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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오늘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행사를 준비해주신
금융연구원 박종규 원장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금융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주신
실무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금융교육의 중요성
금번

OECD

주제는

“

* Buil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금융을 배우자!* ”입니다.

Your

Future,

Be Smart about Money!

유년기에 형성되는 돈에 대한 인식부터

·

은퇴 이후에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연금 관리까지
금융은 생애 전반에 걸쳐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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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대수명 증가* 로 노후대비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금융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90) 71.7세 → (’00) 76세 → (’10) 80.2세 → (’20) 83.5세

Ⅲ. 금융교육 추진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OECD, World Bank

등은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후생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을 제공하므로
금융포용의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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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먼저,

학교 내 금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에 올바른 금융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➋ 둘째,

“금융교육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

체험형 교육방식을 확대하여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친숙하고 유익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

➌ 셋째,

“금융교육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금융교육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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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번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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