

자료 : http :/ / www .dfes.gov .uk/ publications/ guidanceonthelaw / fcg/ .

학생들의 개인금융교육커리큘럼은 교육부(DfEE : The Dep artm ent

for Education and Em ploym ent)가 금융감독청과 개인금융교육그룹

(p feg)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고 있다. p feg는 개인금융교육과정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방법과 관련된 참고자료(FSA가 제공)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금융교육 담당교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34) 이와 관련된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Ⅲ-3> 참조).

34) http :/ / ww w .pfeg.org/ p feg02ks1.htm



44

<그림 Ⅲ-3> pfeg 개인금융교육과정별 교육내용 및 자료

학교에서의 개인금융교육은 학교와 교사는 물론 부모들과 서포터들

도 참여하여 실질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1세 이상의

학생들은 재무관리에 관한 기법을 교내에서 운영되는 상점 등의 경영을

통해서 배우게 되며, 부모들은 학교의 학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

에 관한 토픽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개인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금융의 이해와 신용 유지에 관한 개념을

습득·인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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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가 2001년도에 잉글랜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금융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35)에 따르면 prim ary school의 84 %, second ary

sch ool의 89%가 개인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그 주된 이유를 물어 본 결과,

교육시간의 부족, 수업할 때 다른 과목과의 우선 순위, 교과내용이 학생

들에게 부적절, 교원의 시간부족, 주제에 대한 인식부족, 부모에 대한

책임 등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

해 교육과정 수를 확인한 결과 prim ary school과 second ary school 모

두 전체교과과정 9개 주제 중 5개 과제 이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의 금융교육 커리큘럼 중 "Stage 2"과 "Stage 4"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데, 한 한기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수업을 하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의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실

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중

요성에 대하여 p rim ary school의 경우 65%, second ary school의 경우

87%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교사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금

융교육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향후 금융교육

을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자료, 교육연수 및 자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정

보, 성공금융교육사례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인금융교육 프로그램은 primary school의 74%,

secondary school의 60%가 국가교육과정의 정규과목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은 시행중인 금융교육프로그

램의 교과내용이 너무 많고, 금융을 배우기에 학생들이 너무 어리다는 점,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우선 순위에 있어서 밀리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학교 금융교육은 FSA

의 주도로 추진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아직 정

착되지 못한 상태로 보여지며 시범적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로 볼 수 있

35) N 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Personal Finance Teaching in Schools, FSA,
2002.1, pp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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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사회 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감독청과 기타 금융기

관, 소비자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FSA가 지향하는 성인을 위

한 금융소비자교육은 성인 금융소비자가 보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금융지식, 재능, 기술 등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FSA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해설한 간행물 출판,

소비자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 홈페이지 내 "소비자지원:

Consum er H elp "코너(<표Ⅲ-2> 참조)를 통한 금융관련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상담이나 민원해결 제도운영(Fin ancial

Ombu dsm an 제도)도 들 수 있다. FSA는 소비자가 Con sum er H elp

를 방문하여 자신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Consum er H elp " 에 소비자를 위한 공시 및 출판물 개

시, 불만제기, 피해보상, 주의사항, 소비자정보 up date, 소비자보호 등과

같은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불만을 표시하고,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FSA는 소비자의 권리(Your right), 금융

상품 비교공시(Financial Products), 재무계획(Financial Plann in g) 메뉴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 학습(Teach in g & Learn in g) 메뉴에서는 청소년, 성인들의 금

융지식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resources for teachers), 학부모

(resou rces for p aren ts), 일반성인(resources for adults) 영역별 자료실

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또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일반

성인자료실의 경우 온라인으로 자신의 금융지식과 금융실행능력을 테스

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교육체계(Learn Onlin e)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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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소비자교육현황

영국의 보험소비자교육은 별도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2001년 12월 시행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에 의거 금융

소비자교육의 전체적인 목표와 교육내용에서 보험에 관한 올바른 이해

를 촉진하고 합리적으로 보험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보험소비자교육은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의 금융실행능

력(financial comp etence) 의 리스크와 수익(risk and return) 항목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Stage 2(7세∼11세) 에

서는 확률과 보험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 예시로 소유하고 있는 가옥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발생가능성

이 아주 희박한 것(우주인의 공격에 대비)과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것

(자연재해 손실 대비)을 비교하여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예로 들어 설명

하고 있다.

Stage 3(11세∼14세) 에서는 확률과 보험의 이해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예시로 만약 자신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운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

고 그 리스크를 보험으로 전가한 경우 각종 보험계약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모든 리스크는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고 이 경우 보험료는 리스크에 부합하는가 등을 이

해한다.

Stage 4(14세∼16세) 에서는 ( Stage 3" 보다 더)복잡한 상황하의 확

률과 보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인의

리스크 관리방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파

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전개한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통해 생명보험, 건강보

험, 질병보험, 연금,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이해하게 된



48

다.

잉글랜드의 학교를 대상으로 보험교육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

융교육 커리큘럼의 전체내용 중에서 보험교육은 가장 적게 실시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률과 보험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prim ary

sch ool은 10%만 실시하고 있으며, second ary school은 3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

<표 Ⅲ-4> 영국 학교 금융교육중 보험 교육실시 현황(잉글랜드)

(단위 : %)

Prim ary School Secon dary School

교육내용 시행학교 교육내용 시행학교

동전의 다름 인식 100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91

다른 돈의 가치를 상대적 비교 99 지급의 다른 형태 이해 89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저축 89 예산수립 및 개인소비통제방법 85

돈의 다른 형태(수표,신용카드) 58 학생금융제도의 편익과 비용 80

돈의 사용시 윤리적 고려사항 57 은행장부와 계산서의 해석방법 69

돈의 원천이 다름을 이해 52
돈의 사용 선택시 윤리적 고려

사항
66

금융기록의 중요성 37 저축과 투자의 장단점 56

돈의 차입, 부채증가시 문제점 25

확률과 보험의 관계 이해 10 확률과 보험의 관계 이해 31

자료 : N 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Personal Finance Teaching in
Schools, FSA, 2002.1, pp . 18-19.

보험소비자교육을 위한 교사지원 또는 교재정보는 ABI(Association

of British in surer s)에서 발간물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중 M oney

36) N 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Personal Finance teaching in schools,
FSA, 2002.1,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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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nagement Review는 Second ary Sch ool 교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제

공하는 잡지이며, Risk and Reward는 Second ary Sch ool의 학생을 위한

보험교육교재이다.

2. 미국의 금융보험교육 현황

가. 교육제도의 개요

미국의 소비자교육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금융소비자교

육은 1980년대 이후 소비자단체로부터 금융거래에 관한 민원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최근 증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부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절실한 바램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금융경제의 지식 이해력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서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개인금융퀴즈의 질문에 대해 42%만 정확

하게 답변을 하고 있으며 질문의 3/ 4을 정확하게 답변한 것은 8%에 불

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인 10명중 4명은 신용카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부족과 부적절한 사용으로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개인파산자의 수가 1990년에 비해 두 배나 증

가하였다37).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지식(Fin ancial Literacy)을 테스

트한 결과 50%정도가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37) 미국의 개인파산자수 현황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10년증가율

기업도산 43.694 71,277 64,853 51,959 35,452 38,540 -5.9%
개인파산 287.570 341,233 718,107 874,642 1,217,972 1,539,111 5.4 %
합계 331.264 412,510 782,960 926,601 1,253,444 1,577,651 4.8%
개인비중 86.8% 82.7% 91.7% 94.4 % 97.2% 97.6% 5.9%p

자료 : http :/ / abiw orld .org/ stats/ 1980annu al.h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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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이 미국인들의 연령에 관계 없이 모두 중요하며 금융지식의 올바

른 이해를 통해 개인 삶 전체에 있어서 금융적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Dep artm ent of th e Treasury)은 금융교육을

국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금융교육국(OFE : th e

Office of Financial Edu cation)38)을 2002년 5월에 신설하였다39). OFE에

서는 청소년들의 금융문맹해소가 성인들의 금융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청소년금융교육법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청소

년 금융교육추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실시해온 금융소비자교육은 생활설계, 자산의 관

리 및 운용에서부터 금융경제의 기초적 개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

분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금융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이익의 증대, 소비자

보호, 자유로운 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상

품과 서비스가 범람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와 지식에 기초

한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생활설계를 위해 소비자는 보다 큰 경제적 이

익을 얻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지식이나 지식활용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면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규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기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

비스에 따라 소비자는 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커진다. 또한, 미국 국민의 매우 낮은 저축률40)로 인해 다중채무나

38) http :/ / www .treas.gov/ offices/ domestic-finance/ financial-institu tion / fin-educa

-tion / index.html.
39) Office of Financial Education, In tegrating Financial Education In to School

Curricula: Giving A mericas' youth Education Foundation f or making Eff ective
Financial Decisions Throughout Their Lives by Teaching Financial concepts as part
of math and Reading Curricula in Elementary, M iddle, High School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 Treasury, October 2002, pp . 1-17.

40) 미국 국민들의 저축율은 2차세계대전 후 GDP의 24 %였으며, 80년대에는 7.%로

하락하였고 2002년의 경우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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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 증대하고 있어 금융분야에 대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금융소비자교육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천적인 교육방법을

전개하며, 전문가 및 기업 등이 네트웍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

는 것과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한다는 점등의 특징이 있다. 미국

의 경제금융교육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생애교육의 개

념을 도입하여 과정별 교육을 실시한다. 다시 말해 미국 국민들이 저축,

신용관리, 은퇴계획, 주택소유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

요한 지식의 습득과 확보를 금융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Ⅲ-4> 미국의 경제·금융교육 대상자 분류 및 교육내용

6세 18세 22세 60세

학교교육
(초·중·고교)

대학생

교사
(학교교육)

퇴직자

기업근로자

주부, 자영업자
기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금융상품
판매업자

소비자교육

기초경제교육
(가정 및 사회경제)

금융·자산관리 교육
자산관리 및

투자교육

자료 : 김영기, 「미국 등의 경제교육 시스템」,『조사연구 Review』, 2002 겨
울, 금융감독원.

(1) 교육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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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금융산업 영역별로 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다수의 금융감

독 관련 기관들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하여 수행하

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금융기관의 행위를 규제하는 연방 및 각

주의 법규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다수의 연방 및 주 금융당국들은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보호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

니터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법규는 각 주의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소

비자교육기준과 교육관련 법규에 조항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캘리

포니아주에서는 7~8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한 학기 과정으로 소비자경

제, 기초적인 은행이용법, 기초적인 금융계약, 금융상품 매매 가이드, 신

용카드 사용법, 보험의 종류와 비용, 정부과세금의 형태(세금의 종류)등

을 학기 중에 수료하도록 하고 있으며(Statu tory langu age ad ded in

1993), 아이다호(Id ah o)주에서는 8학년이 되기 이전에 가족과 소비자학

에서 개인금융교육을 포함한 경제학습을 하도록 규정(Administrative

langu age ad d ed in 1997)해 놓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학교에서의 금융

교육은 과거 20년간 기본적인 문맹퇴치, 수학,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어

학교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온 관계로 소홀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교육이 주별로 차이의 발생과 청소년의 심각한

금융문맹률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실

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교교

과 중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인식된 「어떤 어린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다(N o Child Left Behin d Act)」41)이 2002년에 제정되어 시

41) 2002년 1월 부시대통령이 취임직후 서명한 N o Child Left Behind Act 는 민

주·공화 양당간에 초당파적인 합의를 통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밑으로부터

의 상향식 교육개혁을 위한 하향식 지원(Top-Down Supp ort for Bottom-Up
Reform)이라는 명분 하에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동 법은

미국 공교육의 전면적인 혁신을 하고 교육에 대해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

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시켰으며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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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는「경제교육법(Economic Education Act)」,

「청소년금융교육법(Youth Fin ancial Education Act)」 등 법률을 제정

하여 학교의 경제금융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금융

교육법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정부의 교육기관이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

생들을 위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향후 5년간 금융교육에 총 5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42)

2003년에 들어서도 학생들의 금융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법률안

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중 우선적으로 금융교육관련비용을 교육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법(Education Bill, Title 5

Section 5131)」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4개 법안은 아직 심의 중

에 있다. 2003년 6월 상원에 제출된「초·중등교육법개정안(Elem entary

and Secon dary Education Act of 1965의 개정안, S.1181)」43)은 청소년

의 금융문맹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교육을 통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실시하기 위한 내용들을 기존 법에 추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금융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초·중·고 금융교육프로그램을 통

합하고 학교가 채택한 금융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주 교육청의 승인을 받

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금융교육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실

(Clearinghou se)의 운영 및 금융교육관련 예산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03. 7월 상원에 제출된 「금융문맹이해력 및 교육조정법(Fin ancial

Literacy an d Education Coordinating Act of 2003(S.1470))」은 미국 소

비자의 금융이해력과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부내에 "금융이

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은 경제금융분야를 포함한 27개 분야

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4,600억원의 예산지원, 평가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계획(NAEP : N ational Assessm ent Education
Progress)이 추진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적용된

다. 박 철, 「학교 경제교육 실태분석 및 시사점」, 『월간 금융』, 2003.8,
http :/ / w ww .jumpstart .org/ bills/ ESEAFinal.pdf

42) 박 철,「미국의 청소년 금융교육실태 및 시사점」,『월간금융』, 2003.4.

43) http :/ / ww w .jum pstart .org/ bills/ S.11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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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력 및 교육 조정위원회 를 설치하는 법률이다. 또 2003.7월의

Financial Literacy Comm unity Ou treach Act (2003. 7. 31, S.1532) 는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이해력위원회(Financial

Literacy Com mission)를 금융교육관련부처의 장·차관급으로 구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 등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하원에서는 위원회가

금융문맹개선을 위한 방법을 학생과 교사들에게 금융교육 실시를 규정

하는 법안(H .R. 2990)이 2003년 9월 3일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경제금융교육 관련법의 공통된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경제

금융교육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교육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고교생들에게는 경제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졸업을 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통과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2) 교육기관별 역할

미국의 경제금융소비자교육은 정부기관, 중앙은행, 소비자단체, 교육

단체, 업계단체, 민간기업 등 관·민,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매우 많

은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다. 2002년 5월 연방재무부내에 금융교육사무

국(OFE : Office of Fin ancial Education)이 신설되면서 금융소비자교육

의 주별로 상이한 점과 학교별로 상이한 점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

가차원에서 일원적인 금융교육의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교육사무국은 금융교육의 정책수립 및 금융교육관련기관간 조정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에 관한 소비자교육단체는 전국금융

교육기금(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NEFE), 점프스타트

개인금융교육연맹(Jum p$tart Coaliation for Personal Finance Literacy),

전국소비자교육연구소(N ational In stitu te for Cu stom er Education,

N ICE), 미국저축교육협의회(Am erican Saving Education Council,

ASEC) 등 140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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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미국 금융소비자 소비자교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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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부 주 교육부

소비자 단체·

기업·개인 등

Ju m p $tart

N EFE JA SEC

IEF SIA

초등 중 고
소비자 단체·

기업·개인 등

행정

주관

주(州)가 채택한

교육과정
교재·정보제공

교사양성

출자·기부 및

정보제공

교재·정보제공

교사양성

연방재무성

OFE
N AIC

주 보험감독청

각종 경제금융교육단체

자료 : 김영기, 「미국 등의 경제교육 시스템」,『조사연구 Review』, 2002 겨
울, 금융감독원.

(가) 전국경제교육연합회(NC EE)

전국경제교육엽합회(N CEE : N ational Cou ncil on Econ omic

Education, h ttp :/ / w w w .ncee.org)는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

관으로 1949년에 설립되었다. 동 기관은 경제교육의 보급·향상을 목적

으로 한 비영리단체로 대학이나 주에 설치된 300개 이상의 지역사무소

를 통해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무소의 활동성을 활용하여 경제교육표준

(Economic Education Stan dard)44)개발에서부터 세미나개최, 금융상담까

44) N CEE가 개발한 「경제교육 표준 커리큘럼」은 <부록 2> 국가별 학교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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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N CEE가 추구하는 경제교육의 목표는 첫째, 전 국민들의 경제지식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경제적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책임있는 소비자, 생산자, 저축자 및 투자

자가 되어 세계 경제 참여에 좀 더 효과적인 참여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다. 셋째, 근로자들이 경제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경제적 방식을 이해하

고, 개인의 자금조달이나 시민으로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표 Ⅲ-5> 미국의 주요 경제·금융교육기관 현황

기관 설립연도 주 요 활 동

N CEE 1949

-12만명 교사, 700만명 초·중·고 학생의 경제교육

-경제교육캠페인(campaign for economic literacy) 실시
-고등학생대상 금융지식콘테스트
-National Teaching Aw ard 선정 및 시상

N EFE 1984

-고등학생 및 교사대상 금융교육프로그램(High School
Financail Planning Program)

-연간 100만명이상 학생교육실시
-금융교육연구 및 관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Ju mp $
Start

1995

-연방정부, 대학, 소비자보호단체 등 140개 단체참여
-금융교육교재개발 및 보급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 개발(Personal Finance
Education Standard and Benchmarks)

N CEE는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경제개념, 미시경제, 거시

경제, 국제경제 분야의 40개 문항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경제이해력

현황테스트(Test of Economic Literacy)를 발표하고 있다45). 2001년의

금융교육 커리큘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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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사대상학생들의 평균점수는 61.25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 중 "

경제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64.35로 평균점수 61.25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점수 47.60"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 미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 Ⅲ-6 > 미국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점수

구 분 조사대상 학생 수(명) 테스트 점수

총 조사대상 학생수 3,955 61.25

성 별
여 학 생 1,868 59.30

남 학 생 1,845 63.75

학 년

1 학 년 210 54.80

2 학 년 1,005 55.45

3 학 년 2,354 64.88

경제과목

수강여부

수 강 함 3,224 64.35

수강 않함 731 47.60

자료 : 유정호, 「고등학교 경제교육과 학생들의 이해력-경제이해력 테스트
결과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타,
2003. 10, p .11.

(나) 전국금융교육기구(NEFE)

전국금융교육기구(N EFE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h ttp :/ / w w w .nefe.org/ )는 198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고교생을 위한 금

융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전 미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동 기구에서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 고교생을 위한 교과서

45) 미국의 경제이해력테스트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정호, 「고등학교 경제교육과

학생들의 이해력-경제이해력 테스트결과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한국개발

연구원 경제정보센타, 2003.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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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FE의 고등학교 금융계획프로그램, N EFE High School Financial

Plann in g Program)의 발행부수는 연간 50만부에 이른다. 한편, 동 기구

에서는 소비자교육 자체만큼이나 큰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금융소비자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고등학교의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새로운 금융지

식의 습득과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금융교육 교사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다) 점프스타트

점프스타트개인금융교육기관(Jump $tart Coaliation for Person al

Fin ance Literacy : http :/ / w w w .ju mp start .org/ )은 1997년에 설립된 비영

리금융교육기관이다46). 동 기관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금융지식을 습득하여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기관과 전국 각 지역의 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을 포

함하여 90개 이상의 기관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다. 점프스타트 활

동은 여러 가지 다양하나 1995년부터 논의를 거쳐 작성된 개인금융교

육지침 및 벤치마크(Personal Finance Education Guid elines and

Benchm arks) 가 대표적이다. 동 기관이 운영하는 클리어닝하우스는 유

아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금융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재

(서적, 비디오, 컴퓨터·소프트웨어, 지도자료, 팜플렛 등)를 대상학년,

키워드, 제목, 발행자로 검색할 수 있는 DB로 관리하고 있다.

46) 동 기관의 주요내용은 http :/ / www .jump start .org/ download .cf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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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J ump$ta rt S ea rch DB

학년
(Grad e Level)

학습교재
(Typ e fo Material)

학습내용
(Descrip tor)

K-2
3-5
6-8
9-10
11-12
Sp ecial N eed s
Ad u lt
All Grad e

Book
Broch u re/ Pamp h let
Lesson Plan
Periodical
Sim u lation / Gam e
Softw are/ CD
Sp anish Lan gu age
Stu dent Workbook
Teachin g Gu ide
Video
Website
All Material

Income
Money M an agem ent
Savin g an d Investin g
Sp en din g an d Cred it
All Descrip tor

자료 : http :/ / www .jumpstart .org

동 기관은 3년 주기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이해력(Financial Literacy)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금

융교육실행에 참고하고 있다(p erson al fin ancial su rvey of high sch ool

seniors). 2002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평균 금융이해력은 50.2

점으로 1997년 조사시의 평균점수 57.3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학생들의 불합격율(failed score)는 1997년 44.2%에 불과했으나

2002년도에는 68.1%로 크게 증가해 금융이해력 부족에 대한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8> 미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구분 1997년 2000년 2002년 격차( 02- 97)

평균점수 57.3점 51.9점 50.2점 7.1점

불합격율 44.2% 59.1% 68.1% 23.9%

자료 : http :/ / www .jump startcoalition .com / up load / Execu tiveSum m ary200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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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니어 어치브먼트

JA (Ju nior Achievem ent)는 스트라스모어 제지회사의 호러스 모제스

(H orace Moses)사장이 1919년에 매사츄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세운 청소

년 경제교육의 비영리기관으로 자원봉사자, 교사, 학부모, 전문사업가

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내 151개 지역 사무소 및 100여개의 해

외 JA센터를 운영하고 있다47). 동 기관은 청소년들의 자유기업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제공,

훈련을 개인(p ersonal fin ance center), 경영자(entrepren eur center), 영업

윤리(bu siness ethics center)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교

육과정은 초, 중,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향후 이들이 개인, 근로자, 소비

자로서 직면하게 될 때 역할과 경제문제, 근로자로서 생각하게 될 이슈

에 대하여 미리 학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 기타 기관 및 단체48)

전국경제교육자연합(N ational Association of Econ om ic Edu cator)은

N CEE와 제휴된 경제교육자 전문 협회로 각 경제교육센터에 소속된 경

제교육 담당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전국 네트

웍을 활용하여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제공, 각종 회의, 발간

활동 및 시상 등을 통해 경제교육자들 간의 아이디어 및 의견을 교환하

며 정보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교육재단(Fou nd ation for

Teaching Econ omics)은 N CEE, 연방은행 등의 여러 경제교육조직과 연

계하여 경제교육자들의 경제교육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학

습계획 등 작성 및 개발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개인 및 기업체의 후원으

로 운영된다. FL2010(Fin ancial Literacy 2010)은 비영리인 투자보호신

47) 여문환, "청소년경제교육프로그램 사례:주니어 어치브먼트(JA)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한국개발원 경제정보센타, 2003.3,pp .106-111 참조

48) http :/ / ww w .nice.emich .edu / appendixd .h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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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Investor Protection Tru st), '북미 증권경영자협회 (N ASAA), 각 주

증권감독기구 , 전국증권딜러협회 개인투자자서비스실 의 협력 프로젝

트로 설립된 기구로 국가적인 금융문맹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사들을

상대로 금융교육에 필요한 수단(tools), 교과과정 등 필요사항을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교육형태별 교육내용

(1) 학교 교육

미국의 학교 금융교육은 <그림 Ⅲ-4>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체계에

의하여 경제교육49), 금융교육, 소비자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 교과

과목을 통한 소비자교육은 여러 과목에 걸쳐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으

며, 금융활동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의 경우 가계경제, 사회, 수학 과목

등에서 실제생활 중 소비자의 관심사를 실례로 들어 수업함으로써 수업

의 친근함과 교육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른 교재와 수업방식

의 경우 기존 수업시간이 이미 충분히 계획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과목

을 신설하기에는 현실 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고등학교 고학년생들

의 경우 금융활동과 관련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수강을 원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교과과정을 개설하거나 다른 과목의 커

리큘럼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좀 더 많은 시간과 분량을 할애하는 방

법 등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금융소비자교육을 할 때에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이를 통한

통합적인 학습방법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

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개인금융 또는 소비자경제라는

과목명을 가지고 한가지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구성과 방법으로 학습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

49) William B. Walstad, Economic Education in U.S. H igh School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5, N o.3, Summer 2001, pp .195-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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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요도의 인식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

다. 하지만 이에 반해 과목에 대한 수강을 선택한 학생들에 한하여 제

한적으로 정보의 전달과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좀 더 폭넓은 지식

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다른 과목에 한 장(Chapter)으로 포함시키거나, 전

반적인 소비자교육에 관한 여러 개의 주제와 개념을 포함하여 소비자경

제의 기초단계에서부터 몇 가지 주제를 조합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

기도 한다.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버린 학교 커리큘럼 구성으로 새로운

과목 개설이 용이하지 않을 때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기 이전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심도 있는 학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자칫

하면 원하는 학습방향과 멀어질 수 있다. 학습내용에 있어서는 금융소

비자교육이니 만큼 실제생활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수업에 적용시킴으로

서 수업하는 데 있어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Ⅲ-9> 미국 학교의 경제·금융교육 개요

경제교육 금융교육

커리큘럼 개인경제교육 표준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

대상 유치원 ~ 고등학생 4학년, 8학년, 12학년

주요내용

생산자원, 의사결정방법, 재화와

서비스, 거래과정, 시장(가격과 기

회비용), 수요와 공급, 경쟁의 역

할, 경제기관

소득, 소비와 신용,
돈의 관리방법,
저축과 투자

주 : 경제금융교육 커리큘럼의 주요 내용은 <부록 2> 국가별 학교의 개인금융
교육 커리큘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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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미국의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소득

(In com e)

-소득의 원천
-소득에 미치는 요인
-기업관
-세금과 정부서비스
-인플레이션과 상품구매력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고용주보조 저축프로그램

소비와 신용

(Sp en d in g an d
Cred it)

-비교쇼핑
-기회비용
-지급방법
-소비자정보
-소비자불만 처리절차
-신용비용과 기록
-소비자신용보호법

돈의 관리방법

(M on ey
M an agem ent)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금융의사결정
-예산수립방법
-금융거래의 책임
-보험, 리스크관리
-개인금융계획
-유언과 같은 법률적 서류의 중요성

저축과투자

(Savin g an d
In vestin g)

-저축과 투자의 이유
-저축과 투자의 상품 현황
-리스크, 수익, 유동성
-복리, 돈의 시간가치
-72룰, 달러의 평균비용
-분산투자
-정보의 원천
-금융시장의 규제
-고용주보조 저축프로그램

자료 : http :/ / www .jump start .org

각 주별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소비자교육의 형태를 보면 각

주의 교육법에 의거, 교육청(Local Edu cation Agency)이 작성한 교육프

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별로 상이하다50).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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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로 6~9학년의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경제개념과 함께 실

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

및 소비자이론이나 소비자주의(Consu m erism ) 등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

한 것을 내용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9~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은 개인과 가족의 재정상황을 진단하고 자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관한 학습을 주로 하고 있다. 유타주51)에서는 11-12 학

년들에게 재무경제에 관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소득(Incom e), 돈의 관

리방법(Money Man agem ent), 소비와 신용(Sp ending and Cred it), 저축

과 투자(Savin g and Investing), 소비자보호(Consu m er Protection), 위험

관리방법(Risk Managem ent) 등을 그 내용으로 학습하고 있다. 또한 켄

터키주 등 몇몇 주의 경우 유치원 수준의 학생들에게도 소비자의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릴 적부터 경제 주체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금융교육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 CEE가 2002년도에 각주별로 학교에서의 경제·금융교육 실시현황

을 표준적인 교육표준커리큘럼 존속 여부, 교육표준커리큘럼 실행 여부,

해당 과정의 이수 여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금융교육이수가 필수적

인지 여부, 학생들의 평가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표Ⅲ-11> 참

조)52).

경제교육(econom ic edu cation)의 경우 최근 들어 표준 경제교육커리

큘럼53)을 갖추는 주가 1998년 38개 주에서 2002년 48개 주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 표준커리큘럼을 실행하고 있는 주는 1998년 38개

주 중 28개 주가 실행하고 있는 것에서 2002년 48개 주 중 34개 주가

50) 주별 금융교육현황은 <부록 3> 미국 주별 금융교육실시현황 참조.

51) http :/ / ww w .u tjump start .org

52) N ational Council on Econom ic Education, Survey of the States: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 's Schools in 2002, April 2003.

53) 경제교육의 표준커리큘럼의 주요내용은『<부록2> 국가별 학교의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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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경제과목을 수강하

여야 하는 주는 1998년 13개 주에서 2002년 14개 주로 늘어났다. 그리

고 공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4개 주(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는 모두 경제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하여 경

제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과목의 테스트는 1998년에 25개

주에서 실시하였는데 2002년에는 27개 주로 늘어났다.

<표 Ⅲ-11> 미국 주별 개인금융경제교육 실시 현황

구분
1998년 조사 2000년 조사 2002년 조사

경제교육 금융교육 경제교육 금융교육 경제교육 금융교육

교육표준 38 21 48, DC 40 48, DC 31

교육표준
도입 필요 28 14 36 16 34 17

교육과목
제공필요 16 - 16 7 17 4

과목의
이수여부 13 1 13 4 14 4

학생테스트
필요 25 1 22 6 27 8

자료 : Kim berly Burnett, Sumner J. La Croix,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In
Hawaii: A ssessing the Present, Finding the Future, p resented at the Economic
& Financial Literacy Conference " Learning for Life", Au gu st 20, 2003,
p .22.

개인금융교육(p ersonal financial edu cation)은 점프스타트가 1998년

에 작성한「개인금융의 표준지침」(<표Ⅲ-10> 참조)54)"에 의거하여 대

부분 실시하고 있다. 개인표준금융교육커리큘럼에 의거 금융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 주는 1998년에 21개 주였으나 2002년 31개 주로 증가하였

54) JumpStart,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 with Benchmarks, A pplication
and Glossary f or K-12 Classrooms, 2nd Ed., 2002 (http :/ / ww w .jum pstart .org/

Standards&Benchm arks.p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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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커리큘럼을 실행을 하고 있는 주를 보면 1998년 14개주였으나

2002년에는 17개 주로 늘어났다. 그리고 4개주(아이다호, 일리노이, 켄

터키, 뉴욕)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개인금융 교육과정을 이수하

도록 되어 있다.

(2) 사회 교육

사회의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며, 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제공이나 교육방

법을 이용되고 있다. 소비자는 관련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자료를 이용

하여 스스로 학습을 하여 얻은 지식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

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감독기관, 교육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교육코너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N CEE나 N EFE, 점프스타트 등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도자들을 대상

으로 한 온라인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 및 경제전문 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보험소비자교육현황

미국에서의 보험소비자의 교육은 보험만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독립

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보험교육은 금융 및

경제교육정책과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의 보

험 소비자교육은 주 보험감독청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1) 학교의 보험교육

학교에서의 보험교육은 점프스타트에서 제공하는 개인금융교육커리

큘럼 중 소득(incom e), 금전관리(Money Man agem ent) 의 일부로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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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다. 소득의 경우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개념,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금전관

리에서는 리스크관리의 전략 및 과정(보험의 기능),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리스크에 관련된 보험의 종류를 이해하

며, 개인금융계획을 작성할 때 보험계획 방법을 배우게 된다.

<표 Ⅲ-12> 미국 보험교육기관(IEF)의 보험교육 주요 내용

메 뉴 주 요 내 용

2-d ay
p rofession al
w orksh op

고교교사, 경제학전공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와 보

험의 원리, 리스크 관리의 기본, 자동차보험, 가정종합

보험, 생명보험/ 연금, 건강보험, 보험윤리에 대해 실시

발

간

물

Th e
I n s u r a n c e
Edu cator

보험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관련 새

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계간지

Ed u cation al
Materials

Lesson Plan s, Ch oice Ch ance Contorl, Fast Lanes :
Risky Road s, Risk Bu siness, CD Rom Lesson

Letter to
Teacher

보험교육담당교사들에게 보험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정

보를 메일로 제공

Calen d ar of
Events

보험교육관련 세미나, 교육실시 등의 연간 계획을 게

재하고 해당교육에 대한 참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음

자료 : h ttp :/ / w w w .ief.org/

학생들에 대한 보험교육 실시에 많은 역할을 하는 기관은 점프스타

트가 아니라 보험교육재단(IEF: Insurance Edu cation Found ation ,

h ttp :/ / w w w .ief.org)이다. 보험교육기관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험의 이

해와 사회에서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보험

전문교육지원기관이다. 동 보험교육기관은 개인금융 교육커리큘럼별 보

험과 관련한 교육자료와 교육방법 등을 보험관계기관55)의 협조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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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제공하며, 교사들을 위한 정기간행물(Insurance Educator 등)

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보험교육기관에서는 개인금융교육프로그램 중 보험에 관한 내용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강의교재, 보조자료 등을 제공하며, 교사들의 보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간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Lesson Plans은 보험교육 내용을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

험, 주택임대관련보험, 생명보험 및 연금, 리스크 관리와 보험으로 구분

하고 각론별 강의자료와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온라인을 통해 다운받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oice Chance Contorl(CCC)는 고등학교 보험담당교사들의 보험교육

보조교재(high school teaching kit)로 작성된 것으로써 미국 및 캐나다

에서 65,000명의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동 교재는 보험의 기능(H ow

Insurance Works), 사회과학 측면에서 보험제도(Social Science), 보험과

확률(대수의 법칙)을 다룬 수학(Mathem atics), 소비자경제학(Consu m er

Econ om ics) 총 4개 단원(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별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한 활동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Fast Lanes : Risky Roads는 10대 학생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리

55) 보험소비자교육을 위하여 보험교육기관(IEF)과 제휴하고 있는 기관은 Alliance
of American Insurers (AAI),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ACLI),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AIA), Health Insurance Assn . of
America(HIAA), Independent Ins. Agents of America(IIAA), Project
InVEST(Insurance Vocational Education Stu dent Training), Insurance
Inform ation Institu te(III), Insurance Institu te for Highw ay Safety (IIH S),
N ational Assn . of Independent Insurers(NAII), N ational Assn . of Insurance
Women (NAIW), N ational Association of Mutu al Insurance
Comp anies(N AMIC), N ational Association of Society of Chartered Property
and Casu alty Underwriters(CPCU), Professional Insurance Agents(PIA),
N 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NICB),Insurance Inform ation Netw ork of
California(IIN C) 등 14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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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사를 위한 매뉴

얼과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 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Risk Business는 인생이 바로 위험한 사업이다(Life is a Risky

Bu siness) 라고 정의하고 개인이 인생을 삶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존

재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한

Insurance & You .... 를 Stu d ent Workbook 과 Teach ers Manu al 로

나누어 발간하고 있다. 보험교육기관은 보험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

기 위하여 교사들의 강의를 담당하는 대학교56), 협력기관, 정부기관, 보

험유관단체,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험교육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청 등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통일된 교육 커리큘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자료, 보조자료 등

을 주별 감독청, N AIC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2) 사회 교육

미국 18세이상 성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급부내용

(Insu rance Coverage)에 대해 34 %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15%는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에 대한 보험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표 Ⅲ-13> 미국 성인들의 보험가입상품 담보범위 이해정도

정확히 이해함 이해함 잘 이해못함 이해못함

2001 28 % 52 % 11% 5 %

2002 34 % 47% 11% 4 %

자료 : Fleishm an-H illard Inc., Public perspective on Insurance, A Report to NA IC,
Ju ly 2002,pp .3-4(http :/ / doi.state.nv .u s/ CI-GS-Survey .p df)

56) 보험교육담당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Drake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Sacramento, Illinois State University, St . John' s University, School
of Risk Managem ent 4개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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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소비자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같이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감독기관 등 관

련기관에서 보험상품, 보험회사, 보험가격,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온라인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험소비자는 주보험감독청이나 보험교육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학교 때 배운 소비자교육 내용을

기초로 자가학습을 통해 보험소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험과 연계

한 재무계획를 세워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인의 보험소비자교육

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소비자연합

(Consu m er Federation of Am erica)은 주보험감독청의 홈페이지를 평

가57)하고 조사한 결과 국민들 중 60%는 주 보험감독청의 홈페이지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국소비자연합(CFA)은

소비자교육적 측면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교육적 목적으

로 활용하는 데 쉽도록 주 보험감독청의 홈페이지를 설계하고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58)

먼저 주 보험감독청의 홈페이지구성을 디자인할 때 다음사항을 고려

하여야할 것을 제시했다.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쉽고 접속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한 메뉴 설정, 최신뉴스를 소개한 경우 그 뉴스에 바로

연결하여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간된 정보자료는 PDF파일

로 제공, 모든 자료에는 공표 된 날짜와 책임담당부처를 기입, 감독청

주요부처별 전화번호와 주소를 명기, 자료의 접근방법에 대한 다양한

선택방법(다운로드, 인쇄포맷, 그래픽 형태 등),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57) 미국 CFA가 주 보험감독청의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 결과 15개 주가

A등급, 25개 주가 B/ C등급, 8개 주가 D등급, 3개 주가 F등급을 받았다. 또한

주별로는 워싱톤주가 정보접근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http :/ /
www .consumerfed .org/ Study!.pdf

58) Brenda J. Cude, Consumer Inf ormation and Education Features of State Insurance
Departmen t Web Sites, N AIC, September 2001,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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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을 통한 자료교환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보험불만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감독청 홈

페이지에서 해당양식에 기입하고 온라인으로 접수시키는 형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는 FAQs(Frequ ently Asked Qu estion section)의 운영이다.

이 콘텐츠는 문제해결 및 정보제공을 위함이기보다는 소비자에게 기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더 크다. 그러므로 예시되어져 있는

질문 사항들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등의 원론적인 질문이 대부분

이다. 이에 더하여 각 주의 특성과 환경에만 맞는 맞춤정보 사항들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다른 관련 정보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링크시켜야 한다.

이것은 보험정보만으로는 효과적인 보험소비자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소비자의 책임과 권한 등의 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

육기관, 정부기관 등과 링크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충분한 정보제공이다. 이 콘텐츠는 보험감독당국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 보험회사의 모든 경영

정보59), 가계성보험종목에 대한 보험 종목별 보험료의 사별 가격비교정

보를 상세히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소비자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발간물을 충분히 제공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 보험감독청은 자동차, 건강, 생명, 장

해, 의료 및 간병보험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들의 보험교육은 주로 연금 등 개인의 생활설계와 관련된 분야

에 국한하고 있으며 기업성 보험에 대한 것은 없다. 각 주의 보험청에

59) 보험회사에 대한 제공정보는 회사별 목록표(조회가능), 시장행위검사표(m arket
conduct exam rep ort), 재무검사표(financial exam report), 시장점유비 보고서

(m arket share report), 감독규제적용현황(enforcement actions), 보험회사프로필,
신용평가회사 링크,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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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비자들에게 보험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와 도움을

주고자 웹사이트 상에 별도로 카운슬링과 보험상품비교 컨텐츠 등을 구

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우선 초기 화면에서는 보험청에서 제공되는 사

항들을 단편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보험회사와 보

험상품에 대한 설명과 비교가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보험은 다른 금융권 보다 더욱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개인재

무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감독청은 각 보험의 특성에 맞춘 기관

이나 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면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 쉽

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개인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보험료 및 개인재무관리용 계산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들에게 이에 대한 호기심과 교육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기회 또한 제공하

고 있다.

3. 일본의 금융보험교육 현황

가. 교육제도의 개요

일본은 금융거래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제에 의하여 금융기관간 경쟁

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금융거래 및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협소한 반면에 위험도 그만큼 적었다. 때문에 소비자는 금융에 대

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할 필요성과 소비자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

장개방 등 변화가 1996년 금융빅뱅이라 불리는 것처럼 가속화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새로운 금융상품과 거래기법이 계속적으로 개

발되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이나 상품선택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이러

한 환경변화에 더불어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금융기관의 파산으

로 금융소비자의 보호문제가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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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적인 방

법과 사후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전적인 대책으로는

보험산업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체계, 상품 및 경영상황에 대한 공시제

도 강화, 보험소비자에 대한 교육실시로 구분할 수 있다. 사후적인 대책

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가입 또는 보험금지급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로「金融商品販賣法」60)과 「消費者契約

法」61)을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책임준비금의 90%까지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범위는 늘어

난 반면,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거나 스스로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자

기책임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증가하였다. 일본 금융정책당국이나 소비

자단체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거래에 대해 자기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

가 제공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자주적인 선택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소비자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설문조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2003

년 5월 금융광보중앙위원회가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금융·경제의 구

조, 보험·연금제도에 해당하기까지 대부분의 분야에 대하여 50%이상

이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금융상품판매법」~은 보험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원금결손발생유무, 권리행사기간제한여부 등)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명문화한 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이며 중개업자, 대리업자도 이에

해당된다. 적용대상금융상품은 예저금, 정기적금, 투자신탁, 금전신탁, 주식, 사

채, 보험 및 공제상품, 저당증권, 상품펀드, 금융파생상품거래, 유가증권옵션 거

래 등이다.

61) 「소비자계약법」은 개인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사실과 다른 것을 알려줌, 불

확실한 사항을 단정적 판단을 제공, 불이익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을
오인시킨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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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일본 금융소비자의 금융전반에 대한 지식정도

(단위: %)

금융경제
구조

금융
상품

예저금
주식,

채권 투자
보험
연금

투자 관련
리스크

예금보험
제도

충분한
지식보유 7.0 5.7 17.2 4.4 13.6 4.8 5.2

말할 수 없음 42.4 36.4 57.7 24.5 55.2 19.6 31.7

거의없음 50.2 57.3 24.4 70.6 30.6 75.0 62.3

자료 : 金融廣報委員會, 『金融に關する消費者調査アンケ ト結果』, 2003.7

이와 같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대책

이 사후적인 대책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일

본 정부는 체계적인 금융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

소비자교육이 체계화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금융소비자교육

제도를 2개월에 걸친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융청은 이 조사결과를 기

초로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2001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교육관련법규

일본의 보험소비자교육은「금융청설치법」62)에 근거하여 금융청63)

(Financial Services Agency)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금융청은 금융소비자교육을 일본 금융기능의 안정을 확보하고 예금

자, 보험계약자, 유가증권 투자자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의 원활화

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로 금융에 관한 지식을 보급할 것을 금융

청설치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에 관한 지식의 보급업무는

금융청 총무기획국 정책과 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2) http :/ / ww w .fsa.go.jp / info/ info/ settihou / settihou .pdf
63) 금융청은 1997년 6월에 제정된 「금융감독청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감독

청(Financial Supervisory Agency)이 2000년 「금융감독청설치법」이 「금융청

설치법」으로 개정되면서 금융산업의 감독정책을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

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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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일본의 금융소비자교육 추진체계

일본

은행

정보

서비국

금융청

총무

기획국

재무성

재무

사무소

일본

은행

지점

참 가 단 체

- 중앙위원회 참여단체 : 19개 관계정부기관
- 중앙위원회 위원단체 : 생명보험문화센타,손보협회등 25개 단체
- 금융소비자교육단체 : 소비자교육지원센타등 19개 단체

문부

과학성

都 道

府 縣

金 融

廣 報

委員會

都

道

府

縣

市

區

町

村

저축생활설계

추진위원(1000명)

저축생활설계보급

지구(419)

금전교육연구교

(113교)

都道

府縣

교육

위원회

金

融

廣

報

中

央

委

員

會

(2) 교육기관별 역할

금융소비자교육은 2000년 6월 금융심의회답신에서 그 중요성이 지적

된 바 있다. 본 답신에서 소비자교육의 진행방법이 다양한 기관과 단체

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옴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

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소비자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답신에서 향후 소비자교육은 업계,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부처가 참가하는 저축홍보중앙위원회, 都道府縣 저축홍보위원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비자교육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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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64).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교육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저축중앙위원회를 金融廣報委員會로 개

칭하고 2002년 금융에 관한 소비자교육추진에 대한 지침 을 마련하여

관련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금융광보중앙위

원회와 지역별위원회의 주요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5> 일본 금융광보위원회의 소비자교육 주요 활동

활동구분 주 요 내 용

각종책자·

비디오작성,
배포

-금융상품백과, 예금보험 팜프렛, 금융상품의 보호, 금융판
매법팜프렛, 중학생을 위한 돈 입문, 고교생을 위한 금융
입문, 학교의 금전교육추진방향, 연금Q &A, 당신을 도우
는 사람, 간병보험, 예금보험비디오 등

※ 관계단체, 정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작성

미디어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신문, 잡지, 유선방송 등
-인터넷 홈페이지
-통신교육
-컴퓨터에 의한 생활설계진단

심포지움·

강연회개최
-강사 : 이코노미스트, 평론가, 저널리스트, 일본은행직원 등
-중앙위원회 단독개최 외에 각 지방위원회에도 강사 파견

<표 Ⅲ-16> 일본 지방금융광보위원회의 소비자교육 주요 활동

활동구분 주 요 내 용

금융학습그룹

및 금전교육

연구교의 학

습활동

- 금융학습그룹
o 학습회 개최, 생활설계표의 작성, 돈 인쇄국, 일본은행 등 견학
o 부인회, 정촌회, 사설친목단체, 소비자그룹의 소속원으로 구성

- 금전교육연구교
o "돈의 마지막 , 금융기초지식 등을 사회과, 가정과 수

업에 포함시켜 교육
일반소비자를

위한 지식·

정보제공

- 지자체 주최 소비생활전 등에 참가
- 학교, 신사회인세미나 등에서 강연
- 자료배포, 비디오대출

64) 日本金融聽, 『金融審議會答申 21世紀を支える金融の新しい 組みついて』,
2000. 6,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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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추진계획

(1) 교육대상 및 범위

일본의 금융소비자교육의 대상은 일본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과거 20년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온 금융규제완화가 1996년 일본판 금융빅뱅으로 가일층 가속화되고 있

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꾸준히 개발됨에 따라 모든 개개인의 자기책임

의 부담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다른 나라의 교육대상자는 영국 FSA

의 경우는 아동, 학생 및 비교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사람을 대상

으로 하고 있고 미국 뉴욕주 연합은행은 고등학생, 미국소비자연맹은

중간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영국과 미국

과는 환경이 다르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90년대 이후 급격한 환경변

화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91.5%(2000년 소비자조사결과)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내용

일본은 국민들의 금융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학습내

용과 기준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대상별 금융교육실

시방안을 2002년도에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금융청의 금융소비자교의

목적으로 금융광보위원회가 문부과학성 등 정부기관 및 관련업계 단체

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 금융소비자교육의 커리큘럼의 주요 내용은

경제의 구조와 소비자행동, 화폐의 가치와 기능 및 금융의 구조, 금융상

품·서비스의 내용, 생활설계, 소비자의 자립으로 나누어 금융이해도 향

상을 위한 연령계층별 커리큘럼을 만들었다65). 또한 학습내용의 기준은

기본형인 연령계층별 금융교육 커리큘럼 외에 사회인을 위한 도달단계

65) 경제교육의 커리큘럼의 자세한 내용은『<부록2> 국가별 학교의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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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기준, 직업별(자영업자, 고용자)기준을 정한 기타 응용형이 있다.

<표 Ⅲ-17> 일본의 금융소비자교육 커리큘럼 주요 내용

구 분 교 육 목 표 세부교육 내용

유아원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

-경제구조와 소비자

행동

-화폐가치와 기능,
금융의 구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내용

-생활설계

-소비자 자립

초
등
학
생

1,2학년 자신 및 가족과 관련 경제원리의 이해

3,4학년 지역 관련 경제원리의 이해

5,6학년
국가경제의 개요 및 생활설계방법의
이해

중학생
-금융·경제의 기본적 구조, 금융서비스이
용에 대한 이해

-생활설계의 필요성 인식

고등학생
-금융·경제(세제, 사회보장제도 포함),
금융서비스이용방법과 리스크의 이해

-생활설계방법 습득

성인(대학생
포함)

-금융·경제(세제, 사회보장제도 포함)
이용방법 및 리스크의 구체적 내용 이
해, 생활설계능력확보

자료 : 금융광보위원회, 『金融に關する消費者敎育の推進に當たっての指針』,
2002(http :/ / www .saveinfo.or .jp/ consumer/ sisin/ sisinfo04.html)

다. 교육형태별 교육내용

(1) 학교교육

사회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금융교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66)에 의하면

66) 사회인들은 학교시절에 68.5%가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27.0%는 받았으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4.4 %는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시절에 받은 금융교육이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은

5.7%,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은 37.8%로 나타난 반면에 56.3%는 거의 도

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31.2%가 현

재의 내용이 좋다라고 하였고, 57.9%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

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金融廣報委員會, 『金融に關する消費者調査アン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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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닐 때 응답자의 68.5%는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

며, 학교에서 받았던 금융교육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응답자의 56.3%는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하였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금융교육은

더욱 적극적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의 금융소비자교육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소비자교육지침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서의 금융소비자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는 생활, 사회, 가정, 도덕, 종합적 학습시간, 특별활동, 중학교는 사회과

(공민적 분야), 기술·가정(가정분야), 도덕, 종합적 학습시간, 특별활동

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공민(현대사회, 정치·경

제), 가정, 종합적 학습시간, 특별활동에서 금융에 관한 소비자로서 지

식을 배우고 이해와 탐구 기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업을 할 것인가는 학습지도요령 및 이

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장이 정한 개별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

문에 이해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이

에 따라 금융광보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2개교 씩 금전교육연구

교를 2년 동안 위촉하여 건전한 금전관, 기초적인 금융경제지식 등을

유아원생, 초등학교학생, 중학교학생에게 실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금전교육연구교는 전국적으로 113개교가 있다.

(2) 사회교육

사회의 금융소비자교육은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광보위원회, 금융업계단체(전국은행협회,

일본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등), 업계홍보센타(증권홍보센타, 생명보

험문화센타 등), 소비자교육단체(소비자교육지원센타 등)를 선두로 한

다수의 민간단체와 소비자행정기관(국민생활센타, 지역별 소비생활센타)

이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ト結果』, 2000.11.26, p .14.



80

이들 기관의 활동내용은 간행물·비디오의 작성 및 배포, 강사파견,

교사세미나, 금융소비관련 작문대회개최, 통신강좌,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민원상담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대해 소비자는 불충분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 보험소비자교육 현황

보험소비자교육은 금융광보위원회의 전반적인 금융교육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주도적 역할은 보험업계가 담당하고 있다.

보험소비자교육과 관련된 참여기관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8> 일본의 보험소비자교육현황

손해보험 분야 생명보험 분야

소비자

일반사항

-대장성, 금융청 : 금융광보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링크

-금융광보위원회 : 소비자권리, 자기책임

-소비자단체

보험교육
추진기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문화센타

학교교육

내용

-고교생 안전작문대회개최 -중학생작문대회개최

-교육자료제공 : 간행물, 비디오, 통계자료, 수업용교재
-강사파견
-교원관련업무지원

o 교원용 정기간행물 제공, 교원세미나개최

성인교육
-교육자료제공 : 간행물, 비디오, 통계자료

-강사파견

상담실
운영

-손해보험상담실, 자동차보

험청구상담센타

전화, 문서, 방문에 의한 생명

보험, 생활설계 등 상담

(1) 금융청 등 정부기관

금융청 홈페이지(http :/ / w w w .fsa.go.jp )에 들어오면 금융서비스이용



주요국의 금융·보험 소비자 교육현황 81

자코너 라는 메뉴가 있고 이 메뉴내에 금융지식의 보급·금융교육 세

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금융광보위원회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금융소

비자교육을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금융청에서는 별다른 보험소비자교육프

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보험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금융광보위원회 홈페이지를 연결시켜 안내하고 있다.

금융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보면 주

로 보험지식의 보급을 위한 기초지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

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교재제공, 강사파견 등과 같은 지원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표 Ⅲ-19> 금융청의 보험소비자교육관련 내용

금융청 홈페이지 금융광보위원회 홈페이지에 연계

금융서비

스이용자

코너

금융지식의

보급·금융

교육

금융상품상품에 대한 기초지식 (생명보험과 손

해보험에 대한 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

금융학습지원 사업소개(일반성인 대상)
- 학습교재제공, 강사파견, 세미나 개최

학교교육지원사업소개

- 학습교재제공, 강사파견, 세미나 개최

자료 : http :/ / www .fsa.go.jp

금융광보위원회는 보험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보험을 포함한 금융에

관한 소비자앙케이트 조사실시, 보험정보 및 자기책임 등 관련정보 제

공, 보험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다. 금융경제정보의 제

공 내용으로는 금융상품 선택 방법, 금융상품의 보호·제도, 금융기관

경영평가 방법, 연금, 세금·보험, 금융거래분쟁 방지, 여론조사·통계자

료 등이다. 이중에서 보험만의 정보는 연금, 세금·보험이며 다른 분야

에서는 보험의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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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일본 금융광보위위회의 보험소비자정보 제공 내용

구분/ 세부사항 주 요 내 용

금 융 상 품

선택방법

금융기관 선택방법 금융거래의 자기책임인식

금융상품대백과
생명보험상품, 손보·간이보험·공제

상품을 상세하게 설명

금 융 상 품
보호제도

손·생보 계약자보호기구에서 보호되는 상품설명

연금
연금시뮬레이션, 연금에 관한 Q &A, 기초부터 알고 싶은

연금입문강좌, 개인형 확정갹출연금, 최근 제·개정내용

세금·보험

우리집의 생명보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개호보험, 시리

즈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생활보호제도),
최근 제·개정내용

자료 : http :/ / www .saveinfo.or .jp / index.html

(2) 학교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소비자교육프로그램은 금융광보위원회

가 최근에 마련한 금융교육 커리큘럼이다. 이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

우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리스크가 무엇이 존재하는지 배우며, 중학교에

서는 보험의 기본적 원리와 구조, 리스크와 수익의 기본관계를 이해하

는 것이 목표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개념 및 기

능을 이해하며 금융상품의 기능과 리스크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학습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교육과정에 대하여 보험관련기관은 교재, 참고자료 등을

온라인이나 정기 간행물로 제공하고 있다. 보험교육관련교재는 생명보

험문화센타에서 생명보험에 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에서 손

해보험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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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분야에 교육을 요청한 경우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생명보험문화센타는 대학에서 생활설계나 생명보험에

대한 강의나 수업요청이 있는 경우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

회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강연회나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연구단

체 등이 주최하는 강연회, 연구회에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있다.

<표 Ⅲ-21> 학교의 생명보험교육 관련교재 제공내용

구분/ 세부사항 주 요 내 용

중

학

생

교재 등

책자

*대단한 실버(고령화의 제문제)
*생명보험의 역사(생명보험탄생, 시행착오 등)
생명보험의 역할

비디오 등

*생명보험의 역사

현대가족이야기(가정생활의 의의, 기능)
고령화사회를 생각해보자

고

등

학

생

교재 등

책자

헬로 이코노미

생생TOMORROW

비디오 등

미래에 대한 메시지(고령화사회의 여러가지문제와 대책)
생활설계

Let' s Try 연금과 보험(공적보장과 사적보장)
나의 라이프프랜(생활설계와 리스크관리)

교

사

교육자료 생활과 보험(정기간행물)

비디오 등 -

주 : *로 표시된 것은 고등학생에게도 제공되는 것임.
자료 : http :/ / www .saveinfo.or .jp / 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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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학교의 손해보험교육 관련교재 제공내용

구분/ 세부사항 주 요 내 용

중
학
생

교재등 책자 *가상생활게임으로 배우는 가계지출과 자기책임

비디오 등 -

고등

학생

교재등 책자
손해보험의 기초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비디오 등 -

교사
교육자료 고교교육자료

비디오 등 -

주 : *로 표시된 것은 고등학생에게도 제공되는 것임.
자료 : http :/ / www .saveinfo.or .jp/ index.html

세미나 등을 이용한 보험교육은 주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고 있다. 생명보험문화센타는 생활설계세미나를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생활설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

연수센타에서 전국 상업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금융에 관한 강연회를 기

획·운영하고 있다.

(3) 사회 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교육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이며 보험소

비자로 하여금 보험상품 구입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자료 제공형태의 보험교육이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도 학교교육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편이다.

생명보험문화센타는 생명보험의 구조와 계약시의 유의점, 계약변경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생명보험안내』책자, 생명보험가입에서

부터 만료 시까지의 내용을 해설한 『생명보험Q &A』를 발간하여 제공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손해보험의 구조와 역할 등을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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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가이드북』, 손해보험약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설한 『알고있습니까? 손해보험의 계약내용』, 손해보험의 공시제도

에 대한 설명자료인 『손해보험공시제도 가이드』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손보박사와 배우는

생활과 손해보험』라는 비디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성인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보험교

육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 보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학교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1998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374개 대학교

중 262개 대학교가 보험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장론, 보험법, 보험론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수강하

는 과목이 보험론, 보험법 중심에서 사회보장론과 보험론이 중심이 되

고 있고 리스크관리론, 보험수학 등 과목이 새롭게 개설되고 있는 추세

이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학 관련과목을 개설한 학교에 전문인력

을 객원교수 형태로 파견하여 보험교육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Ⅲ-23> 일본 대학교의 보험교육실시현황

조사

연도

보험과목 강의비율 수강

학생수

개설과목 순위

대학수 보험강의 강의율 1위 2위 3위

1987 160 140 87.5% 64,353 보험론
(48.4 %)

사회보장론
(18.4 %)

보험법
(17.1%)

1993 186 164 88.2% 88,946 보험론
(36.2%)

사회보장론
(22.2%)

보험법
(15.1%)

1998 374 262 70.1% 150,144 사회보장론
(52.4 %)

보험론
(22.3%)

보험법
(9.4%)

주 : 개설과목 순위는 개설과목의 수강생 비중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生命保險文化硏究所, 日本の大學における「保險分野に關する 敎育 につ

いて」, 『保險學雜誌 第566號』, pp .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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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소비자의 교육현황 및 문제점

1. 교육제도의 개요

가. 교육관련 법규

우리나라의 소비자교육은 1981년 「소비자보호기본법」(현재는 「소

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문제인식이

싹 트기 시작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생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소비자교육을 충실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

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우는 1999년 이전에는 은행, 증권, 보험업별 감독당국

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을 분산하여 실시하여 왔다. 1999년「금융

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된 이후에는 동

법 제1조67)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소비자보호 및 교육을 위한 조직을 두

어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은 감독당국에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관련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인 청소년금융교육협

의회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교육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가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소비자단체, 언론기관도 금융소비자교육을 활발하게 추진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가정과, 사회과에서 소비자문제를

교육시키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나. 보험소비자교육의 체계 및 관련기관

67)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조(목적)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

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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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당국

우리나라의 보험과 관련한 정부기관 및 감독기관에서의 소비자교육

은 주로 금융산업 전분야에 대하여 정보제공과 강사의 파견교육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보험소비자교육은 이들 교육내용 중 보험

의 기초적 이해에 한정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재정경

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경제·금융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국내 경제금융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제·금융소비자교육은 소비자정책과에

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홈페이지(w w w .m ofe.go.kr)를 이용하여 실시

하고 있는데, 경제교육에 대한 비중이 많은 편이다.

<표 Ⅳ-1>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경제금융교육 관련 내용

구분 세부구성항목 주 요 내 용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경제정책

해설

보도자료 정책관련 보도자료 수록

주요 정책해설 주요 정책의 해설자료 수록

미디어경제이슈 경제이슈의 미디어 매체제공
경제교육 교육관련 프로그램공지 및 실시
경제정책용어DB 경제용어의 검색, 내용확인
우리경제바로알기 최근 경제정책 인터뷰, 발표자료

어린이

경제

교실

(별도 홈

페이지로

링크됨)

경제교실
경제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애니매이션 형태자료 제공

생활경제이야기
생활주변관련 경제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제공

올바른 경제활동
경제상식, 경제예절, 잘 못 알려진
경제상식 제공

우리경제와 북한 남북한경제발전사 정보제공

세계의 경제
국제금융기관, 경제협의체, 국가별
경제통계자료 제공

자료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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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경제정책해설」은 주로 성인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

년들을 위한 경제교육은 「어린이 경제교육」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

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상의 정보제공콘텐츠는 주로 경제정책에 대하

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자료를 작성하여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어린이경제교실 홈페이지(http :/ / kids.mofe.go.kr)

는 어린이들의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관련정보를 용이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크

게 「경제교실」,「생활경제이야기」,「올바른 경제활동」,「우리경제와

북한」,「세계의 경제」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별 관련자료를 수록하고 있

다.

재정경제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대상은 주로

어린이들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에게는 정

보제공을 주로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경제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작

성하여 어린이들이 싫증나지 않고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태, 비디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경제에 대한 이해력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는「경제실력 알아보기(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및 일

반인)」68)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실력 알아보기」는 총 20문항을 온

라인상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후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자기

발견적 온라인 교육 방법이다. 또한 중·고교의 사회 및 경제담당교사

를 위한 교육은 년 1회 정도로 경제정책 및 주요 현안내용을 실시하고

있다.69) 따라서 재정경제부의 경제교육프로그램에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68) 보험에 관련한 질문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문항 중 2문제(보험이 금융기관

의 종류에 해당여부, 보험의 기능), 중고생의 경우는 보험관련사항이 없으며, 대

학생 및 일반인의 경우 은행과 보험의 비교, 소비자의 8대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 따라서 보험에 관한 질문은 극히 적은 편이다. http :/ / kids.mofe.go.kr 참조.

69) 재정경제부가 2003년도 사회과목 및 경제과 담당 중고교 선생을 위한 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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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 재정경제부의 경제교육실시현황(2003)

구분 교육대상 실시방법 비 고

학생

교육

초등학생 온라인

(애니메이션)
경제자료제공, 경제지식

테스트중·고교생

사회, 경제담당교사 강의 년2회 정도

성인

교육

경제담당공무원 강의 년2회 정도

일반소비자 - 경제관련 정보제공

자료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mofe.go.kr)

재정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경제정보센타와 협력하

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정보센타는 학교의 경제교육과 관련

하여 교사들을 위한 정기간행물인『경제교육』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

으며 경제교육홈페이지인 「Click경제교육(http :/ / ecoedu .kd i.re.kr)」을

통해 동영상교재, 통계자료 등 경제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N CEE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이해력테스트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고등학생에 대한 경제이해력을 5년 주기로 테스트하

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전국 남녀고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 평균수준은

55.7로 나타났으며 1997년 조사결과인 50.1점보다 5.6점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은 매우 낮은 수준

이나 매년 상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

자료를 보면 직접금융시대의 가계·기업·증권시장, 공공부문과 경제생활, 생산

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정립, 국제통상환경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과제, 시

장경제의 이해와 오해, 돈 그리고 금융이란 무엇인가, 거시경제의 이해, 정부시

장기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구성하여 5일 동안 교육장

소에서 집합적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http :/ / ww w .m ofe.go.kr/ bbs/ bbs_

view .php?dbt=menu36&sec=menu3&cm d=view &code=26&page=1&p os=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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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일반 고등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제이

해력이 더욱 낮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 상업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은 대부분 경제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

게 되는 것이다.

<표 Ⅳ-3> 국내 고교생 경제이해력지수 추이

1992년 조사 1997년 조사 2002년 조사

학생수 4.334 2,090 2,658

점

수

평균점수 51.7 50.1 55.7

일반계 54.5 53.2 57.4

실업계 46.4 57.4 43.9

자료 : KDI 경제정보센타, 「고등학생 경제이해력테스트결과」, 2003.2.

(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산업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FSC: Fin ancial Su p ervisory

Com mission)와 금융감독원(FSS: Financial Sup ervisory Service)이 실시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금융소비자교육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 :/ / w -

w w .fsc.go.kr)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주된 사항이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

보는 금융산업을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으로 구분하고 소비자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자 자신

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교육 관련 사항은「금융소비

자정보」메뉴에 담겨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이용안내 , 금융거

래주의 , 금융상품종류 , 상품표준약관 , 어린이금융 , 전자금융거

래 , 민원상담사례 , 유사금융기관식별요령 , 기업공시·회계감리조

회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표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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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목의 구성으로 볼 때 소비자교육의 주된 대상은 성인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만을 국한하여 보면 금융상품의 종류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보험상품의 종류,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사례)이 대부분이다.

<표 Ⅳ-4>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공정보 내용

메뉴 세부메뉴 및 주요 내용 비고

소비자이용안내 금융거래시 주의사항 게재

금융거래주의
소비자헌장, 소비자정보,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거래상식

성인소비자의
권리확보방법

금융상품종류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상품표준약관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어린이금융
신용정보, 은행정보, 보험정보,
예금자보험정보

어린이

전자금융거래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민원상담,분쟁조정사례 은행, 증권, 보험

유사금융기관식별요령 유사금융기관의 개념, 관련법규

기업공시, 회계감리조회
상장기업의 공시관련 자료, 회
계감사결과자료 조회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http :/ / www .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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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제공정보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금융상품종류
상품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으로 구분하고 이를 설명한 파
일을 제공

아래한글파일

상품표준약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생명보험, 자
동차보험, 화재보험, 특종보험, 장기손해
보험의 표준약관을 파일로 제공

아래한글파일

어린이금융
보험이란, 보험의 기원, 보험의 종류, 교
육보험, 주위의 보험상품, 고의적인 보
험가입문제 등 보험정보제공

H TML

전자금융거래
전자보험거래에 대한 개요, 유의사항을
게재

H TML

민원상담사례 질의응답형식 내용으로 게재 H TML

분쟁조정사례
조정내용의 요약 및 관련자료를 파일로
제공

아래한글파일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http :/ / www .fsc.go.kr)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센타내에 소비자교육실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

9월『금융소비자교육활성화를 위한 금융단 실무추진반』70)을 구성, 운

영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금융교육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연

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및 교육관련사항을 체

70) 실무추진반은 우리원 소비자교육실,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전국은행연합회, 한

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투자신탁협회

소비자보호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반장은 숙명여대 문정숙 교수(소
비자경제학 전공), 간사는 금융감독원 소비자교육실 송태회 실장이 담당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2.10.17,「금융소비자교육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

서에 수록 추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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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교육은 홈페이지상에 「소비자보호센타 또는 소

비자종합광장」을 개설하여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정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대동소이하나 금융교육관련자료가 더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보호관련단체의 홈페이지와도

연결되어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접근과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또한 소비자보호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금융소비자교육이 필요한 경우 미리 정해진 부

문별 강사를 파견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80

회의 금융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금

융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구축된 항목은 「소비자정보실」과 「소비자

종합광장」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항목 내에 수록된 내용은 큰 차이

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금융소비자교육과 밀접한 소비자종합광장을

정리하였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교육관련 콘텐츠를 보면 2003년부

터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장래 금융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측정하여 볼 수 있는 청소년금융이

해력테스트(FQ : Fin ancial Qu otien t)71) 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

융감독윈워회는 별도로 금융교육자료 란을 신설하여 금융교육 관련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71) 청소년금융이해력테스트는 미국의 청소년금융교육기관인 Jump$tart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이다. 질문 항목은 소득,
화폐관리, 저축과 투자, 지출과 부채 등 4개 영역의 이해 여부를 측정하는 30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2003년도 측정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이 평

균 45.2점으로 나타나 미국의 [57.3점(1997년), 51.9점(2000년)]과 비교할 때 평균

6∼12점 정도나 낮고, 특히 지출과 부채(신용)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청소

년들의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 :/ / w ww .fss.
or .kr/ kor/ sob/ hom / young_fin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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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금융감독원 소비자종합광장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소비자정보
개인신용정보관리, 금융상품조회
상품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금감위와 유사

금융거래주의
소비자헌장, 소비자유의사항, 유사금융식별요
령,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금감위와 유사

민원상담사례 은행, 증권, 보험 상담사례 감독원
해당사항 게재분쟁조정사례 은행, 증권, 보험 분쟁사례

금 융 교 육
자 료

-파일형태
금융용어해설,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금융
거래상식, 증권투자자 교육자료, 청소년금융
이해력(FQ)

-소비자교육 동영상형태
알면 유익합니다, 실속TV주부경제학, 금융
거래 이것만은 알자

금 융 정 보
비 교 공 시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상품 표준약관
-증권회사 종합공시
-보험회사 종합공시

링크된
관련사이트

-전자공시시스템
-어린이경제홈페이지(재정경제부)
-정부기관, 소비자보호관련기관(3개), 금융기
관, 소비자단체(10개), 금융협회/ 유관기관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 :/ / www .fss.or .kr/ kor/ sob/ hom/ index.jsp)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상에서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중 보험소비

자교육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비해 수록된 양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편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소비자광장코너의 소

비자정보(금융상품조회, 상품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위원

회 홈페이지의 내용과 동일하다. 동 컨텐츠 중 민원상담사례와 분쟁조정사례는

금융감독원에 관련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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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금융감독원의 보험소비자교육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소

비

자

정

보

금융상품조회
상품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으로 구분하고 이를 설명한 파일
을 제공 금융감독

위원회의

내용과

동일

상품표준약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생명보험, 자동
차보험, 화재보험, 특종보험, 장기손해보
험의 표준약관을 파일로 제공

전자금융거래
전자보험거래에 대한 개요, 유의사항을
게재

민원상담사례 질의응답형식내용으로 게재 H TML

분쟁조정사례
조정내용의 요약 및 관련자료를 파일로
제공

H WP

금

융

교

육

자

료

금융용어해설 보험용어에 대한 해설을 제공 XLS

자동차보험정보

자동차보험과 경제생활, 자동차보험회사
의 현황, 자동차보험의 체계, 자동차사고
시 처리 및 책임, 자동차사고의 보상제도,
자동차보험의 가격제도, 자동차보험료비
교예시

WORD

금융거래상식
생명보험의 합리적 선택방법, 생명보험의
용어해설

H WP

청소년금융

이해력테스트
질문 30개중 보험은 2개문항(자동차책임
보험, 생명보험)만 존재

H TML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 :/ / www .fss.or .kr)

금융교육자료의 콘텐츠에서는 보험용어해설을「금융용어해설」코너

에서 엑셀파일형태로 제공하며, 「금융거래상식」세부코너에서는 생명

보험의 합리적 선택방법, 생명보험의 용어해설을 한글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교육자료 콘텐츠로 "자동차보험정보" 코너가 되어 있는

데 이에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정보구분별로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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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형태로 수록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실시한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

테스트에서 보험에 관한 질문은 자동차책임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2개

질문72)이 포함되어 있다.

(2)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금융관련교육을 실시하

기 위하여 2003년 4월 14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2003년 4월 25일에는 8개 지역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전국을 네트웍으로 하여 종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금년도 주요 사업은 금융표준교재의 개발,

강사풀 구축 및 특강실시, 청소년 금융IQ테스트 실시,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금융교육용 게임 개발, 홈페이지내 금융 Q/ A를 개설하여 기초금

융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청소년 금융사이트 개설, 증권경제 경시대회

개최(지필 평가와 모의투자게임방식을 병행), 중·고교 교사대상 연수프

로그램 운용(교육청 및 교총 등과 협의, 교사대상 금융교육 연수프로그

램 개발, 강좌개설), 1학교 1금융회사 자매결연을 통해 금융교육 및 방

7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소비자종합광장 →금융교육자료 →청소년이해력 →청소

년 금융이해력(FQ : Financial Quotient)측정 (http :/ / w ww .fss.or .kr/ kor/ sob/
hom / young_fin .html)에서 개인금융지식에 관한 질문 30문항이 주어지는데 이중

보험과 관련된 질문은 2문항이 주어진다.

질문에 응답한 후에는 즉시 정답 확인과 간략한 설명으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항 7) 만일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낸다면 여러분 차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무엇입니까?

1) 종합보험 2) 책임보험 3) 상해보험 4) 종신보험

(문항 30) 다음 사람들의 순소득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생명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자녀가 없는 젊은 독신 여성 2) 부인과 함께 일찍 은퇴한 남성

3) 자녀가 없는 결혼한 젊은 남성 4)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독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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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장교육실시 등이다.

<그림 Ⅳ-1>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의 금융소비자교육 추진체계

금융감독위원회
청

소

년

금

융

교

육

협

의

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타

참 가 단 체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 손보협회, 한국여신금융업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투자신탁협회

지역

협의회

-서울/ 경기

/ 인천/ 강

원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전북

-대전/ 충청

-제주

전

국

초

중

고

학

교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기관

자매결연

그러나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라서

홈페이지내 청소년금융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2003년 8월 현재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Ⅳ-8>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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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구성내용

Content구분 수록내용

우리학교

최고

학교탐방 -

선생님의 경제이야기 -

금융과

친해져요

청소년신용이야기 신용관련내용을 정리, 게재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생활속의 경제
화폐이이야기, 청소년세금이

야기, 만화로 보는 증권시장

책으로 배워요 금융관련책자 소개

경제관련사이트 정부, 공공기관, 외국사이트

이야기방

질문있어요

하고싶은 이야기

행사/ 교육안내

FQ교육신청

틴매일경제
오늘의 경제뉴스, FQ높이기

매일경제신문에서 제공
어린이 경제교실

나의 FQ는

FQ테스트 준비중

경제OX 게임 애니메이션형태로 구성

워드게임 애니메이션형태로 구성

부모님과

함께

FQ향상법 -

상담실 -

자료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 :/ / www .fqc.or .kr)에서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금융소비자교육

은 교육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나 구체적인 교육실행

방법, 교육교재 등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

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교육체계는 더욱 더 보충되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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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관련 단체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

가 크게 부각되거나 논의되어 온 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제조업중심의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산품 등 각종 제품

의 거래과정상 또는 소비과정상에서 소비자의 불만, 피해사례 빈발, 피

해대책 미흡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해야 하는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

을 제정하였으며 1987년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었다. 이는 소

비자보호 및 소비자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시초

로 관 주도의 소비자보호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소비자

보호만으로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었고 소비자들의

권리쟁취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여러 형태의 소비자단체

가 조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소비자보호단체73)는 YWCA,

YM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소

비생활연구원 등이 있다.

소비자단체는 공공행정기관이 동원하지 못하는 피교육생의 동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직접적인 대면상황에서의 소비자교육이 가능하

고 그에 따라 소비자교육 형태 역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비대면적(非對面的) 상황의 소비자교육에는 재정적인 뒷받침

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외부의 재정지원 없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는 일일단위의 강좌, 주제별 시리즈 강좌, 토론회,

세미나 개최, 전시회 개최, 견학, 상품테스트연구 및 학습회, 소비자단체

73) 소비자보호단체는 한국소비자보호원(http :/ / www .cpb .or.kr), 소비자보호단체협

의회(http :/ / www .consum ernet .or .kr)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들 단체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이기춘,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1999,

pp .138-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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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자체교육 등이 가능하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소비자교육의 형태는 해당 단체의 회원 등을 대

상으로 전문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별도

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상태이다.

<표 Ⅳ-9>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교육실시현황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학

생

고등학교

이하
- - 15 6 -
- - 1,025 348 -

대학생
8 29 29 25 12

335 1,275 1,009 876 631

소계
8 29 44 31 12

335 1,275 2,034 1,224 631

교원
- - 1 1 -

37 50 -

성

인

공무원
16 13 11 4 14

2,215 1,972 785 594 977

사업자
- 7 2 1 1

646 75 48 59
소비자

단체
- 129 128 184 257
- 19,818 15,724 22,343 30,768

소계
16 149 141 189 272

2,215 22,436 16,584 23,076 31,804

합계
99 178 187 222 287

12,236 23,711 18,660 24,264 33,034

주 : 상단은 교육실시회수이며 하단은 수강자 명수임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교육 실시현황(1987-2002)」,2003.3, p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교육은 특정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험을 비롯한 모든 산업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개

념의 소비자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관련 전문

기관으로부터 강사의 파견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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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학교소비자교육을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

육부가 소비자경제교육시범학교를 지정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교육 관련 지도안을 제공하고 있다74).

금융감독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 YWCA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원내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

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80회 이상의 금융소비자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

는 기관이므로 소비자교육을 위한 조직(정책연구실 교육연수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2. 교육형태별 교육내용

가. 학교 교육

(1) 교육체계

학교에서의 보험교육은 정형화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과목에서 소비자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학년별로 분산하여 진행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을 포함한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으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의 비중이 확대된 바 있었다. 1998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

등학교의 정치경제과목이 일반사회과목의 내용으로 분산, 편입되고 경

제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국들이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

74) 소비자경제교육시범학교는 1991년 대전 문창초등학교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하

였으며 2001년에는 광명여중을 시범학교로 운영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경

제교육지도안을 마련하여 시범학교에 제공하여 1년 또는 2년간 운영하고 그결

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경제교육

을 받은 경우 많은 부분에서 인식의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http :/ / www .cpb.or .kr)의 정보광장메뉴 중 소비자교육정보 세

부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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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시행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현상이다. IMF이후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영리기관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2002년

에 설립된 바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별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

육은 개인들의 불건전한 금융소비활동과 그 피해가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산업의 시장메카니즘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전개될 수 있고 국가전체의 금융산업의 낙후를 초래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청소년 금융교육이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금융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반영한다든지, 경

제금융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경제시스

템에 대한 주된 영향력은 기업들이었으나 글로벌화된 시장환경하에서는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수수료가 한계가격으로 수렴화하고 있고 개

인들의 금융소비행태가 그대로 금융기관에 파급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의 합리적인 금융소비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감독원은 학교교육과목에 금융교육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실무추진작업반75)을 구성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교육과정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76).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4

년부터 단계적으로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보완토록 유관기관과 협의

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 교육내용

학교에서의 보험교육내용은 현재 운용중인 제7차 교육과정77) 내용을

75) 동 실무추진반은 우리원 소비자교육실,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투자신탁협회

소비자보호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7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2002. 10. 17, 금융소비자교육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 추진)

77) 교육인적자원부, 7차 교육과정 해설서『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997.

(http :/ / www .m oe.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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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경제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부록 2> 라. 국내 제7차 교육과정 중 경제교육내

용 참조).

<표 Ⅳ-10> 초등학교의 소비자교육 주요 내용

내용영역 관련과목 소비자교육 내용

소비생활
의

가치형성

바른생활
·

도덕

1학년: 물건 소중히 다루기
2학년: 물건 아껴쓰기, 약속 지키기
3학년: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기, 아껴써야 하는 이유, 절

약하는 생활로 얻는 이로움, 근검 절약 실천의지, 약
속과 규칙 잘 지키기

4학년: 시간 절약
5학년: 절제하며 계획성 있는 생활
6학년: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생활

실과 6학년: 자원 활용, 물·세제·의류 등 생활 자원을 절약

소비경제
환경의
이해

사회

3학년: 여러 종류의 상점과 상인의 역할, 시장과 물자의 이
동(유통과정)

4학년: 생산활동의 이해, 시장의 종류와 역할, 유통과정, 화
폐의 필요성과 주요 기능의 이해

5학년: 국내 경제의 특징, 생산과 소비의 개념, 유통과정,
무역 및 무역자유화의 개념

슬기로운
생활

2학년: 가게놀이를 통한 매매과정 알기

도덕 경제활동 주체들의 역할

금전·
가계관리

바른생활
·

도덕

4학년: 가정의 수입과 지출유형·개념, 수입과 지출의 유형,
지출방법, 용돈기입장의 기록 및 점검, 계획적 소비,
은행이용과 저축의 필요성, 은행 및 금융기관이 하
는 일과 이용 방법

실과
5학년: 용돈의 관리방법, 용돈기입장 적기, 예산·결산서 작성

방법, 금융기관 이용방법, 입·출금, 규모있는 생활

구매

사회 4학년: 구매의사결정(대안의 검토), 구매시 주의점, 비교구매

바른생활
·

도덕
4학년: 꼭 필요한 물건만 사기, 구매시 지불절차와 확인사항

실과 6학년: 식품 구매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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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경제금융교육은 2학년이하 학생에 대해서 바른 생활, 슬

기로운 생활에서 소비생활의 가치형성에서 소비자보호제도에 이르기까

지의 범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

다. 3학년 이상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도덕, 사회, 실과, 사회과목에서 2

학년 이하 학생들에 비하여 확대된 소비자교육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

다. 초등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소비자교육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표

Ⅳ-10>과 같다. 초등학교에서의 보험교육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은

행의 이용과 금융기관의 하는 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해시키는 내용

중에서 보험을 금융기관의 하나로 가르치고 있다. 보험을 포함한 금융

및 경제교육 내용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볼 때 미국등 선진국은 리

스크와 리턴(risk and return)의 관계에 대한 기본개념을 초등학교 때

이해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그러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교과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형태로 구성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도 교과서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중학교의 소비자교육은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습득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며 사회, 도덕, 가

정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중학교 보험교육은 거의 없는 상

태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일반적인 소비자교육론적 내용이 더욱 구체

화되어 있다는 점이 초등학교에 비해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확률과 보험의 관계, 리스크관리, 보험의 종류 등 보험의 구체적 사항을

습득하는 것에 비해 국내는 보험관련내용이 거의 없다(<표Ⅳ-11> 참조).

고등학교의 소비자교육은 윤리, 가정, 사회, 상업경제에서 소비자교

육의 부문별 내용을 분할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내용이 많은 차이가 난다. 일반고등학교와 상업을

전공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차이가 없지만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

우에는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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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중학교 소비자교육 내용

내용영역 관련과목 소비자교육 내용

소비생활의
가치형성

사 회
- 현대사회의 시민윤리

- 복지사회와 경제윤리

도 덕
- 현대사회의 시민 윤리(생활 속의 경제 윤리 : 근검

절약하는 생활, 근로와 정당한 부의 추구)

가 정 - 청소년 소비생활의 특성을 이해, 건전한 소비생활

소비경제
환경의 이해

사 회

- 인간과 경제활동

- 현대 경제생활의 이해

- 현대 경제와 국민생활의 향상

- 국민경제와 합리적인 선택

지 리
- 세계의 주요 공업지역과 환경 문제, 도시화와 환경

문제, 환경문제의 지구적 확산

금전·가계
관리

가 정 - 가정자원의 활용과 관리(가정자원의 개념과 활용)

구매 가 정

- 소비자의사결정(구매의 원리, 구매의사결정, 소비자

정보의 활용, 소비자 문제의 해결)

- 식품의 선택과 이용(식품의 선택, 다루기, 보관)

- 의복의 구매(의복계획, 섬유 혼용율, 취급, 치수

의 표시, 기성복의 마름질, 바느질 평가)

소비생활의
가치형성

사 회

- 현대사회와 환경문제

-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개인의 실천)

소비자보호
제도

사 회
- 현대 사회생활과 법질서(개인생활과 법, 현대 복지국가

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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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고등학교의 과목별 소비자교육 내용

내용영역 관련과목 소비자교육 내용

소비생활
의

가치형성

윤 리 -인간과 윤리(자아실현과 인격 완성)

가 정 -우리나라의 의·식·주 , 가족 소비문화의 변화 이해

소비경제
환경의
이해

공통사회
-경제생활의 문제와 해결(개인 경제생활의 이해, 국가·국제경제생활
의 이해,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 경제성장과 복지, 경제정의와 경제
윤리, 한국 경제와 경제윤리, 국제경제의 마찰과 협력)

경 제

-경제생활의 이해와 의사결정(경제의 기본문제, 경제사회의 이해, 경
제정보와 경제의 측정)

-생산과 소비활동(가계의 소비활동, 기업의 생산활동)
-시장경제의 특성과 경제활동(시장과 경제활동, 시장경제와 시
민의 역할)

-현대사회의 경제문제(물가)
-우리경제의 발전(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상업경제

-경제정보와 경제생활(정보화사회와 경제생활, 경제정보, 경제정보의
선택과 활용)

-국민경제와 경제생활(물가와 국민생활, 조세와 국민생활의 시
장개방과 경제생활)

금전·가
계관리

가 정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자원관리, 가정자
원 기술)

상업경제

-저축과 경제생활(가계계획과 저축, 효과적인 자산관리, 투자와 투기)
-금융자산의 관리(예금의 종류와 기능, 보험의 종류와 기능, 증
권시장과 투자)

-실물자산의 관리(부동산의 경제적 의의, 부동산 관리, 재산관
련법 및 제도)

구매
가 정

-식생활관리(식품의 위생, 식품의 보존)
-의생활관리(의복의 선택, 세탁과 보관)
-주생활관리(주거의 선택, 주택의 유지관리, 주택법규)

상업경제
-합리적인 소비(소비의 기능, 상품의 유통과정, 상품의 합리적 구매,
대금결제의 방법)

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

가 정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소비자역할과 보호)
사회·

상업경제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생활(소비자역할과 보호)

사회,
과학

-환경의 개념(자연환경, 인간활동과 환경)
-환경문제와 대책(물,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방사선)
-환경보전(개인, 가정수준에서의 환경보전, 지역수준에서의 환
경보전, 국가수준에서의 환경보전)

소비자보
호 제도

가 정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소비자역할과 보호)
사회·

상업경제 -소비자권리와 보호(소비자보호와 법, 소비자운동)



보험소비자의 교육현황 및 문제점 107

한편 일반고등학교와 상업계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의 보험교육은

보험이 금융경제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일부 산업으로서 기능을 한다

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상업계 실업고등학교에서의 보험교

육은 일반고등학교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

업경제과목에서 금융자산의 관리방법으로 보험의 종류와 기능을 2주기

간 동안에 소개하고 있다.

상업경제에서 보험교육의 학습목표는 1. 경제 생활에서 보험이 필

요한 이유와 그 방식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2. 보험의 종류를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3. 손해보험의 다양한 종류를 알고 각각의 개요

를 이해할 수 있다, 4. 생명 보험의 특징 및 종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5. 사회 보험과 산업정책 보험의 목적 및 종류, 특징에 대하여 인

식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78).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험의 의의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도록 교육을 한 다음, 보험을 상법상, 경영주체상, 보험책임상으로 분

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은 해상보험, 자동차보

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기타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담보위험 등을 교

육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의 의의, 종류(생존, 사망, 양로), 보험

계약 및 보험금 청구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정책보험에 대하여는 사회

보험제도와 산업정책보험제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연금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기업연

금, 개인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설명하며 산업

정책보험으로는 수출보험과 농업재해보험을 설명하고 있다.

78) 보험학습의 주요 내용은 어느 담당교사가 작성한 학습지도안 참고(http :/ / ygc.

hs.kr/ sanupeconomic/ sangup/ 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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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상업계고교의 상업경제과목 중 보험분야 학습목표

교육 과정 내 용
요 소

성 취 기 준
중영역 소영역

은행 일반 은행

예금 업무
일반은행의 업무를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금 업무
일반은행의 예금업무를 이해
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보험

보험의
기능과
분류

보험의 뜻과
사회적 기능

보험이 실생활에 필요한 이
유 및 내용을 이해하여 말할
수 있다.

사회보험,
산업정책

보험

사회 보험과
산업 정책 보험

사회보험제도와 산업정책보
험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증권

증권의
역할

증권의 역할
주식 회사의 자금의 조달 방
법과 증권의 발행에 대해 안
다.

증권의
매매와

가격 형성

증권 거래소에서의
매매 거래 방법

증권거래소의 기능과 거래
대상에 대하여 말할 수 있
다.

증권 거래소에서의
매매 거래 방법

투자자의 입장에서 증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3) 교육방법

학교의 보험교육은 정하여진 교육목표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에 보험소비자교육의 체계성이 적은 편이다. 또한 최근 학교교육의 중

심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입시중심의 교육

이 진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진 교과내용을 교사가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보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보험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교사가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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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을 하지 않는 한 보험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데 한계점

이 존재하고 있다.

나. 사회 교육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소비자교육은 정보제공방

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강의실에서 계획적인 강의식 교육프로그램은 없

는 실정이다. 성인중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보험학을 전공하거나

교양과목으로 보험을 선택하여 보험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에 나가는 형

태이다. 전국의 대학교 중 보험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은 12개 대학에 불

과하며 이 대학 중 교양과목으로 보험을 강의하는 대학은 4개 대학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험관련학과가 없더라도 보험전공과목을 개설한 대

학은 6개 대학밖에 없다. 대학원은 대부분 보험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대학생 360만명 중 보험관련과목을 이

수하는 학생은 5%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79)

일반 사회인에 대한 보험교육은 주로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이 해당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

79) 보험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은 대구대, 전주대, 목포대, 순천향대, 상명대 천안캠

퍼스, 창원대, 협성대, 목원대, 동의대, 서원대,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한라대 등

12개 대학이다. 이 중 전주대, 상명대, 목원대, 동의대는 교양과목으로 보험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보험관련학과가 없더라도 보험전공과목을 학부에서 개설한

대학은 경남대, 동서대, 광주여대, 한양대, 초당대, 한국해양대 등 6개 대학이다.
학부에서 개설하지 않고 개별학과로는 대부분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에서 해

상보험론(70개대학), 법학과에서 보험법(87개대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보험전반

을 검토하는 보험원론을 상경대에서 개설한 대학은 32개 대학이다, 또한 수학

과에서 보험수학을 21개대학이 개설하고 있다. 대학에서 보험관련교육이 잘되

지 않는 것은 졸업생의 취업율저하, 보험과목의 학문적 위치 확보, 보험교육과

정 표준화, 보험전공교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정요섭, 오평석, 「우리나라 대학교의 보험교육 현황 및 발전과제」, 『보험학

회지 제61집』 2002. 4, pp .14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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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강사파견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연간 실시한 소비자교육을 보면 1990년도에는 1건도 없

었으나 1995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2002년의 경우 257

건에 3만명이상이 소비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9> 참조).

그러나 소비자교육의 내용이 보험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

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

고 대부분의 나라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집단강의를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감독기관이나 소비자교육단체,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

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관련지식 습득정도를 스

스로 테스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3. 보험소비자교육의 문제점

가. 보험교육의 제도화 미흡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은 1981년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며, 이의 구체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한 것은 한국소비

자보호원이 설립된 1989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보

호기관의 주안점은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이고 그 다음이 피해사

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계약자 등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우 보험산업의 민원제기건수는

전체 금융산업 제기건수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무형의 보험상

품을 난해한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판매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

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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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보험민원 발생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건수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은행·비은행 20,914 41,992 100.8 48,828 16.3 60,927 24.8

증권·투신 10,247 10,381 1.3 9,559 -7.9 5,388 -43.6

보 험 54,958 53,101 -3.4 62,527 17.8 46,373 -25.8

계 86,119 105,474 22.5 120,914 14.6 112,688 -6.8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3.3.25)

이와 같이 민원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보험상품구

매를 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에도 보험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금융겸업화로 금융요소가 가미된 복합보

험상품, 세분화된 보험상품이 출현될 것으로 예견됨에 금융상품의 복잡

화로 인한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재

무건전성규제 및 보험보증기금제도 도입, 보험회사 공시제도 강화, 소비

자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주요 감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험

소비자교육은 최근에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보험

계약자보호를 보험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해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

제점이 잔존하기 때문에 보험거래당사자 중의 하나인 계약자에게 충분

한 보험지식을 습득시키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등 보험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소비자교육은 장래 소

비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제

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보험금융교육을 청소년에게 실

시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보험을 포함한 금융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

사회에 나가 합리적인 금융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인 삶

의 재무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

을 경감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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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주요국과 한국의 보험소비자교육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추진시기 1994 1999 2002 2003

주요대상 청소년부터 체계적 생애교육추진
청소년교육

준비 중

주요추진

기관

재무성의 금융

교육국

금융감독청

(FSA)
금융청

-재경부,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원

N CEE, NEFE

JumpStart,IEF

개인금융교육

그룹(p feg)
금융광보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관련법률
2003교육법 개

정, 금융교육

법제정추진

2000년 금융서

비스시장법상

감독당국의 목

적으로 규정

금융청설치법

금융감독기구설치

에 관한 법률에서

감독기관의 목적

으로 소비자보호

주관기관
재무성 금융교

육사무국
금융감독청 금융청

재정경제부(경제),
금융감독원(금융)

교육이수 이수의무화 선택적 없음 없음

주요 선진국의 보험소비자교육을 요약하여 볼 때 청소년에 대해 학

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통해 금융제도나 상품이해력을 촉진하여

경제금융시민으로서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성인에 대해서는 의사결

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감독당국이나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교육은 별도의 독립된 교육프로

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교육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험소비자들이 만족스러운 보험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

여 발생하는 사후적인 문제해결중심의 계약자보호정책에서 탈피하여 보

험소비자의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을 제도화하여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선진국형 교육제도로의 전환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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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사회교육보다 공교육이 중시되는 공교육의 정

상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단순히 보험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주장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학교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첫째로는 국내의 대부분 청소년들은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진학을 하

나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교이상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70%이다. 즉 고등학교 졸업자의 30%는 바로 사회에 진출을 하여 경제

적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금융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

다.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교육을 학교교육에

서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표 Ⅳ-16> 국내 학생들의 진학률 추이
(단위:%)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일반계고→
고등교육

실업계고→
고등교육

1970 66.1 70.1 26.9 40.2 9.6
1975 77.2 74.7 25.8 41.5 8.8
1980 95.8 84.5 27.2 39.2 11.4
1985 99.2 90.7 36.4 53.8 13.3
1990 99.8 95.7 33.2 47.2 8.3
1995 99.9 98.5 51.4 72.8 19.2
2000 99.9 99.5 68.0 83.9 42.0
2001 99.9 99.5 70.5 85.2 44.9

주: 1)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100
2)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포함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http:/ / 210.122.126.23/ kedi/ intro/ men- u2 .jsp

둘째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에서 20대 이하가 20.8%나 되며 10대의 신용불량자는 10,000명을 넘어

선 때도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신용사회도래에 따른 신용유지의

필요성과 신용이 없어지는 경우 문제점 등의 금융지식을 심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신용에 관한 교육내용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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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이다. 이들이 증가하는 경우 현실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금융범

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이들의 금융소외현상을 지속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표 Ⅳ-17> 신용불량자수 추이

구 분 1998.12 1999.12 2000.12 2001.12 2002.12 2003.03

10대
2,174
(0.11)

924
(0.05)

2,729
(0.13)

11,952
(0.49)

7,864
(0.27)

6,348
(0.20)

20대
321,533
(16.66)

287,550
(14.41)

266,630
(12.79)

408,508
(16.67)

573,090
(19.85)

659,604
(20.55)

30대
683,422
(35.41)

679,168
(34.03)

655,425
(31.45)

703,662
(28.72)

819,276
(28.38)

924,746
(28.80)

40대
534,112
(27.67)

601,166
(30.12)

672,861
(32.29)

767,306
(31.32)

860,203
(29.80)

943,898
(29.40)

50대
237,029
(12.28)

259,906
(13.02)

290,443
(13.94)

321,153
(13.11)

361,386
(12.52)

393,444
(12.26)

60대+ 151,994
(7.87)

167,242
(8.38)

195,929
(9.40)

237,672
(9.70)

264,813
(9.17)

282,432
(8.80)

계
1,930,264

(100)
1,995,956

(100)
2,084,017

(100)
2,450,253

(100)
2,886,632

(100)
3,210,472

(100)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http :/ / www .ktb.or .kr)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에도 국가의 금융정책이 사후적 대책만을 강조

하고 있고 사전적인 대책중의 하나인 교육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못

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의 경제금융교육의 추진에 있어서도 미국 등에

비해 반대적인 상황으로 경제금융교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교육부가 1997년에 제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고등학교의 `경제` 과

목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를 선택하지 않은 문과학

생과 이과학생은 경제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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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금융교육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사

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처럼 장

래 소비자들인 청소년을 합리적인 소비자로 육성하여 사회에 진출시키

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경제금융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보험소비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영국

과 같이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교육도 금융소비자교육의 전체적

인 계획 하에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추진기관 등이 구체

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나. 학교교육의 문제점

(1) 교육프로그램 부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curricu lum )은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

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

여 교육부 장관이 문서로 결정·고시한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초·중등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

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는 1997년에 제정된 제7차 교육과

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경제금융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 과목을 통해 주로 경제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물자의 유통`(3

학년), `지역의 생산활동`(4학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5학년), `함께 살

아가는 세계`(6학년) 등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경제를 종

합적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접근일지 모르나 학생들에게 합

리적 소비의식을 키워줄 금융교육은 거의 빠져 있다. 금융이해력을 높

일 수 있는 단원은 5학년 실과 과목의 `용돈기입장` 이 전부다.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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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서에는 용돈관리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도덕 과목에서 약

속의 중요성을 지도하고 있으나 `신용문제`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번만큼만 쓴다`는 인식을 유치원

때부터 길러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금융교육

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의 개념`이 현대의 신

용경제사회 건설의 필수적 요건이므로 교과내용에 신용카드 등 신용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내용을 첨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원론에 가깝고 사례

중심이 아닌 나열식 설명으로 일관돼 있다. 당장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금융문제는 찾아 볼 수 없다80). 더욱이 2003년

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5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이공계 지원학생들은 아예 경제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문과생

도 경제과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81)

학교에서 보험교육실시현황을 제7차 교육과정의 과목들에 대해 조사

하여 본 결과 보험에 관한 내용이 매우 단편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아

주 미흡해 지식습득의 기회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보여진다. 합리

적인 보험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리스크가 무엇이 존재하

고 그 리스크를 측정하여 보험으로 전가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어

야 한다. 국내에서 학생들의 보험소비자교육은 리스크의 개념이 한번도

교과내용에 설명이 된 것이 없고 보험이 경제 주체들의 리스크를 전가

시키는 경제제도 또는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설명되지 못하고 사회보험

의 종류만을 열거하는 형태이다. 다만 상업계 실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경우는 보험에 대하여 2주정도의 교육을 받지만 보험의 종류와 그 보험

이 무엇인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류를 더 확대한 것에 불과하

80) 『매일경제신문』, 2002.12.10, 「업그레이드 코리아 금융IQ를 높이자2부 (상)
한국의 금융현주소 한국의 경제교과서」.

81) 『매일경제신문』, 2002.12.10, 「업그레이드 코리아 금융IQ를 높이자2부 (상)
고교생 절반이상 금융문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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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험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표 Ⅳ-18> 주요 선진국의 보험교육 프로그램

구 분 영 국 미 국 일 본

커리큘럼

명칭

개인금융교육을 통한
금융능력향상
(financial cap ability
throu gh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개인금융표준지침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

with Benchmarks,
Application and
Glossary for
K-12 Classrooms)

금융에 관한 소
비자교육추진에
대한 지침

작성기관 개인금융교육기관
(pfeg) 점프스타트 금융광보위원회

보험교육

기관
보험협회(ABI) 보험교육기구(IEF) 손생보협회, 생

보문화센타 등

주요

내용

-금융 이해
-금융에 관한 실행력
-금융에 관한 책임능
력

-소득(소득의 원천 등)
-소비와 신용(기회비용,
신용의 중요성)

-돈의 관리방법
-저축과 투자

-경제구조 및 소
비자행동

-화폐가치·기
능, 금융구조

-금융상품, 서비
스의 내용

-생활설계
-소비자의 자립

정책
일관성

금융감독청(FSA) 재무성 금융교육국 금융청 (F SA ) ,
다소복잡

이러한 점들이 학교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표준적인 개

인금융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표 Ⅳ-18> 참조). 영국의 경우는 금융감독

청이 주관하여 금융감독청의 산하기관인 개인금융교육기관(p feg)에서

교육커리큘럼을 작성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금

융교육기관은 학교금융교육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각종 자료, 교사에 대

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점프스타트에서 개인금융

교육 표준지침 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보험교육기관(Insu rance Education Found ation)이 학생 및 교사용 보험



118

교육교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금융청과 금융광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금융교육커리큘럼을 작성하며 금융관련협회 등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체적인 금융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학교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고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를 설

립되어 있지만 구체적 실행은 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우

리나라가 세계 7대 보험국가인 만큼 보험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정책도 사후적인 방향에서 사전적 교육방식으로 전환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교육을 2003년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한 상태

이다82).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보험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대응함이 필요하다.

<표 Ⅳ-19> 한국 보험시장의 위상(2001)

국가
보험료 규모(백만달러) 보험지표

금액 순위 점유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미국 904,201 1 37.6% 3,266 8.97

일본 445,845 2 18.5% 3,508 11.07

영국 218,380 3 9.1% 3,394 14.18

한국 50,537 7 2.1% 1,060 12.07

주: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국민1인당 보험료이며,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GDP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01, Sigm a N o.6, 2002.

8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교육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 추진」,
『금융감독정보』제2002-41호, p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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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내용부족으로 실질적인 교육 곤란

학교에서의 보험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금융교육프

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교육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권리 등 일반적인 사

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으나 보험을 비롯한 금융에 대

한 교육은 보험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 너무 피상적이

며 교육의 실효성이 염려된다. 우리나라와 미국등 선진국과의 보험교육

내용을 일반적인 소비자교육론적 내용(소비자권리와 책임 등)을 제외하

고 보험에 대해서만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20> 학교에서 보험교육내용의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초등

학교

경제생활영위는
리 스 크 부 담 이
필수적

-돈의 지출( 보
험과 사회보험)

-리스크와 수익
-확률과 보험

생활관련 리스
크인식

금 융 기 관
의 역할

중학교 리스크관리방법
확률과 보험
(보험원리 이해)

보험 등 금융기
관의 사회적
기능

-

고등

학교

-사회보험, 건강
보험의 이해

-리스크관리방법
(보험을 통한 리
스크전가, 보험
종류 설명)

-개인금융계획으
로 보험계획방법

-돈의 유입

(사회보험,연금,
보험)

-개인의 리스크

관리방법

- 금 융 시 장 의
구조 이해

-공적연금, 건
강보험, 실업
보험 등 사회
보험 이해

- 생 명 보 험 과
손 해 보 험 의
기능이해

상 업 경 제

에서 보험

의 종류

(손해보험,
생명보험 ,
정책보험 )
를 설명

이수
고등학교의 경
우 이수필요

- - -

금융이해력
지수

51.9(2001) - - 45.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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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험교육내용은 미국, 영국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으

며 최근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일본에 비해서도 차이가 있다. 먼

저 보험의 본질인 보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험의 개념, 확률과 보험(대수의 법칙)

을 초등학교 때 기본개념을 습득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진

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

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 보험의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지거나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도 있으며, 일부 계층들은 보험을 사회적

으로 악용하는 범죄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83).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크와 수익(risk an d return)의 이해, 리스크관리

(risk m anagem ent)의 개념과 리스크의 전가수단으로 보험이 기능한다

는 것을 12년 동안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개념설명이 되지 않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중학교부터 교육되고 있다. 또한 보험의 각 론에 들어가

서도 주로 사회보험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을 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보험 등 국가 정책적인

보험의 경우에도 종류만 열거를 하고 있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

해를 구하는 교육은 없다.

서울의 고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사회 또는 경제과목에서 경

제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은 내용을 조사84)한 바에 의하면 돈버는 방

법이 21%로 가장 많고, 주식·채권에 대해 19.7%, 재테크 13.1%, 은행

이용 7.9%, 빈부격차 7.7%, 환경문제 5.2%, 무역 5.6%, 신용 4.8%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조사결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의 일상생활주변에 항상 리

스크가 존재하고, 그 리스크의 관리방법으로써 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8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3.3.21, 2002년도 보험사기적발 결과)에 의하면 2000년
도 보험사기적발건수 5,757건 중(411억원), 20대이하가 37.5%나 되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7.9%나 된다.
84) 『매일경제신문』, 2002.12.12,「업그레이드 코리아 금융IQ를 높이자2부 (하) 돈

버는 법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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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매우 부족한 현상이다.

(3) 교사의 보험지식 부족

우리나라에서 경제금융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는 전담교사가 필요하나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전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중고

등학교에서는 전공별 교사가 해당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나 아예 경제금

융분야는 사회교육담당교사가 사범대학교에서 경제관련과목을 최대 9학

점 이수하고 포괄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보험과목은 아예 개설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전담교사가 문과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인 경제과목을 경제학원론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은 학교에 따라 많은 부분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85). 국가의 교육정

책에 맞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에도 대학별로 차이

가 있는 경우 국가의 교육정책이 이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표 Ⅳ-21> 사회과목 담당전공자의 수강과목 현황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공통사회 일반사회

과목 명 학점 과목 명 학점 과목 명 학점

필수 현대사회경제 2 - -
경제와 사회 3
경제교육연습 3

선택 생활과경제 2
경제와

사회
3

시민경제교육과

시장경제
3

자료 :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 사범대학교의 교육과정

85) 공주대학교 사범대학(College of Education)의 경우 사회교육과에서 개설한 경

제과목은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한국경제학, 멀티미디어경제교

육 등 분야별로 되어 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과내용과 많은 차

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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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원들의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적은 실정이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더구나

1인당 담당하여야 할 학생들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많아 실질적인

교육에 한계점이 있어 주입식 전달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표 Ⅳ-22> 주요국의 초중고 교사1인당 학생수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한국

Prim ary 15.3 20.3 19.2 19.6 13.3 33.2

Secon dary 15.6 16.1 15.7 13.7 8.3 24.6

합계 16.5 17.8 17.0 13.7 11.4 26.2

자료 :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ter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 A
time Series Perspective 1985-1995, 2001, pp .96-99.

이와 같은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경제금융교육이 정

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영국86)의 경우 개인금융교육교원 10명을

확보한 초등학교는 28%나 되며 중고등학교는 52%나 된다. 그러나 국내

현실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야 하는 환경이 지속되는 한 학교에서의

보험교육이 선진국형태로 진행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4) 입시중심 교육환경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가 학생들을 합리적인 인격체로 성장시켜 사회

86) 영국의 개인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수
교원수비율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명 3 3

2명∼-5명 28 19
6명∼10명 39 26

10명이상 28 52

자료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Personal f inance teaching in schools,
2002.1,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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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학 만을 위한 입시

중심이 된 것은 비단 최근 현상 뿐만은 아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현상은 부모들의 사고와 경제활동마저도 자녀들의 입시를 중심으

로 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경제와 교육 방향이 입

시에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러다 보니 학교에서의 교육과목도

수능에 점수비중이 높은 영어, 수학 등을 더 중요시하고 21세기에 들어 신

종 문맹인 금융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교육은 전혀 고려가 되지 못하는 것

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 문과생은 경제과목을 선택적으

로 수강하며 이과생은 아예 경제과목에 흥미조차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 사회탐구영역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13%, 경

제지리를 선택한 학생은 1.2%에 불과하다. 반면에 그 대체과목인 사회문

화는 26%, 한국지리는 25.7%를 선택하여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금융경제 분야 문제는 사회탐구영역 38개 문

항(57점)중 4문제에 불과하며 총 수능점수의 2%도 되지 못한다.

경제금융교육이 이와 같은 현실임을 감안하여 볼 때 학교에서 보험

에 대한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에 학교에서부터 보험이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

제적 방법이며 금융산업의 한 분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비하

면 우리나라는 리스크의 개념도 없고 보험의 기능도 알지 못한 체 사회

에 진출하게 된다.

<표 Ⅳ-23> 영국 학교의 금융교육 빈도

강의시간
초등학교(4-6학생) 고등학생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1주당 1회 5 3.4 4 1.3
1주당 2회 11 7.4 11 3.6
한학기 2회 40 27.0 38 11.9
거의 안함 35 23.6 48 15.8
합 계 148 100.0 303 100.0

자료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Personal f inance teaching in schools,
2002.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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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교육의 문제점

(1) 교육추진 체제 구축 미흡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있으며 졸업자의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30%정도만 사회

에 진출하여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자의 모두가

금융경제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금융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된다. 더욱이 보험에 관한 교육은 경상계열

에서 보험을 전공하지 않는 한 보험지식을 습득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들일지라도 보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

는 사람은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자, 대학교에서 보험을 교양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이를 전공하는 자87)들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계층별로 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이 정착화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학졸업자중 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와 보험을 전공하는 자, 경제·경영학부의 보험과목 이수자들을 제외하

고는 보험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가 된

다. 즉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험교육을 한번도 받

아보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지로 금융감독원이 2001년도에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자중 74.8%가 금융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고 응답했으며, 금융소비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만 있다고 응답했으며, 금융소비

87)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은 1960년대에 들어 경영학과, 무역학과에서 보

험론과 해상보험이 강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보험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늘어났다. 2003년 현재 보험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목포대, 전주대 등 12
개 대학이 있으며, 보험학원론, 보험과 위험관리 등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119개나 된다. 이는 국내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 405개의 29.3%에 해당

된다. 정요섭, 오평석, 「우리나라 대학교의 보험교육 현황 및 발전과제」, 『보

험학회지 제61집』, 2002.4,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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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육 실시기관도 투자/ 증권회사가 대부분으로 합리적인 소비자의 자

질확보가 아니라 수익성위주의 투자교육이 중심이었다. 보험회사가 실

시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은 응답자중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받은 소비자교육에 대해서 응답자중 88%가 소비자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평가하였다88). 따라서 성인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빈

도는 매우 적은 편이며 소비자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표 Ⅳ-24> 금융소비자교육 실시기관의 설문결과

(단위 : %)

금융기관 공공소비자보호기관 만간소비자단체 언론기관

일반원 44.0 28.9 19.6 7.6

전문가 22.0 22.6 42.8 12.6

주 : 전문가는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함
자료 : 현대리서치연구소,「2001년 금융소비자의식조사 결과보고서」, 금융감독

원, 2001.11,p .41

성인들을 위한 보험교육은 일반적으로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보다

는 감독당국이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형태가 일반적이

다.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소비자교육은 명시적인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감독당국, 보험업계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료에 의

한 스스로 학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소비자

보호원 등 소비자보호단체에서 그 단체회원들을 위한 보험교육을 요청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인들을 위한 보험교육제도도 청소년들처럼 구체적으로 제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 정책당국에서는 보험소비자보호대책의 일환

으로 소비자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업계는 자사의 이미지 개선

88) 현대리서치연구소, 『2001년 금융소비자의식조사 결과보고서』, 금융감독원,
2001. 11, p .42.



126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과 성인을 위한 보험교육을 총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다양한 교육방법 부재

학교교육과는 다르게 성인에 대한 금융소비자교육효과는 교육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경우 집합된 강의실이

있어 강의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성인들에 대한 교육은 특정장소에 집합시켜 강의하는 데에 한계점이 존

재한다. 성인에 대한 금융소비자교육방법을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단체 등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응답자의 34.3%

가 공개강좌방식을 첫 번째로 많이 선호했고, 매스컴을 통한 교육방법

이 30.2%로 두 번째로 많이 나왔으며, 책자 또는 홍보물배포는 20.8%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은 매스컴을 이용한 교육

48.7%로 가장 높고, 책자/ 홍보물을 사용하는 것은 20.8%, 인터넷 PC통

신은 13.3%에 해당한다.

<표 Ⅳ-25> 금융소비자교육방식의 설문결과

(단위 : %)

공개강좌 매스컴이용 책자/ 홍보물 인터넷 기타

일반인 34.3 30.2 20.8 14.8 0
전문인 12.7 48.7 21.5 13.3 3.8

자료 : 현대리서치연구소, 『2001년 금융소비자의식조사 결과보고서』, 금융
감독원, 2001. 11, p .40.

또한 소비자교육방식은 강의식방법이외의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

용하는 방법도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강의식방법 이외의 경우에는

주로 소비자의 지식습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활용되는 방법이다. 실제로 성인들을 위한 교육방법은 앞서 언급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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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들의 교육목표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의 이해력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

렇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양적 질

적 수준을 보면 <표 Ⅳ-26>과 같다.

<표 Ⅳ-26> 금융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 설문결과

(단위 : %)

정보의 양적수준 정보의 질적수준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금융감독원 15.1 43.4 41.5 22.6 39.6 37.7

한국소비자보호원 30.2 34.0 35.8 26.4 49.1 24.5

민간소비자단체 9.4 45.3 45.3 9.4 52.8 37.7

금융기관 28.3 34.0 37.7 5.7 45.3 49.1

자료 : 현대리서치연구소,「2001년 금융소비자의식조사 결과보고서」, 금융감
독원, 2001.11,p .43-44

또한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접근 용이성을 보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 용이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1.3%로 가장 높고, 민간소비자단체

9.4 %, 금융기관 7.5%, 금융감독원 5.7%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들은 금융정보가 양적으로 많이 있고 질적으로 만족스럽다하더라도 한

번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한 스스로 교육

의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교

육과 관련하여 주도적 기관이 선정되어 동 기관을 통해 소비자교육목표

에 부합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정보를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

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접근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용

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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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

1.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향

가. 보험 등 금융교육의 중시정책으로 전환

미국은 21세기형 문맹(21st cen tury Illiteracy)은 문자를 읽을 줄 모

르는 사람, 컴맹이 아니라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금융문맹

(financial Illiteracy)이다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경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전 국민의 금융IQ를

높히고자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법을 개정

하거나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89). 일본의 경우도 금융

청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등에게 금융지식을

교육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관련 법규에 규정하여 금융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적 조치

들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점은 계약자보호제도의 기능이 계약자보호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들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 금융소비자교육을 조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O ECD가입과 IMF 외환위기라는 변화의 추진력으로

선진국 형태의 금융환경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계약자 등 금융

이용자와 관련한 문제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인구의 10% 이상인 3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20대 이하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갖게 되는 경우 신용불량자는 더욱 양산될 수밖에 없다.

89) 『매일경제신문』, 2002.11.17, 「금융IQ를 높이자(1) 부자어린이가 국부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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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경제활동인구대비 신용불량자수 추이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산업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됨으로써 국

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이수하는 비율을 보면 20%정도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경제교육

을 받지 않은 상태로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표 Ⅴ-1>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및 사회 진출현황(2002)

(단위 : 명,%)

구 분 졸업자
대학 등 진학 사회진출 경제과목이수

진학자 진학률 진출자 진출률 이수자 이수률

일반계 400,903 361,468 90.2 39,435 9.8 52,117 13.0

실업계 189,510 109,234 57.6 80,276 42.4 66,865 35.3

계 590,413 470,702 79.7 119,711 20.3 118,982 20.1

주 : 1) 대학진학에는 전문대학 등 고등학생이 상급학교로 입학한 수를 전
부 포함한 것임.

2) 경제과목 이수자의 경우 일반계학생은 인문계비중(62%), 경제과목
선택자 비중(21%)를 적용하여 추정했고, 실업계는 상업계고교 졸업
생을 100%인정하였음.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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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의 보험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정책은 지급능력제

도, 예금보험제도 등 사후적인 제도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되고 보다 근

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인 금융교육이 선진국처럼 강조되어야 한다. 보

험을 포함한 금융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보면 학교에서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19%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하겠다. 또

한 가정에서의 금융교육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생

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의 학생 수는 1,200만명이나 되며 이들이 장

래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

라서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병행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소외 현상을 축소시킬 수 있다.

<표 Ⅴ-2> 2002년 국내 학생 수 현황
(단위 : 천명,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계

학생수 547 4,176 1,855 1,767 3,558 50 11,951

구성비중 4.6 34.9 15.5 14.8 29.8 0.4 100.0

누적비중 4.6 39.5 55.0 69.8 99.6 100.0

주 : 1) 대학생에는 전문대학 등 고등학생이 상급학교로 입학한 수를 전부
포함한 것임.

2) 기타는 방송통신고교, 공민학교, 기술학교 등을 말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감』, 2003.

90) 전국에 있는 남녀 중고생 1275명을 대상으로 금융경제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물어 본 결과 방송매체(TV, 라디오 등)이 34.4%로 가장 많고, 신문 19.7%, 학교

19.2%, 인터넷 18.4 %, 가정 3.8%, 졍제금융관련서적 3.8%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을 통해 경제금융지식의 습득비율을 학생집단별로 보면 중학생은 20.2%, 인문계고

19.3%, 실업계고 14.5%로 나타나 실업계고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최호상,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Issue Paper』, 2003.2.1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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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

융감독원에 소비자교육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금융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

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아주

근본적 대책이므로 금융감독원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정책 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책기관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청소년들의 경제금융교육의 중요성

을 인식하여 재무성에 금융교육청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법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정책의 방향을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금

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금

융교육은 특정 학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애적인 교육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교원의 양성, 전문교육기관

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미국처럼 청소년금융교육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적인 한계 즉,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강조되고 대학진학중심의 교육인식 하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거대국가인 미국에서는 개

인이나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금융이해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향후 금융을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동맥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금융교육은 사람들에게 자

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라고 역설하며 국가적 정

책으로 법률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우리나라도 고려

해야 할 시점이다91). 우리나라와 미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테스트결

과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미국 51.9점

91) 박 철, 「미국의 청소년 금융교육실태 및 시사점」, 『월간 금융』,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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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보다 6.7점이 낮은 45.2점으로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Ⅴ-2> 고등학생 금융이해력의 한미 비교

자료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이해력 측정결과』, 2003. 7.

나. 보험교육 추진체제 확립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대부분은 경제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비율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앞서 살

펴보았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금융지식이 매우 협소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 실제 적용하는 데 한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식과 시간

적 여유 등도 매우 적어 청소년들이 금융지식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부모들의 92%는 초등학

교에서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92).

92) 박 철 , 「가정금융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월간금융』,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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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국내의 경제금융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금융이해력지수가 미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대책만을

언급하면서 금융정책을 다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교육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보험교육이 정상적으로 시행되

기 위해서는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충실히 하고 경제금융

교육을 먼저 제도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그림 Ⅴ-3> 참조).

<그림 Ⅴ-3> 보험소비자교육의 개념도

투자교육
(In vestm en t Ed u cation)

금융(보험)교육
(Fin an cial Edu cation)

경제교육
(Econ om ic Edu cation)

소비자교육
(Con su m er Edu cation)

금융소비자
교육

이러한 금융교육의 기초적 디딤돌 아래에서 보험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부분 나라들의 경우 경제금융교육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정부의 역할, 교육커리큘럼, 교사지도 역량 강화, 교육기관 육성,

산학협동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많은 보험 내용이 금융산업의 한 분야로 학교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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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되도록 하며,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

방법 및 그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교

육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보험회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

다. 이러한 학교 및 성인들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결실을 얻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금융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

는 경우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정

에서도 금융교육을 실천하여 사회 전반의 금융지식 또한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Ⅴ-3> 보험교육의 발전체계

구분 단기 (2005) 중장기 (2006-2010)

정부

역할

교육

정책
경제금융중시 교육과정 개
편(미국 등 참고)

-경제, 금융과목의 비중을 10%이
상 확대, 필수 과목운영

-금융교육법 제정

금융

정책

-사전적 대책인 소비자교육

확대

-교육기관 예산등 지원

보험사의 교육실시결과 경영실
태평가의 인센티브부여

학교

교육

커리

큘럼
개인경제금융교육커리큘럼
마련

개인금융(보험)커리큘럼 시행

교사

지도
교사양성대학의 경제금융
교육 의무화

교원연수에 경제금융과목의무비
율 신설

성인

교육

교육

내용

-보험정보 해석능력 배양
-개인특성에 부합한 보험상
품구매

가정교육용 보험교재를 통한 교
육실시

정보

취득
교육기관의 정보제공체계
구축

교육기관과 타 기관과의 연계

보험교육

기관

-보험교육센타 신설

-교사지도용 부교재, 참고

자료작성

-보험교육센타 기반 확대

-교사 세미나개최, 정기간행물

발간 제공

-각종 보험교육교재 작성제공

보험회사
1회사 1학교교육지원체제
구축, 강사지원

회사별 고유교육프로그램개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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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교육기관의 설립

국내에서도 IMF이후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

제교육기관이 신설되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 금융교육기관도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93). 그러나 금융교육기관은 있으나 주로 해당산업의 종사

자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교육을 하는 기관은 아직 없

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기관은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교육을 전문적으

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무형이고 구매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보험거래의 정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

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

히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보험사기나 보험범죄가 야기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

기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금융감독원

과 금융감독위원회, 손·생보협회 등에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주로 정보

제공의 기능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

93) 우리나라 진출한 해외경제교육기관은 JA와 DECA가 있다. 이들 기관은 초등

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실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DECA 코리아(www .decakorea.org)는 2003년 사업으로 초등학교 경제클럽을 지

역단위로 구성하는 모델(DECA 주니어 클럽)을 개발, 일산과 강남지역을 대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중 `어린이 경제 캠프' 운영 및 주말 `어린이 경제시

장'을 상설 운영중이다. 2002년에 진출한 JA코리아(w ww .jakorea.net)는 서울소

재 5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고등학

교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들 비영리 외국계 경제교육기관 외에 국내 교육기관으로는 아이빛연구

소(w w w .ivitt .com , 주니어CEO과정, 비즈스쿨), 어린이경제신문(ww w .econ oi.co.
kr, 어린이경제기자교실), 이코비(www .ecovi.co.kr, 경제캠프) 등이 영리기관으

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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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기관 역시 홈페이지에서 앞서 언급한 기관과 연결시켜 놓았을

뿐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교육에 대한 현실은 학교의 경제금융교육커리큘럼에

서도 보험내용이 아주 빈약하고 교육에 필수적인 교재개발,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험교육용 간행물 발간자료 등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

의 경우 경제와 금융교육을 별도 나누어 경제는 N ECE, 금융은 N EFE

가 하고 있으며, 점프스타트는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교육 실행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보험교육실행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과는

달리 보험교육센타(In surance Edu cation Foun dation)를 별도로 설립하

여 교재개발, 정기간행물 발간 등 보험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행하

고 있으며, 점프스타트에서도 보험에 관한 내용은 이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보험교육기관은 자신들이 만든 보험교재를 활용한 교육

성과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9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

험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보험교육기관의 예산은 각 보험회사들의 기부금 형태로 지원을 받고

보험회사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교육기관은 학교교육의 교육커리큘럼에 반영되어야 할 보험

내용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보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교재, 교사

용 교재, 참고부교재 등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세미나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 배포 등도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이다. 또한 성인들에 대한 보험교육관련업무도 추진하여 종

합적인 보험소비자교육 기관으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적

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험교육이 잘 진행되는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94) James Barrese, Lisa Gardner, Ellen Thrower, Changing A ttitedes about
Insurance Through Education, CPCU JOURNAL, Fall 1998, pp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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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표 Ⅴ-4> 경제금융(보험) 교육기관 운영방안 예시

구 분 교육 주요 내용 교육 기관

경제교육

(Econ om ic
Edu cation )

수요와 공급, 기회비용, 한계효

용, 세금 등 생활과 관련된 경제

학적 개념 이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타

금융교육

(Fin ancial
Edu cation )

은행업무의 이해, 활용의사결정

기준, 리스크 존재
—

증권업무 이해, 주식투자방법 —

보험의 개념 및 기능, 리스크관

리와 보험, 보험상품의 이해 및

활용방법

「보험교육센타」(가칭)

제2금융분야상품 이해, 활용방법 —

소비자교육

(Con su m er
Edu cation )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이해

-합리적 소비자

-소비자피해구제제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2. 학교의 보험교육 발전방안

가. 보험교육 커리큘럼 마련

(1) 커리큘럼의 방향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의 내용이 입시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고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치우쳐 버린 현재의 상황에 정부정책도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제금융교육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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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 현 교육여건에서는 외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량이 경제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고, 경제금융교육을 받

은 20%가량의 학생은 그 마저도 사회·경제생활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크게 유용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되고 있는 경제금융교육은 실용성은 배제된 형식적인 교육으로 금융

소외에서 청소년들을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금융지식(financial literacy)이 낮아지

는 현상을 국가적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준

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가입국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대열

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문맹 해소를 위한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실

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시하

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하여 볼 때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학생

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들이 성장하여 학교에서 배

운 금융지식을 기초로 가정에서도 금융교육이 제대로 실시된다면 사회 전

반의 금융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고 금융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교 금융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금

융교육 커리큘럼(p ersonal financial education stand ard)을 만들어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은 학자, 국가에 따라 여러 가

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운용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부

록 2>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상

태이나, 미국 등의 선진사례와 국내 소비자교육기관 및 학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금융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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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학교소비자교육의 내용영역 및 구성요소

내용영역 내용 요소

소비생활의

가치형성

욕구와 욕망

가치와 목표

소비윤리

개인적 욕구/ 사회적 요구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가치의 명료화/ 목표설정

생활양식/ 소비윤리/ 소비문화

소비경제

환경의 이해

경제체제와 소비

소비환경의 변화

공급과 수요/ 가격/ 경쟁

경제문제/ 경제상황 변화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

환경문제

금전,
가계관리

금전자원획득/ 지출

차용신용

저축, 투자, 보험

세금

예산/ 결산/ 가계부

채권/ 채무/ 신용/ 보증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조세 원리/ 종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기준

문제의 쟁점/ 정보/ 대안/ 결과/
의사결정행위/ 평가

안전·위해/ 품질·성능·규격

표시·정보·광고/ 계약·거래

방법/ 가격·유통/ 환경

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

소비자권리

소비자책임

소비자운동

소비자주의/ 7대권리

사회적 책임/ 생태학적 책임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

제도

소비자보호관련법

소비자행정

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

소비자행정 및 소비자보호기관

자료 : 이기춘,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1999, p .127

(2) 보험교육내용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보험교육은 사회보험제도의 종

류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보험의 진정한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 이해시

키는 내용이 부재하며 보험이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제적 제도라는 것도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은 개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서 야기되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과 그의 처리방법으로 보험이 사용된다

는 리스크관리적 관점으로 보험을 접근시켜 이해시키고 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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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험의 종류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 미국의 경우

돈의 관리(Mon ey Man agem ent)"라는 구분 내에 보험과 리스크관리

항목으로 보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보험교육을 받은 학생은 습득한

보험지식을 통해 경제활동 시 발생되는 경제손실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험과 리스크관리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학

습 목표가 된다. 중학생은 리스크관리 전략을 배우게 된다. 교사들은 학

생들이 리스크관리 전략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론

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학교생활 또는 가정생활 속에서의 실례95)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생96)은 경제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금융손실

(financial loss)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을 구입한다 라는 지식

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며 교육방법은 보험의 종류를 생명보험, 건강보

95) 리스크관리의 실례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문과 학교의 락커를 열쇠

로 잠그는 것, 눈을 녹이고 얼지 않기 위해 염화칼슘을 길에 뿌리는 것등을 제

시하여 리스크의 방지, 회피, 전가 등을 배우게 된다.
96) 미국 보험교육기구(Insurance Education Foundat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

교육교재(Insurance and You Because Life is Risk Bu siness)는 교육내용을 크

게 리스크의 기본형태(the basic types of risks) 30분 , 보험을 통한 리스크관

리(m anaging risks throu gh insurance) 1시간 , 당신에게 최적의 보험상품구입

방법(purchasing the best insurance policy for you) 1시간 30분 으로 분류하여

총 3시간을 강의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최적의 보험을 구입하는 방법을 하나의 절차

(INSURE Procedure)프로세스로 하여 교육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다. IN SURE는

각 단계별 첫째 단어의 이니셜을 따온 것이다. 첫째, 당신이 보험에 가입하고

자하는 리스크를 확인하라(Identify the risks you w ant to insure). 둘째 , 확인

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의 종류를 기록하라(N ame the type(s) of insurance
that cover(s) these risks). 셋째, 증권종류, 담보범위, 보상한도(가입한도), 자기

부담금 등을 선택한다(Select potential p olicy kind, coverage, limits and
deductibles). 넷째, 가능한 경우 선택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라

(Use resources, w hen available, to finalize these choices). 다섯째, 보험회사를

찾고 보험료견적을 받아라(Research insurers and obtain premium qu otes). 여

섯째, 당신의 최적 보험상품을 결정하였는지를 평가하라(Evalu ate your
findings to determine the best policy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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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10대들을 위한 보

험정보 습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초중고교 교육커리큘럼97)은 1997

년에 작성된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으로 현실과 부적

합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변한 금

융환경 내용 즉 신용불량자 문제, 예금자보호법통합운영 및 한도축소,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중요도 증가, 소비자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증가 등 현상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향

후 제8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개인들의 문

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하도록 경제금융분야의 내용

이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실질적

인 교육내용이 거의 없는 보험내용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교과과정

을 참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소비자교육은 경제교육, 금융일반 및 보험교육, 소비자교육 내용

이 포함된 개인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질 것인데 이

부분 중 보험분야에 중점적으로 포함시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우리주변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인지하도록 쉽게 가르칠 필요가 있

다. 중학교에서는 보험의 본질적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며, 금융손해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과 리스크관리 전략(회피, 예방, 제거,

전가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재무적 손해를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것을 배운다. 여기서 보험의 종류와 해당보

97) 초·중등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교육 과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법 제2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

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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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특성 등을 이해하며 보험구입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확보하

는 방법도 배운다.

<표 Ⅴ-6> 학교 구분별 보험교육 내용 요약

구분 보험교육 분야

초등학교 -우리 주변에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영향을 배움

중학교
-보험의 본질적 개념, 기능이해
-금융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 리스크관리방법

고등학교
-금융손실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 보험구입 이해
-사회보험, 민영보험을 이용한 노후설계

나. 보험내용을 정규교과목과 연계

보험에 관한 교육내용은 초중고교의 어느 과목에서도 학생들에게 보

험의 필요성이나 정의 등 보험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달되지 못한 채 학

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험의 올바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활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부

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보험은 여러분의 리스크를

대신 부담하는 경제적 장치이다 라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우

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목에서 보험에 대한 내용

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특정한 과목으로 정하여 전달될 내용은 아니므로 때

문에 특정부분(확률)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해당 과목에서 강의를 하

도록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은 경제금융

교육내용이 특정과목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과목에서

강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상당수가 수학,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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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사회건강교육(PSH E : Personal Social an d H ealth Edu cation)

등 정규교과과목과 연계시켜 금융교육(cross cu rricu lum linkage)을 추

진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많은 과목에서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수학과 사회과목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험의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확률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 수학과목에서 확률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험과 보험회사의

기능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여겨

진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경제적 손실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인식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기능이 이해하기 용이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Ⅴ-7> 영국 학교금융교육의 다른 과목 연계교육 실시현황

강의시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Math 98 66.2 78 25.7

PSH E 70 47.2 89 29.4

Religiou s Stu d ies 24 16.2 16 5.3

Geography 35 23.6 13 4.3
English / Literatu te 30 20.3 5 1.6
H istory/ Politics 26 17.6 5 1.6

합 계 148 100.0 303 100.0

자료 : Fin ancial Services Au th ority, Personal f inance teaching in schools,
2002. 1, p .20.

다. 교사들의 보험지식제고

학교에서 보험금융교육은 교육과정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가르

치는 교사의 지식이나 역량이 부족하면 보험교육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은 제도적인 면과 환

경요소적인 면이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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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학교 경제교육이 부실한 주요 원인으로 경제

금융을 전공한 전문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98.7%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경

제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고 응답했다. 그리고 교직생활 동

안 한 번이라도 경제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27.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연수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교육관

련 연수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97%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24.8%의 교사들은 경제금융교육 지도에 참고할 수 있는 부교재

및 실습교재 등이 거의 없어 지도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여 교사

의 역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98). 일반 경제금융분야에 대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교

사들의 지도역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내용을 추가시

킨다면 금융교육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현재상황으로 보아서는 현재

의 교사들이 보험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지도역

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험교육기관에서 보험교육 커리큘

럼에 맞추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험교육지도에 필요한 「보

험교육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때

에 따라서는 현직 교사들에 대해 연수 시 보험교육과목은 매년 필수 수

강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개해서도

보험교육의 진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보험교육기관 또는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법(school visiting

education)도 고려할 수 있다.

보험교육기관은 현직 교사들의 보험지도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교육교사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에는

보험교육지도방법, 참고교재, 교육영상물, 교사용 정기간행물을 게재하

여 교육에 참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에

98) 박 철, 「학교경제교육실태분석 및 시사점」, 『월간금융』, 2003.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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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부와 금융감독청이 공동으로 개

발한 금융교육교사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w w w .teachern et .gov .uk).

미국은 보험교육기관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매년 보험교육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

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을 배출하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교에서 경제금

융과목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표준

화, 세분화된 형태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

고자 하는 자를 위해 대학교에서 경제원론, 보험론 등을 신설하고 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경제금융담당 중등교사의 경우 실질적

인 경제금융과목 담당교사로 양성, 배출될 수 있도록 경제학, 보험론,

증권투자론 등을 더 세분화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산학협동교육 강화

현재까지는 보험회사의 학생들에 대한 보험교육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교육과목에 아예 보험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수적으로 많은 모집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였기 때문

에 미래고객들을 염두에 둔 투자성격의 보험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느

끼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이 가능했던 것은 보험시장의 가격,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 경영요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경쟁요인이 불필요했

던 경영환경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EU국가들과

동일한 여건의 시장규제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험사들

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회사들도 미래 주

요 고객인 청소년들에 대한 보험교육을 실천하는 투자개념의 경영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경영환경을 겪은 바 있는 선진금융기관들은

청소년금융교육을 충성도 높고(High Loyalty), 건전한(Credit-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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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금융교

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99).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건전한 재무관리 능력을 터득하고, 금융기관은 사회에

대한 기여와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미

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거래를 하는 과정 동안의 태

도나 의사결정에 보험교육이 영향을 미치고 보험회사의 서비스 질에 대

한 평가를 교육을 받지 못한 소비자 보다 잘 한다고 밝힌바 있다100).

미국·영국 등 선진 금융기관들의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상의 금융교육을 위한 Web Site 구축, 금융교육 교재 개발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청소년 전용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주요 대형은행들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 중 학생들을 위한 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회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제라도 국내 보험회사들은 청소년 대

상 보험교육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

다. 청소년 보험교육을 무의미한 비용 지출이나 사회에 베푸는 봉사활

동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청소년 보험교육을 미

래고객 확보, 부실채권의 사전 예방 등 다양한 순기능의 제공이라는 발

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교육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홍보효

과 를 위한 광고비 차원이 아닌 수익창출 을 위한 투자 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101).

99) 미국 소매은행협회(CBA)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 가운

데 무려 87%가 청소년 대상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00) Brenda P.Wells, Marla Royne Staflord, Insurance Education Efforts and
Insurance Service Qu ality ,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Vol.15, No.4),
1997, pp .540-547.

101) 박 철, 「금융기관과 청소년금융교육」, 『월간 금융』,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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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보험교육의 발전방안

가. 교육 추진목표

성인 보험교육의 대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바로 진출한

사람과 대학에 진학하여 4년간 수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과

기타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통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상태이므

로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판단하고 자신

이 결정한 소비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

는 등 성인들의 올바른 금융소비 인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에 대한 경제금융교육은 대부분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의 교육과정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한 보험교육은

다른 경제교육이나 금융분야에 대한 교육에 비해 교육실시 빈도가 훨씬

낮은 편이고 내용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것은 금융산업 중에서도 보

험산업의 분야로 한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교육니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들에 대한 교육은 감독정책당국이나 보험

회사들도 대부분 정보의 제공, 언론매체의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성인들을 위한 보험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 보험교육을 잘 받은 성인들이 많이 있어야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보험교육은 잘 받은 성인

소비자가 많이 존재해야 가정에서의 보험교육도 잘 되어 학교교육의 부

담이 덜어지게 되는 2차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보험교육도 청소년교육과 같이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인소비자교육

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추진기관도 선정하여 발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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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필요가 있다. 성인에 대한 보험교육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궁극적

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먼저 가치교육의 차원에서는 소비행위에서의 주체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변화

되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표 Ⅴ-8> 성인 보험소비자교육의 방향

구분 교육목표 교육방향

가치교육

의 배양

-소비행위의 주체성 확보
-합리적 소비문화의 형성
-소비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소비행위 가치기준의 형성

-주체적인 소비자능력의 배양
-경제사회변화에의 적응

구매교육

-합리적인 자원관리 능력 배양
-합리적인 상품·서비스 구매
방법의 습득

-소비자정보의 분석, 평가능
력배양

-직접적인 구매정보의 제공
-구매능력의 개발
-소비자피해 사례의 활용

시민의식

교육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능력
배양

-소비자권리수혜 및 참여·실
천행위의 동기부여

-소비자 책임의 자각

-소비자권익주장의 실천 방법
주지 및 행위동기화

-소비자책임 실천방법 주지
및 행위동기화

다음으로 구매교육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보험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용시 소비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통

해 구매능력을 계발시키는 데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교육기

관은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소비자상담이나 소비자피해사례들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감독

당국이나 보험회사는 자사 웹사이트에 FAQ항목을 신설하여 보험에 대

한 소비자가 가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시민의식교육 차원에서는 주체적인 소비자로서 권익 주장에 대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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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과 실천방법에 대한 주지 및 동기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생태

학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방법에 대한 주지 및 동기화를 강조하는

교육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추진기관 등 역할 재정립

성인보험교육의 대상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

자, 대학생, 일반사회인 등 성인그룹별로 교육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스스로 찾는 능력과 합

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는 전문적인 교

육기관이 육성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성인은 학교에서도

경제교육을 충실하게 못 받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더욱 심

화된 내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

학하는 학생 중 보험교육을 받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

된다. 2002년 현재 대학교의 교육과목으로 보험관련과목을 강의하는 학

교는 국내대학 405개중 50개 대학으로 12%에 불과한 실정이다102). 따라

서 대학생활 중 보험학과나 상경계열(경제학, 경영학 등)을 전공하지 않

는 학생들은 보험에 대한 학습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써 보험에 대한 이해부족은 고등학교졸업이후

에도 지속된 채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

한 학생들에 대해 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경계열(경영학과, 경

제학) 전공학생은 세분화된 금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

며 기타과목 전공자들에게는 경제과목을 교양필수로 이수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금융산업에 대해 투자론과 보험론 과목을 별도의

102) 정요섭, 오평석, 「우리나라 대학교의 보험교육현황 및 발전과제」,『보험학회

지 제61호』, 2002. 4, pp .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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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3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가정경제교육을

해야하는 역할을 부담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 별도의 집합교육을 시

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

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그룹별로 보험교육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

험교육기관(Insurance Education Center)이 주도적으로 소비자교육 관점

의 보험 정보제공, 온라인 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교육용 보험교육

지침서103) 개발 및 보급 등 보험교육전반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업계와 대학교/ 학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산학협동 추진체제 구축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중 보험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1개사, 생명보험 1개사 모두 2개사에 불과하며 기

타 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대부분이다(<표 Ⅴ-9> 참조). 소비

자정보는 홈페이지의 고객정보 메뉴에서 보험용어, FAQ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 중 정보제공은 국내 보험사의 50%의 회사가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회사는 감독법규상 명시된 공시자료에만 국한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필요한 법률정보나 FAQ는 보험회사 중

32%의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들이 적극

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고객유지와 기업

이미지 개선을 노력하는 실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103) 미국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부모용지침서를 별도로 제작

하여 배포하는 사례로는 경제교육협의회(N CEE)의 Financial Fitness for Life
(Parents' Guide)", ING의 Teaching our Kids the ABC of Money"등이 있다.
박 철, 「가정금융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월간금융』, 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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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들은 2000년 4월 보험상품가격자유화로 경쟁적 시장으

로 완전히 전환되었으며, 2003년 8월 방카슈랑스의 시작으로 다른 금융

기관들과의 경쟁적 지위에서 보험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

히 다른 금융기관이 자회사 등을 통해 보험산업으로의 진입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보험회사의 이미지의 개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표 Ⅴ-9> 국내 보험회사들의 보험교육실시 내용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용어사전 기초지식 법률정보 FAQ

생명보험사 1 13 16 9 7

손해보험사 1 7 4 3 5

합 계 2 20 20 12 12

전체사 비중 5% 53% 53% 32% 32%

주 : 1) 이 자료는 38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2003. 10월 기준임(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는 제외하였음).

2) 손해보험사 중 교육프로그램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자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려서는 경쟁적 시장

구조 하에서 계속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영위해 가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과거와

같이 판매채널의 푸쉬(Pu sh)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래 고객들을 선점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험교육과 기존계약자들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험교육의 방

법으로는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회사 내에 소비자교육을 위한 조직이나 T/ F를 구성하여 운영하

며 특정학교나 사회단체에 연결시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문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대상은 어느 정도를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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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방학동안 자녀와 함께 하는 보험교육방법이다. 이 방법

은 방학동안 부모와 자녀들을 보험회사로 초대하여 보험교육을 추진하

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부모인 계약자는 계속적으로 보험계

약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어 향후 고객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정에서의 보험교육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한 부

모들에게 「가정보험교육용지침서」(보험교육기관 작성)를 배포한다.

세 번째로는 보험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서 보험교육이 원활하게 추

진될 수 있도록 성적 우수자들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보험 관련 학회, 교수들과 연계하여 리스크관리와 보험 등에 대한

기초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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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1990년대를 지나면서 온 나라에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globalisation)

가 급속히 추진되었고 이는 금융산업에서도 큰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은 선진국들이 주창하는 세

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전개와 더불

어 개인들의 경제활동에도 변화가 있었고, 금융산업에는 전자화폐(cyber

m oney)등장, 신용사회의 정착과 그 폐해의 부각, 종합금융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편리성 증대와 더불어

사회에 남겨진 것은 부적절한 금융상품소비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의 가

중과 많은 신용불량자의 탄생이었고, 이는 금융산업발전의 장애물로 까

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뿐만 아니라 기타의 나라들은

21세기 신종 문맹인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퇴치하는 것이 국가

의 경제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금융문맹의 퇴치를 빈부격차

의 해소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소

외(social exclu sion)와 금융소외(financial exclu sion)를 없애고 국민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소외됨이 없이 안정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금융교육의 실시는 사람들

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라고 표현하면

서 금융교육을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N CEE 로

버트 듀발 회장은 금융교육을 선택과 의사결정의 책임을 인식시키는데

있다 고 하면서 이에 동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등 선진국은 금융교육이야말로 국가금융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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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후

적인 금융정책에서 사전적인 금융정책인 금융소비자교육으로의 전환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은 학교교육에서 경제금융교육

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교육 커리큘럼을 제정하고, 학교에

서는 해당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 교육

기관 등은 금융문맹 퇴치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

에서도 역시 전폭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Ⅵ-1> 미국의 경제금융교육 효과

표준과정
의무여부

고교졸업시
테스트여부

경제금융교육
가중평균점수 개인 파산건수비율 해당

주(州) 수금융 경제 금융 경제 최대 최저 평균 가구당 인구만명당

없음
없음 × × 3.5 0 1.2 108.9 219.5 10

있음 ○ ○ 5.8 5.8 5.8 60.9 9.1 1

있음
없음 × × 2.7 2.7 2.7 86.6 87.2 3

있음 ○ ○ 10.0 9.2 9.4 77.1 17.5 4

미 국 전 체 10.0 0 4.5 89.8 113.4 50

주: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미국 주별 경제금융교육효과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3년 6월 현재 신용불량자

가 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 꼴인 3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 6.7점이나 낮은 45.2

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국의 사회분위기 관점에서 보면 우

리나라는 국가적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 발생된 결과를 정책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

하고는 있지만, 그 대책은 사후 치료만을 되풀이하는 현상(금융소외의

순환)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당시의 문제를 해

결할 수는 있으나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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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같은 금융교육은 아직 실시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 등에

걸 맞는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제도가 개발되어 이를 기초로 한 금융교

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전반적인 금융교육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 하

에서 보험교육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보여진다.

학교에서의 보험교육의 경우 내용이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에

있더라도 주로 사회보험제도에 국한하여 설명이 되어 있을 뿐 보험의

본질적인 개념과 기능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보험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과 같이 보험에 대해 교

육해야 할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personal financial education

curricu lu m)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교육시킬 교사들은 보험지식이 불

충분하며, 보험교육 전담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하여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하는 것이 보

험회사와 보험산업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향후 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국가가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음을 인식하고 21세기

에 맞는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하며,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제와 금융(보험)내용이 개인금융교

육커리큘럼에 잘 반영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청소년금융교육

법」(가칭)을 제정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보험교육 전문기관으로 보험교육기관(Insurance Education

Center)을 설립하여 보험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

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보험교육기관이 이

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교사들의 지속적인 보험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보

험지식 습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개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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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에 부합한 보험지식 전달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보험과목을

개설하고 필수과목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보험교

육은 보험의 기능인 리스크 전가를 위해 활용되는 경제적 제도로서 설

명하기보다는 그 종류만을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네 번째로는 산학협동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보험회사,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보험교육프

로그램은 거의 없고 단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소

비자교육의 최고의 방법이다. 산학협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

로 자녀와 함께 하는 보험교육, 특정학교와 지원관계를 맺어 장학금지

원 및 강사파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금융교육담당교사가 보험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험교육을 실시하는 담당교사들은 대부

분 사회과목 전공자들이며 보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목 교사들이 졸업할 때까지 받는 경제금융교육은 경제과

목 9학점이 전부인 셈이고 이중에서 보험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교육과정도 초·중·고교 개

인금융교육 커리큘럼에 맞춘 금융분야의 교육과목이 투자론, 보험론, 경

제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직교사들에 대

해서는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을 때 보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보완

하고 이를 위한 연수교사용 보험교육프로그램을 보험교육기관에서 개발

하고,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험교육체제가 구축되어 보험교육이 정상화될 때, 보험

소비자의 편익은 제고되고 효율적인 보험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이미지 또한 크게 개선되어 질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보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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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부여법률(en ablin g law s)

소비자도움
정부기구, 지자체, 산업별 단체

(bu sin ess assistan ce)

소비자

지원

(con su m er
ad vocacy)

소비자주장

효율적 전달방법, 불만제기절차

(com p laint p roced u res), 스트레스

관리(stress m an agem ent), 분쟁해

결방법(conflict resolu tion)

소비자대표
공공기관, 규제감독기관, 청문회,
소비자자문단체

소비자단체
조직화전략, 행동전략, 소비자그룹

(전국/ 지역그룹, 국제그룹, 협력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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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만(R.O.He rrma nn)의 모형

허만의 모형은 먼저 4개의 큰 주제영역을 구분하고 다시 이를 50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

구 분 주 요 내 용

의사결정

(Ch oice

Makin g)

① 선택에 대한 가치와 사회의 영향(Valu es and
Social In flu ences on Choice)

② 의사결정(Decision-Making)
③ 자원 : 화폐, 시간, 신용, 지식(Resou rces :

Money, Tim e, Cred it, Know ledge)
④ 예산(Bu d geting)

금전관리

(Financial

Man agem ent)

① 신용(Cred it)
② 저축과 투자(Savin gs and Investm ent)
③ 은행서비스, 수표(Banking Services, Checking)
④ 생명보험(Life Insurance)
⑤ 의료보험(H ealth Insurance)
⑥ 자동차보험(Au to In surance)
⑦ 가족보험(H om e Insu rance)
⑧ 사회보장보험(Social Insurance)

구매방법

(Buym an ship)

① 제품선택(Product choice)
② 소비자와 시장(Consu m er and the Market)
③ 공공재(Pu blic Good s)

소비자

시민의식

(Consum er

Citizenship)

① 경제에서의 소비자역할(Consu m er Role in
Am erican Economy)

② 소비자권리와 책임(Consum er Rights and
Resp onsibilities)

③ 소비자문제(Consum er Problem s)
④ 소비자보호(Consum 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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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협회(Coucil of Europe)의 모형

유럽협회의 모형은 먼저 14개 영역을 큰 주제영역으로 나누고 이어

각 영역을 다시 세부적인 하위영역으로 구분.

(1) 욕구

① 본질적 욕구와 비본질적 욕구 : 우선순위

② 개인적 욕구와 집단적 욕구

③ 기타 욕구

(2) 자원

(3) 가계예산

① 표본조사와 표준예산 : 소비율

② 예산수립 : 고정비용과 예정치 못한 비용

③ 예산의 관리(방법) : 조정, 평가, 균형

④ 소득분배 : 고정비용, 저축, 현소비지출

⑤ 투자 : 주식과 배당금, 생명보험과 양로보험, 부동산, 예금, 수

집품 등

⑥ 기타

(4) 고정비용과 세금

① 직접세와 간접세 : 조세상환-가계조세

② 자율적 보험과 강제적 보험 : 생명보험, 양로보험, 시민책임보

험, 사회보장

③ 부동산의 임대차와 구입 : 주택

④ 상수도, 가스, 전기, 우편, 전화료

⑤ 기타 비용

(5) 제품(기술적 특성, 품질표시, 가격)

① 비내구재

② 내구재

(6)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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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애프터서비스와 유지

② 수선 : 평가, 보증, 질, 가격

③ 사회적 서비스

④ 기타

(7) 분배

① 거래통로 : 직접 또는 간접

② 소매연쇄점 혹은 독립적인 소매점

③ 재래식 서비스 혹은 셀프서비스

④ 우편 혹은 전화주문/ 자동판매기

⑤ 전문점 혹은 잡화상, 개점시간 등

⑥ 소비자협동조합

⑦ 고유상표, 등록상표

⑧ 기타

(8) 광고와 마케팅

① 마케팅

② 소매연쇄점 혹은 독립적인 소매점

③ 판매촉진방법(예 : 프리미엄, 세일, 복권, 경쟁)

④ 광고행위 : 광고의 이점, 결점, 남용

⑤ 광고의 규제 : 법 혹은 전문단체의 자율규제에 의한 오도광고

의 금지

⑥ 기타

(9) 시장과 통제

(10) 소비자정보

(11) 건강보호

(12) 문화와 오락

(13) 생활여건과 자연환경

(14) 경제생활과 사회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위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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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학교의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

가. 영국

구 분 Stage 1(1-2년) : 5-7세

금융이해

(fin ancial
u n der stan din g)

- 돈은 무엇인가, 돈의 교환기능
·사용하는 지폐, 주화의 인식(각 동전마다 다르다는 것)
·각 국가별 다른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 이해
·화폐로 물건을 교환하는 것 이해

-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돈은 정기적인 루트 또는 정하여지지 않은 루트를 통해 온

다는 것 이해
- 돈은 어디로 가는 가
·사고 싶은 것에 대해 말을 함
·성인은 가계비를 가족을 위하여 지출해야 된다는 인식시킴

금융에 관한

실행력

(fin ancial
com p etence)

- 돈을 관리하는 방법
·돈의 안전관리방법을 배움
·돈의 교환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의 시작(은행의 저축업무 롤플레잉)
- 돈의 사용, 예산 수립
·구입하는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이해

·돈의 사용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함(브레인 스토밍)
·정보통신기술 활용(학생이 살 물건의 목록을 작성)
- 기본리스크와 수익(basic risk and retu rn)

·돈의 분실, 도난될 때의 결과를 이해

금융에 관한

책임능력

(fin ancial
resp on sibility)

- 개인인생선택의 결정(m aking personal life choices)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배움
·돈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함
·돈의 사용방법과 물건을 구입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 이해 시작
- 금융의 확장된 시사점
·돈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
·국가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국가

의 수입과 물가가 다름)
·정보통신기술활용 (학생이 국가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다르

다는 것을 인터넷 조사)

자료 : http :/ / www .dfes.gov .uk/ publications/ guidanceonthelaw / f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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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tage 2 (3-6년) : 7-11세

금융이해

(fin ancial
u n der stan din g)

- 돈은 무엇인가, 돈의 교환기능
·현금이외의 돈(수표, 신용카드 등의 결제방법, 쿠폰/ 상품권의 사용)
·현금만이 물건/ 서비스의 유일한 지불수단이 아니라는 것 이해
·신용카드 개념 이해 시작(단순사례를 들어 비교)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일의 대가로 수입이 얻어진다는 것 이해
·실업 또는 충분한 일이 없을 때 생활보호제도를 이해
·은퇴 후 돈, 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 돈은 어디로 가는 가
·가계지출, 정기적 금융거래(주택대출, 임대비, 광열비, 보험 등) 인식
·세금, 사회보험료가 수입에서 공제되는 이유의 이해를 시작

금융에 관한

실행력

(fin ancial
com p etence)

- 돈의 관리방법
·은행 등 저축기관에 계좌 개설을 하여 봄으로써 돈의 안전관리방법

이해
·금융거래의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정보통신기술 활용(학교가 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를 설명)

- 돈의 사용, 예산 수립
·갖고 싶은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충분한 돈이 없으면 저축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이해
·저금통이 저금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이해
·중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세워보도록 함(학급의 중기 프로젝트를 위

해 학교에서 돈을 빌리는 계획을 수립 해봄)
·정보 통신기술 활용(학생이 장래계획수립, 지출을 기록하기 위한 스

프레드시트 이용)
- 리스크와 수익의 기본
·확률과 보험의 원리에 대해 이를 시작 (우주인의 공격에 대비해

집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 바람에 대비해 집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 비교)

·저축에 의해 돈에서 돈이 벌어진다는 것 이해(저축과 금리와의 관계)
·정보 통신기술 활용(학생이 기록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 다양한 저

축방법을 비교)

금융에 관한

책임능력

(fin ancial
resp on sibility)

- 개인 인생선택의 결정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
·니즈와 욕심의 균형을 맞추고, 한정된 돈의 우선순위 부여의 필요

성 이해
·우량채무(계획적으로 관리가능)와 악성채무의 상이점을 이해
·다양한 환경 하에서 최상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돈을 사용하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얻는 만족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이해
- 금융의 시사점
·생활수준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
·금융거래의 결정에 관하여 도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
·정보통신기술 활용(학생이 해외 학생과 이메일로 다른 국가의 물가

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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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tage 3(7-9년) : 11-14세

금융이해

(fin ancial
u n der stan din g)

- 돈은 무엇인가, 돈의 교환기능
·수표 등 지불수단의 다양한 사용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
·신용카드, 삽카드, 통신판매 등 다양한 신용후불이 어떻게 유리한

가를 이해
·외국 환률이 변동하고 환전시 수수료가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
·돈이 사회에서 왜 필요한가를 이해

-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입 또는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 가를 이해
·급부금에 대해 이해

- 돈은 어디로 가는 가
·개인의 지출 및 지출관리방법에 대한 기본을 이해
·지방 및 국가의 세수와 지출을 이해 시작(세금인상이 학교개선 영향)

금융능력

(fin ancial
com p etence)

- 돈의 관리방법
·개인의 금융거래기록, 기타 수입지출의 기록방법을 배움(영수증 수

집, 지출내역기록)
- 돈의 사용, 예산수립
·예산수립방법, 개인의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이해 시작(1개월간의

수입지출을 예산화 하는 사례연구실시)
·장기와 단기 금융거래의 차이, 이에 따른 계획과 결정이 다른 다는

것을 이해 (CD와 CD플레이어의 구입, 해수욕과 휴가의 지출 차이)
- 리스크와 수익
·확률과 보험의 이해를 진전시킴 (자동차를 보유, 운전시 잠재적

리스크 확인, 각종 보험계약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모든 리스크
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가/ 보험료는 리스크에 부합하는
가 등)

·저축, 차입의 조건 및 금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 시작
·금리가 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 (2년초과 주택

론의 금리 비교)

금융책임

(fin ancial
resp on sibility)

- 개인의 인생의 선택
·중단기 니즈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버스요금의 1주간, 월간, 연간

비교)
·장중단기의 니즈를 인식할수 있도록 한다
·한정된 돈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니즈의 우선순위 부여 시작
·여러 가지 니즈, 욕심이 있는 것에 대해 개인의 금융적 가치를 부

여 시작
·부채를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이해

-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사람에 따라 금융에 관한 자문이 다른 다는 것을 이해

- 금융의 시사점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해 (시중은행, 온라인은행, 수퍼마켓 경유 은

행의 비교)
·개인금융에 관한 결정이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폭넓게 이해 시작
·지방정부, 국가의 결정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 시작
·지방, 국가, 세계의 금융환경이 개인의 인생에 주는 영향을 이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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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tage 4(10-11년) : 14-16세

금융이해

(fin ancial
u n der stan din g)

- 돈은 무엇인가, 돈의 교환기능
·정기구독, 직접지불 등 지불방법의 장단점 이해(가계 지출의 지불

방법별 비교)
·당좌차월, 각종 대출 등 차입, 신용의 의미, 금리를 비교하는 방법

에 대해 이해 시작
-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금, 사회보험, 연금의 수입에서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
·학생론 등 졸업 후 수입과 학생을 위한 특별급부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학비조달방법)
·기업, 기타단체의 주식발행 등 자금조달 방법 이해

-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개인의 지출범위, 관리방법의 이해 (주거형태별 비용지출규모비교)
·정부의 자금조달 이유,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해(정부가 어디에 돈

을 조달하고 어떻게 지출하는지 조사)

금융능력

(fin ancial
com p etence)

- 돈의 관리방법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을 은행거래, 신용카드,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이해

- 돈의 사용, 예산수립
·개인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 기록, 관리방법을 이해
·장·중·단기 금융거래의 상이점, 계획,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
·중앙, 지방정부의 금융에 관한 기록에 대해 이해

- 리스크과 수익
·복잡한 상황하의 확률과 보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잠재적 리스크 확

인, 리스크 측정, 대응방법 습득(개인의 리스크관리 관점으로 접근)
·저축과 차입이 기간이 따라 조건, 금리가 다르다는 것 이해(저축의

기간별 수익률비교)
·일부 론, 구입계약은 보증되는 것과 아닌 것이 있다는 것 이해(신

용카드 등)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의 리스크과 수익의 상위점 이해 (low risk

low retu rn, h igh risk high retu rn 이해)

금융책임

(fin ancial
resp on sibility)

- 개인의 인생의 선택
·장·중·단기의 니즈를 파악하여 결정하도록 함
·다양한 니즈나 욕구에 개인의 금전적 가치를 세우고 한정된 돈의

우선순위결정
·부채를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할 것인 가 이해
·청소년을 위한 단·중기 금융상품의 이해와 지식 습득
·직업의 선택이나 생애학습에 대하여 개인의 선택이 금융면의 시사

점 평가능력 습득
-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금융자문사, 시민조언상담국, 상품광고, 개인금융에 관한 미디어 등

금융조언/ 정보에 대한 평가 및 비교능력 습득
·금융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상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

- 금융의 시사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소비자보호의 역할을 이해(예금자보호제도 등)
·개인금융에 관한 결정이 가져오는 시사점을 이해 (도덕적 투자의

찬부 토론)
·지방, 국가의 결정이 개인의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사례연구 : 세제)
·국가, 지방, 세계의 금융이 각각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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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1) 개인금융교육

구분 소득(Incom e)

4학년

(초 4)

-사람은 임금/ 월급을 벌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소득은

벌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로자는 새로운 지식, 기술, 경험을 통해 수익획득능력

을 증진시킨다.

-근로자는 급여 외에 고용급부를 받는다.

-기업가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

기 위해서는 손실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민은 정부서비스를 받으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8학년

(중 2)

-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람은 자연자원, 인적자원, 자

본, 기업가로서 능력 등의 생산자원을 판다.

-보다 생산적인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며 많은 임금을 획득한다.

-노동자는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 높은 생산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12학년

(고 3)

-사람의 소득은 그들의 교육, 기술개발, 경력을 만든 선

택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보장/ 건강보험은 정부 프로그램이다.

-사회보장/ 건강보험은 강제급여세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

으로 운영된다.

-사람들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공제(ded u ction), 면제(exem p tion), 신용은 과세부과수익

을 줄인다.

-기업보조저축제도는 근로자의 현재수익을 장래수익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며 세액공제혜택도 본다.

자료 : JumpStart,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 with Benchmarks,
Application and Glossary for K-12 Classrooms, 2nd Ed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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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전관리(Money M an agem ent)

4학년

(초 4)

-사람들은 금융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므로 선택해야된다

-금융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니드를 파악하고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된다

-의사결정과정은 사람들의 금전결정에 도움이 된다

-예산(bu d get)은 소비와 저축수입에 대한 계획이다

8학년

(중 2)

-금융선택은 급부, 비용, 장래 이익을 가져온다

-금융활동의 성공의 키는 소득과 소비의 차를 저축하는

것이다

-돈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금융관련 일이다.

-예산은 주어진 소득내에서 수입, 비용(저축 포함)을 확

인하는 것이다

-리스크관리 전략(회피, 콘트롤, 보험을 통한 전가)

12학년

(고 3)

-금융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은 그들의 금융미

래에 대한 계산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태도와 가치는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을 구입한다

(보험의 종류를 기술)

-금융자문은 여러 형태(전문컨설트, 책, 인터넷)으로 부터

확보할 수 있다

-개인금융계획은 금융목적, 순자산계산서, 수익/ 소비기

록, 보험계획, 저축/ 투자계획, 예산을 포함해야 된다

-법적서류는 금융계획에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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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출·신용(Sp en d in g, Credit)

4학년

(초 4)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다른 소비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 원천에서 확보된다

-모든 소비의 의사결정에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사람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다르게 한다

-신용은 기본적인 금융도구이다

-무엇을 사기 위한 돈의 차입은 현금지불보다 비용이 더 크다

-책임감 있는 차입자는 장래의 자신의 신용가치를 고려해

약속날짜에 현금을 상환한다

8학년

(중 2)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의 정보원에 만 의존하지 않는다

-비교쇼핑을 하는 소비자는 돈의 최고가치를 얻는다

-어떤 지급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비싸다

-온라인거래는 소비자정보가 유출되어 침해를 당할 수 있다

-신용으로 구입하는 것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는 최선의 구

매를 결정하는 열쇠이다

-주어진 대출금액과 이자에 대해 대출기간이 길면 길수록, 월

별 상환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신용총비용은 크다

-소비자는 다양한 신용원천으로부터 선택한다

-신용기관은 소비자의 신용경력정보를 가지고 있다

-가끔 사람은 상환할 수 잇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차입한다

-법,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12학년

(고 3)

-여러가지요소가 신용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민원제기관련 정부기관 등은 재화/ 서비스관련 소비자의문

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리스, 차입, 렌트는 계약조건과 비용이 다르다

-신용카드의 잔고를 최소화하면 총비용을 증가한다

-신용카드공시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차입비용을 통제하는

키이다

-과도한 차입을 한 소비자는 여러 가지 옵션이 따른다

-파산은 debt relief를 받으며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법, 규제는 특정 소비자를 보호한다

-신용의 부정적 정보는 장래 금융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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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축과 투자(Savin g·In vestin g)

4학년

(초 4)

-사람들은 장래금융목적으로 위해 저축한다

-모든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회비용이 있다

-은행, 저축 및 대출협회, 신용협회는 저축을 하거나 투

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다

-저축계정, 저축채권은 대안적 저축이다

8학년

(중 2)

-저축은 비상시를 대비한 것이고 단기적이나 투자는 장

기적 목적이다. 투자를 위한 기금은 저축으로부터 온다

-저축과 투자상품은 잠재수익율, 유동성, 리스크 수준에

서 차이가 있다

-투자의 연평균수익율과 리스크는 양의 관계가 있다

-복리는 원금과 전기의 이자액으로부터 생긴 수익이다

-인플레이션은 투자수익율을 감소시킨다

-72규칙은 돈의 합계를 두배로 하는데 필요한 시간, 수익

률을 예측하는 도구이다

-투자자는 많은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다

12학년

(고 3)

-자산의 장래가치 불확실성이 클수록 수익률은 높다

-세금공제관련투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투자자의 총수

익이 증가한다

-정기적인 저축은 부를 증가시킨다

-분산투자는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뮤추얼펀드풀 투자예금은 주식을 구입한다

-기업보조실업예금제도는 근로자에게 많은 장점이 있다

-금융소비자 정부기관의 역할 이해(예금보험공사, 감독당

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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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경제교육

표준 교육내용 학생들의 지식

1 생산자원은 한정되어 있다(Scarity)
선택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
효율적 의사결정은 대안별 비용
과편익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
다(M argin al Cost / Ben efit)

소비자, 생산자, 저축자, 투자자,
시민으로써 효율적 의사결정을
한다

3
재화와 서비스배분에 다른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Allocation of
Good s an d Services)

각 방법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4
사람들은 부정적/ 긍정적 유인책
에 반응한다(Role of Incentives)

유인책은 사람들의 해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다

5
모든 참가자가 이익을 기대할 때
만 자발적 교환이 일어난다(Gain
from Trad e)

교환에 대한 협상, 자신들의 이
익을 확인한다

6

개인, 지역, 국가가 최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에 특화할 때
거래가 일어난다(Sp ecialization
an d Trade)

자신의 특화기술과 강점을 개발
할 때 편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7
시장은 수용자와 공급자가 상호작
용할 때 존재한다(Markets- Price
& Qu antity Determin ation)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서 어떻
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한다

8
수요와 공급이 변화할 때 시장가
격은 조정되고 유인책에 영향을
미친다(Role p f Price in M arket)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아 변
화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를 예측한다

9
소비자들의 최고가격을 지불할 의
향이 있을 때 공급자들간 경쟁시 가
격이 상승한다(Role of Competition)

다른 시장에서 경쟁의 수준이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10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 탄생된다
(Role of Economic Institutions)

여러 가지 경제기관들의 역할을
이해한다(노동조합, 법률회사, 법
률제도 N PO 등)

자료 : h ttp :/ / w w w .ncee .n et/ ea/ stan d ard s/ stan d ard .p hp ?s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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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교육내용 학생들의 지식

11

돈은 거래, 차입, 저축,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재화와 서
비스의 가치를 비교한다(Role
of M on ey)

돈이 없는 경우 삶의 영위가 어
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12
인플레 조정된 금리는 차입과
저축의 수지차에 영향을 미친
다(Role of In terest Rate)

이자수입 또는 이자 지출시 금리
가 변화하는 경우 어떻게 반응해
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13

사람들의 수입은 그들이 판매한
생산자원의 시장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Role of Resource in
Determining Income)

자신의 교육, 수련, 경력옵션에
따라 미래수입을 예측한다

14

기업인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
들기 위하여 생산자원을 조직
화하는 위험을 안는 사람들이
다(Profit & the En trep reneu r)

기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수익,
기타 특징을 확인한다

15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하는 것
은 미래 삶의 표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Grow th)

경제주체들이 투자결정의 결과를
예측한다

16

시장경제에서 정부정책이 비용
을 초과하는 편익이 존재할 때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있다
(Role Governm ent)

공공정책의 비용편익을 평가하고
확인한다

17

정부정책의 비용이 편익을 초
과할 때도 있다(Usin g Cost/
Benefit An aly sis to Ev alu ate
Govern men t Program s)

공공정책의 비용이 편익보다 클
때가 있음을 확인한다

18

국가의 소득, 고용, 가격수준은
모든 가계의 소비생산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Macroecon om y-Income,Price)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해석하고 이들 여건이 경제주체
별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설명한다

19

실업은 개인이나 국가에 비용
을 부담시킨다. 예기치 못한 인
플레이션은 많은 사람에게 비
용부담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
게는 편익으로 작용한다
(Unem p loym ent an d Inflation)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20

연방정부예산정책과 연방준비
제도의 통화정책은 고용, 생산,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Monetary & Fiscal Policy)

연방정부 및 준비제도의 거시경
제정책이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을 예견한다



176

다. 일본

구 분 경제구조 및 소비자행동

유아원

-타인과 자신의 물건의 구분능력학습

-욕심이 있는 물건을 모두 가질 수 없다는 것 학습

-약속을 준수 학습

-노동의 가치를 인식(실천적 지도)

초등

학생

1,2학년

-욕심이 있는 물건을 모두 가질 수 없다는 것 학습

-약속의 중요성 이해

-목표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이해

-노동의 가치를 배움(실천적 지도)

-생산·소비활동 이해

3,4학년

-노동의 가치 학습(실천적지도)

-부모의 노동과 돈의 관계 이해

-생산과 소비활동을 시장구조를 통해 이해

-투자활동에 대해 이해

5,6학년 -국가의 산업구조와 유통구조를 이해

중학생

-매매와 대차간의 상이점 이해

-시장경쟁과 비교우위 이해

-공공적인 목적인 생산투자활동의 존재를 이해

고등학생

-계약과 자기책임에 대해 이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장기간병보험의 구체적 구

조 이해

성인(대학생

포함)

-계약과 자기책임 이해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의 정확한 이해

-규제완화와 자기책임 이해

자료 : 金融廣報委員會, 『金融に關する消費者敎育の推進に當たっての指針』,
2002 (http :/ / www .saveinfo.or .jp / consumer/ sisin/ sisinfo04.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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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화폐 가치·기능, 금융구조

유아원 -화폐의 기본적 기능이해(실천적 지도)

초등

학생

1,2학년

-동전과 화폐를 정확히 식별

-왜 화폐가치가 있는가를 이해

-화폐의 기능 이해(실천적 지도)

-소비세 이해

-국가별 다른 화폐사용을 이해

3,4학년

-암산으로 거스름돈을 계산하고 많은 사람이 욕심이 있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실천적 지도)

-은행의 기본구조 이해

5,6학년 -금리(단리)의 기능과 게산방법 이해(실천적 지도)

중학생

-금리(복리)의 기능과 계산방법(실천적 지도)

-증권시장 기본구조 이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기능이해

-중앙은행의 기능, 금융정책 이해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 이해

고등학생
-금융시장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

-중앙은행의 기능, 금융정책 이해(실천적 지도: 토론)

성인(대학생

포함)

-금융시장의 구조와 기능 이해

-중앙은행의 기능, 금융정책 이해(인터넷은행, 인터넷쇼핑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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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융상품, 서비스의 내용

유아원

초등

학생

1,2학년

-예금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실제로 은행에 예금을 하

여 봄)

-예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움

3,4학년 -개인신용카드의 기능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

5,6학년
-주된 예금상품의 특징을 이해

-ATM의 기본적인 이용방법에 대하여 이해

중학생 -주식과 채권에 대하여 이해

고등학생

-예금, 주식, 채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기능을 이해

-수표, 신용카드, 현금카드, 론카드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

-대출의 구조를 이해

-외국환, 외화표시 금융상품의 기능과 리스크를 이해

성인(대학생

포함)

-예금, 주식, 채권, 투자기능,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기

능과 상품내용을 이해

-수표, 신용카드, 현금카드, 론카드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

-대출의 구조를 이해

-외국환, 외화표시 금융상품의 기능과 리스크를 이해

-예금보험제도와 Payoff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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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활설계

유아원 -

초등

학생

1,2학년

-계획적인 소비 학습(실천적 지도)

-저축의 의의 이해하고 저축을 습관화 유도(실천적 지도 :

단기간 경험)

3,4학년

-저축의 의의 이해하고 저축을 습관화 유도(실천적 지도 :

장기간 경험)

-연령별 돈 관리방법 (예금방법 등 )

5,6학년 -저축의 의의 이해 및 습관화(실천적 지도)

중학생
-자신의 장래에 대해 생각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생활설계

가 필요한 지식 습득

고등학생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수집, 의사결정

-직업선택과 생활설계를 결부시켜 생애설계에 대해 생각

을 함

성인(대학생

포함)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계부를 기입할 수 있

도록 함

-가계의 자산상황과 수지예측을 통해 금융상품·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

인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자식들에게 연령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지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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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비자의 자립

유아원 -

초등

학생

1,2학년

-불필요한 물건은 구입하지 않는 습관화

-불량품의주의하는 방법 습득

-생활관련 리스크를 배움

3,4학년 -자신이 필요한 물건의 선택적 구매능력 학습

5,6학년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생각하여 구입하도록 함

-소비생활센타역할 역할 이해

중학생

-과대광고, 악덕상법을 이해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능력

학습

-소비자보호기본법, 소비자권리와 책임을 학습(제조물책임

이해)

-리스크와 리턴의 기본적 관계 학습

고등학생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과 자기책임 학습

-소비자계약법, 민원제기방법이해

-신용카드나 대출이용시 주의점 이해

-금융상품의 리스크와 수익관계학습

-금융관련정보수집방법 학습

성인(대학생

포함)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과 자기책임 학습

-안전네트(소비자계약법, 민원제기방법)이해

-신용카드나 대출이용시 주의점 이해

-금융상품의 리스크와 수익관계학습

-금융상품판매법 이해

-금융관련정보수집방법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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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제7차 교육과정 중 경제교육내용

교과
학년 사회 실과(기술·가정) 도덕

3학년
-고장의 생활
·고장의 산업과 직업
·시장과 물자이동 없음

(초등실과는
5학년부터 시작함)

-물건 아끼기
·근검절약
·소비생활 반성

4학년
-지역사회의 생활
·물자유통과 상호의존
·가계 : 희소성·소비·저축

5학년
-세계 속의 우리경제
·경제성장 : 기업·산업
-정보화 시대의 산업활동

-용돈 관리하기
·용돈계획·용돈 기입장
·금융기관 이용하기

-절제하는 생활
-공익 추구
·공익과 사익 조화

6학년
-함께 살아가는 세계
·우리나라와 무역 및 자원교역

을 많이 하는 나라

- 일과 직업의 세계
·가족이 하는 일
·직업 세계와 진로 계획
-자원활용 하기
·생활자원 이용과 절약

-근면·성실한 생활
-법과 규칙 지키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7학년 -지역사회 탐구
·우리나라 각 지방의 산업

— —

8학년
-서양사
·봉건사회·장원제도
·산업혁명·자본주의
·경제공황

-자원의 관리와 환경
·자원의 활용과 환경
·청소년의 일과 시간
·청소년과 소비생활

-생활 속 경제원리
·근검절약
·근로와 정당한 부
·노사화합과 협력

9학년 -민주시민과 경제생활
-시장경제의 이해

-산업과 진로
·산업 이해·산업안전
·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

—

10학년

-시민사회와 민주시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
-국민경제의 합리적인 선택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현대경제문제와 해결방안
·세계시장의 경쟁과 협력

-가정생활의 설계
·소비생활 문화의 변화
·생활주기별 미래설계
·세계시장의 경쟁과 협력

-공동체의식 문제와 환경문
제

고

등

학

교

선

택

과

목

경제 / 생활경제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별 항

-경제활동과 지역발전
-자원과 자원문제
-공업과 무역·서비스 산업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
(세계경제기구·다국적기업)

-경제발전과 사회변화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발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한국경제의 문제

시민윤리
-경제생활과 직업윤리
·자유민주사회에서의 경제생활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삶의 설계와 직업선택 ·직업생활의 기본자세

기업경영 가정과학

-기업 경영의 기초
·기업경영과 경영자·경영환경
-경영관리의 과정
·경영관리와 계획 수립
·조직화와 지휘·경영정보
-경영관리의 활용
·기업관리·현대경영의 이해

-소비생활
-가정자원관리
-가정경제의 설계
·가계의 예산과 지출·금융기관
·소비자 신용 : 카드·보험·투자 등
·소비자문화와 소비시장·소비자 보호

와 피해구제·소비관련 직업

자료 : 김정호, 『청소년 금융경제교육의 방향과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7(http :/ / ecoe여.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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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고등학교의 경제교육과정 주요 내용 >

영역 주제 내용 요소(주요 개념)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

해결

-경제생활의 의미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경제체제의 변천과정

-신뢰·의사결정·지속 가능한 개발
-희소성·합리적 선택·기회비용·비용편익·
한계분석

-시장경제·계획경제·헌법의 경제조항·남
북한의 경제

-경제의식과 이상적인 경제질서

시장과

경제활동

-시장가격의 기능

-시장가격의 결정변동

-시장기능 한계와 대책

-효용·교환·특화·시장기능·경쟁·시장
종류(경쟁시장·독과점 시장)

-수요공급(법칙·곡선)·균형·물가지수·
탄력성·투기

-시장실패: 독과점·공공재·외부효과
-정부개입·정부실패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바람직한 소비선택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기업윤리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소비·소득·저축·자산·이자율(명목·실
질)·총수요

-합리적 소비: 계획성·비용과 편익 분석·
소비의 외부효과

-합리적 기업경영: 기업자 정신·생산의 효
과·이윤·기업의 이해관련자(투자자, 근로
자, 소비자)·기업윤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재정의 기능(소득재분배, 자원배분, 경기조절)
-재정구조: 재원조달(조세)·재정지출·정부의
효율성

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변동

-국민경제의 흐름

-경제성장·안정화 정책

-경제순황(호황·불황)·총공급·총수요·
GDP

-경기변동: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실
업(종류)

-경기대책: 재정정책·금융정책(통화량·공
개시장조작·지급준비율 변경·재할인율 조
정·이자율 결정)

-경제성장률·물가지수·실업률·소득분배(
로렌츠곡선·지니계수)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

-국제거래와 경쟁력

-한국경제의 미래전망

-인류공동체와 경제협력

-무역: 한국의 무역구조·시장개방·비교우
위·환율·국제수지·외환위기·국가신인
도·국제경쟁력·WTO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경쟁력 향상(투명성,
노사화합, 친기업환경, 규제개혁 등)·통일
한국의 경제

-인류공동체의 경제문제: 국제경제마찰, 국
제경제기구, 세계경제문제(환경오염, 자원
고갈, 빈부격차, 금융위기, 실업, 세계화,
인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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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주별 금융교육실시 현황

주별 개인금융교육과정표준 및 요구사항 교육과정명 학년수준

Alabam a
경제학 원론과 사회학에서는 가계 운영에서

소비와 저축요소 평가, 소비자결정에 따른

비용과 이익 분석을 학습

개인재무관리는 가족과 소비자학 및 수학에

서 학습

지역 교육청 9~12학년

Californ ia 7~8학년을 위한 과정에 가계재정 및 부채관

리 등을 포함한 교육 등 기본적인 재무능력

을 기초 교과과정으로 한학기 가량의 교육과

정을 채택 함.

교육 프로그램은 소비자경제, 기초적인 은행

이용법, 기초적인 계약, 금융매매 가이드, 신

용카드 사용법, 보험의 종류와 비용, 정부 부

과세금의 형태(세금의 종류) 등으로 구성

지역 교육청 7,8학년

7~12학년

Colorad o 콜로라도주의 기본 모델은 돈의 사용, 은행

이용방법 및 규칙과 신용의 활용 등을 포함

한 경제교육.

지역 교육청 지역 교육청

Con necticu t 공립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소비자교육을 포함

시킴.
주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위원회와 함께

학생들에게 학습될 교육프로그램 중 한 파트

에 개인재정관리와 같은 과목을 포함시키도

록 함.
주 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위원회를 돕는 발

전된 커리큘럼 가이드 제공 및 학교에서의

교육 이외에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이드 제공.

지역 교육청 지역 교육청

Georgia 가계 대출, 소비자 대출, 신용카드 및 이자율

과 같은 소비자 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 관련

커리큘럼을 핵심으로 한 사회학

개인재정교육을 포함한 비지니스, 마케팅 및

technology 정보 등은 다음 단계의 커리큘

럼.

경제학

마케팅원론,
은행 및 재

무, 보험

9~12학년

9~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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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개인금융교육기준 및 요청 교육과정명 학년수준

Illin ois 9~12학년은 학교수업에 소비자교육을 포함

시켜주길 요청. 주교육위원회는 소비자교육

커리큘럼에 최소한의 학습량을 수록, 교육방

법을 고안하고자 함.

구매, 대출, 가격비교와 소비자의 법적 지위

를 이해 및 농업, 비즈니스, 노동조합과 정부

사업에의 자유로운 참여시스템 이해 등을 포

함한 커리큘럼.

소비자교육 9~12학년

Kentucky 소비자의식은 실질적인 삶을 위해 의미 있는

것으로 직업교육 평가와 소비자정보와 상품

과 서비스의 비교, 개인별로 필요시 되는 사안

학습 프로그램에 경제와 직업교육과정에서

각각의 분야 및 학습과정에 적정한 컨텐츠를

적용함

지역교육청 K~12학년

Lou isian a 재무학습의 구성은 수학과 사회과목 분야를

벤치마크하고 가족과 소비자 과목에 대한 지

침서를 제시함

재 무 수 학 ,
성인 책임

과 가족과

소비자 과

학

9~12학년

Massachusetts 경제학 요소로 주의 역사와 사회학 커리큘럼

구성하여 학생들이 저축, 차용, 채무 관리 등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지역 교육청 Pre-K
~12학년

Minn esota 9개의 학습범위(자산 운용)는 중학교 수준의

컨텐츠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주의에 대하

여 소개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개인과 가

족 자산운용 관하여 소개함.(Minn 3501.0449)

(Administrative Language added in 1998)

6~12 학년

Missou ri 개인재무는 주 표준화에 포함되지 않았음. 지역 교육

담당에 추가

지역 교육

담당에 추가

N ew York 개인재무 커리큘럼은 가족과 소비자학 과정

과목에 포함되어짐.
-가정과 경

력 기술

-독립적인 삶

- 6~8학년

- 9~12힉년

자료 : http :/ / www .jump startcoalition .com/ upload/ NEFEChart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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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주별 경제금융교육 효과

표준과정의무 테스트여부 경제금융가중평균점수 개인 파산건수비율 해당

주(州) 수금융 경제 금융 경제 최대값 최소값 평균 가구당 인구1만당

없음

없음

×
× 3.5 - 1.2 108.9 219.5 10

○ 4.2 3.0 3.6 94.6 89.8 3

○
× 2.0 2.0 2.0 91.3 215.4 1

○ 5.8 5.8 5.8 60.9 9.1 1

소계 5.8 - 2.1 101.7 179.3 15

있음

×
× 4.5 2.7 3.2 82.0 71.6 6

○ 6.6 4.8 5.4 82.3 82.7 12

○ ○ 6.8 6.8 6.8 78.3 4.3 1

소계 6.8 2.7 4.8 82.0 75.1 19

합계 6.8 - 3.6 90.7 121.0 34

있음

없음
× × 2.7 2.7 2.7 86.6 87.2 3

소계 2.7 2.7 2.7 86.6 87.2 3

있음

×
× 5.4 4.5 4.7 101.0 268.2 4

○ 8.6 6.6 7.5 86.5 29.7 5

○ ○ 10.0 9.2 9.4 77.1 17.5 4

소계 10.0 4.5 7.2 88.1 99.3 13

합계 10.0 2.7 6.4 87.8 97.1 16

총 합 계 10.0 - 4.5 89.8 113.4 50

주: 1) 주별 점수는 경제교육(Ⅰ)과 금융교육(Ⅱ)별 커리큘럼운영여부(A), 커리큘럼

도입의무(B), 상위학년승급시 이수여부(C), 경제과목별도존재여부(D), 고등학

교졸업시 테스트여부(E)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

음(점수= A×0.15+B×0.3+C×0.15+D×0.05+E×0.35)

2) 주별 경제금융가중평균점수는 경제교육(Ⅰ)×0.6+금융교육(Ⅱ)×0.4 로 산출

한 것임

3) 소계는 구분별 해당하는 주의 산출평균값임(최대, 최소값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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