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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금융화에 따라 금융문해는 성인에게 반

드시 필요한 문해의 하위 영역이다 최근 주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투. 

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한 이들 또

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를 방증한다 금융교육과 금융이해력에 대한 연. 

구는 금융문해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주로 소비자학 또는 금융 관, 

련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는 문해와 문. 

해교육의 관점이 현저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하고 운영하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 ”
을 금융문해의 개념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장면 안에 내재된 

문해교육으로서의 의의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본 연구는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이 금융문해교육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 ”
색하는 한편 해당 교육이 금융문해교육의 실천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법

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보고 금융문해교육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의 사례를 기반으로 단일복합사례연구를 실   A 

행하였다 연구자는 년 학기 대학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을 참. 21 2 A “ ”
여관찰 하였으며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및 수강생 인과 인터뷰를 , B 5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 , 

도출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의 주요한 교육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 ”
기 위해 활용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이 금융교육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방

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용금융 은 크게 다섯 개   . , “ ”
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합리적인 의사, 

결정 촉진 직접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증진 현대 금융 사회에 대한 이해 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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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행동의 변화이다 한편 실용금융 을 경험한 수강생들은 거시적인 . “ ”
경제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에 관한 의사소통에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강생들은 금융에 대한 이. 

해와 생존을 결부시켜 생각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금융 행동의 변화가 생, 

겼거나 향후의 변화 및 지속적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지식 기술 태도에 해당되는 내용에 비추어 이상   , ,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의 구성요소를 충실히 반영, “ ”
하고 있는 금융문해교육으로 볼 수 있다 실용금융 은 실제 금융생활에서 . “ ”
접하게 될 용어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거시적 경

제 맥락을 중심으로 지식을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의 기술 습득을 . 

위해서는 절차적 지식을 상세하게 전달하였으며 오픈북 방식의 시험이나 , 

직접 교재와 언론 보도를 읽어 보면서 읽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읽

기 능력의 증진을 의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와 관련하여 실용금융 은 . “ ”
현대 금융사회의 특징을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과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을 

설득하였다 나아가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통해 알게 된 폭넓은 금융의 . “ ”
세계와 제공받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에 관해 지속적으로 학습

하기 위한 동기와 향후의 금융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용금융 이 금융문해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   “ ”
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실용금융 은 기술의 습득과 태도의 변화를 . , “ ”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실용금융 은 절차적 지식을 . “ ”
통해 의사결정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금융 사회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 

통해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용금융 은 고등교육 학습. , “ ”
자를 대상으로하는 금융문해교육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한편 그러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등교육 학습자. 

들은 이미 기본적인 수리 언어 일반적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금융, , 

에 관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실용금융 은 금융 용어. “ ”
와 거시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습자가 금융의 영역 안

에서 수리 언어 일반적 인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들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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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금융생활에 대한 참여 동기보다는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동기가 더

욱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의 구성요소를 충실히 다루고 있는 금융문해교육   “ ”
이나 지식의 전달을 중심에 둔 교육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보다 적극적인 , . 

금융 행동의 변화를 위해 실용금융 은 경험 중심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필“ ”
요가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실용금융 이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의 양을 . “ ”
최소화하고 학습자가 실제로 금융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보면서 

기술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며 금융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금융문해 문해교육 금융교육 기능적 문해교육 소비자보호: , , , , 

학  번 : 2020 22294– 



- IV -

목차

제 장 서론1 ············································································· 1

제 절 연구 배경1 ················································································ 1

제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 5

제 절 연구질문3 ·················································································· 8

제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2 ······································· 11

제 절 문해 개념의 변천1 ································································· 11

제 절 문해 교육2 ·············································································· 18

제 절 금융문해와 금융문해교육3 ···················································· 23

제 장 연구 설계3 ·································································· 29

제 절 사례연구방법1 ········································································· 29

제 절 연구 사례2 ·············································································· 32

제 절 자료 수집 및 분석3 ······························································· 35

제 장 연구 결과4 ·································································· 39

제 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의 교육목표1 ······················· 39



- V -

금융사기 피해 예방1. ············································································· 39

합리적인 의사결정 촉진2. ····································································· 43

직접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증진3. ·························································· 49

현대 금융 사회에 대한 이해4. ····························································· 60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 유도5. ······························································· 73

제 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와 문해학습 경험2 ············· 82

금융 문맹으로서의 경험1. ····································································· 82

금융에 대한 기존의 생각2. ··································································· 86

금융에 대한 생각의 변화3. ··································································· 93

향후의 학습과 실천4. ··········································································· 101

제 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와 금융문해3 ······················ 109

금융문해의 구성 요소1. ······································································· 109

금융문해의 구성요소에 기여하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의 2. 

교육 내용 및 방법 ·················································································· 116

제 장 논의 및 결론5 ·························································· 126

제 절 논의1 ············································································ 126

제 절 결론2 ············································································ 137

참고문헌 ························································································· 141

Abstract ·························································································· 151



- VI -

표 차례

표 실용금융 교재 중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권장 행동1 “ ” ·············· 41

표 대학 실용금융 에서 소개된 언론 보도 줄 금융사기 관련 내용2 A “ ” · 42

표 실용금융 교재 중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3 “ ” ··········································· 44

표 실용금융 교재 중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고려사항4 “ ” ······················ 45

표 대학 실용금융 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해 설명하는 요소와 각 5 A “ ”
요소가 포함된 자료 ····························································································· 46

표 대학 실용금융 에서 소개된 언론 보도의 주제별 분석 결과6 A “ ” ······· 53

표 원론서 실용금융 교재 언론 보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7 , “ ” , ······ 55

표 저축과 대출 상품의 양면성8 ······································································ 67

표 펀드와 관련된 비용과 각 내용이 소개되는 위치9 ································· 71

표 실용금융 교재 중 금융 꿀팁 내용 분석 결과10 “ ” “ ” ····························· 74

표 실용금융 교재 중 구체적인 실천 및 권장 행동과 관련된 제목이 11 “ ” 

속한 목차 상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 76

표 선행연구의 금융문해 정의12 ··································································· 110

표 주요 요소 별 금융문해 정의13 ······························································· 113

표 권장 행동의 유형 별 실용금융 교재 단원의 제목14 “ ” ······················· 120



- VII -

그림 차례

그림 정황 사례 분석 단위1 , , ··········································································· 37

그림 원론서 실용금융 교재 언론 보도가 실전 용어와 가까운 정도2 , “ ” , 54

그림 대학 실용금융 지필시험 문제 중 일부3 A “ " ········································ 59

그림 실용금융 교재 중 저금리와 저축률에 관한 생각열기4 “ ” “ ” (p. 56) 60

그림 다큐멘터리 중 난쟁이 행렬 에 관한 설명5 EBS “ ” ······························ 65

그림 다큐멘터리 중 금융자본에 관한 내용6 EBS ········································ 66

그림 실용금융 교재 중 계약형펀드의 운용구조 7 “ ” (p.141) ······················ 70

그림 교수 중 펀드의 운용구조8 B PPT ························································ 70



- 1 -

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 배경1 

   최근 국내에서는 주식을 비롯해 가상 화폐와 부동산 금 등 각종 투자에 ,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년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약 . 2020

조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년23 2009 , 2019

에 비해 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김자현 년 월 일 이는 코로나60 ( , 2021 3 16 ). 

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19

부동산 가격의 급락 또한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투자에 관한 관심이 전반

적으로 높아진 결과라고 보인다 김준석 년 월 일( , 2020 9 16 ).

특히 이러한 투자 열풍에 주축을 이루는 것은 대의 청년층으로    20~30

분석된다 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신규 개설된 주식 계좌의 이상. 2020 50% 

은 대였기 때문이다 김유진 년 월 일 그러나 이들이 보이20~30 ( , 2021 5 27 ). 

는 투자 성향에 관한 사회적 시선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청년 세대. 

의 금융 생활에 관한 언론 기사들은 대부분 영끌 이나 빚투 라는 표현을 “ ” “ ”
포함하고 있다 박희창 이상환 년 월 일 임주형 년 월 ( & , 2021 3 29 ; , 2021 9

일 영끌 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고 빚투 란 23 ). “ ” , “ ”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들은 자신의 상. 

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출을 받아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지향하는 청

년 세대를 우려한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청년층은 소득 증가율은 낮은 . 19 

반면 부채 증가율은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도 높고 최근 ,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황(

예찬 년 월 일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청년들, 2021 5 31 ). 

의 무분별한 투기 열풍이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내어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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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투자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신용상( , 

년 월 일2021 6 12 ).

그러나 청년의 대출 규모가 높아진 것은 단지 고수익을 노리는 개인적   

인 욕망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로 코로나 이후 얼어. 19 

붙은 노동 시장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로 인해 노동 시장이 위. 19

축되면서 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만 명 감소했고 체감 실업률은 2020 18

에 달했다 주애진 년 월 일 이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25% ( , 2021 1 14 ). 

년들 또한 증가했으며 학자금 대출조차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권, 2,3

이나 대부업 등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도 신용이 낮아지는 악순환에 처하

는 이들이 늘어났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집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이. 

제는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은행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 ·

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노동소득을 저축하여 자가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임광복 년 월 ( , 2021 5 12

일 실제로 한국은 년을 기준으로 시중의 은행들의 년 만기 정기예금 ). 2021 1

금리가 연 미만으로 제로금리의 시대 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할 정1% , “ ”
도이다 이인혁 년 월 일 또한 한국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상( , 2021 7 19 ). 

승률이 년 기준 로 국가 중 가장 높다 최근 년간 실질 2020 13% , OECD . 4

가구 소득은 상승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약 상승했다 년 미7% , 93% . 2020

래에셋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대 세대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20~30 MZ

택 마련과 노후 대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위 소득 , 

계층이 서울의 중간 가격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일절 쓰지 않고 약 

년을 모아야 한다는 한국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박영호 정17 ( & 

나라 강민석 외, 2020; ,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개인 투자자의 증가와 이들의 부채 규모 증   

가 추세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은 무분별한 투기 성향으로 인해 과도한 대출

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 2020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평균에도 미치OECD 

지 못했으며 특히 연령대를 기준으로 볼 때 대는 대 다음으로 낮은 , 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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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년 월 일 이와 같이 최근 ( , 2021 3 30 ). 

청년의 금융생활 및 금융이해력에 관한 일련의 조사와 보도들은 청년이 금

융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 

위한 금융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공감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 금. 

융문해교육을 통해 청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인다면 투기와 대출을 비롯한 청

년의 금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난 것이다 선초롱( , 

년 월 일2021 7 20 ).

한국에서 금융교육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를 잡기 시작한 것

은 비교적 최근이다 특히 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제. 2020 “ ”
정되었으며 해당 법에서는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높“
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

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 

일법에 의거하여 그간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정책 심

의의결 기구로 개편되었다 개 정부 부처 개 유관기관 개 교육단체로 · . 6 , 14 , 5

구성된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조사하였으며 금융교육 , 

개선 기본방향에 관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년 월 ( , 2020 5

일 금융교육협의회가 개편된 이후 년에 최초로 진행된 회의에서 다1 ). 2021

뤄진 내용 중 하나는 금융문해교육에 있어서 각 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할 때 청년. 

기를 담당하는 주기관은 금융감독원이며 이때 청년기란 대학생과 사회초년, 

생을 주된 집단으로 하는 한편 연령을 기준으로는 만 세에서 세까지를 15 29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년 월 일 그 밖에도 금융감독원은 ( , 2021 5 26 ). 

아동청소년과 중장년기를 담당하는 주기관이기도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노· , 

년기를 담당한다 특수계층을 기준으로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새터민을 담당한다, .

금융감독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문해교육을 시행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과목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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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과목에 활용할 교재와 동영상 콘텐츠 등을 지속“ ” 

적으로 개발하고 대학 측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희망하는 경, 

우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직접 파견하는 방식으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년 학기를 기준으로 전국의 약 개 대학에서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2021 1 80

받아 해당 과목을 운영 중이다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의 주요 내용은 . “ ”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 , , ,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 지식 이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2017

년 월 일 년 개편된 교재에는 최신 금융제도 핀테크 핵심 2 22 , p.2), 2021 “ , 

기술 금융사기 수법 및 대응 요령 등 보다 최신의 자료들을 수록하여 수, ” 

강생들에게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년 ( , 2021

월 일4 26 , p.1).

년 학기를 기준으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은 전국 대학의 약    2021 1 “ ”
에 달하는 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24% 81 , 

편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년 월 일 해당 강의에 대한 수요와 ( , 2021 4 26 ). 

만족도가 모두 높은 이유는 청년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금융을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와 동시에 최근 . 

금융교육을 통해 과도한 빚을 내어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는 청년들의 투

기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대학생을 “
위한 실용금융 의 개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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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년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는 를 채택함으로써 평   2009 Belem Framework

생학습의 기반이자 학습권의 일환으로서 문해의 의미를 선포하였다

(UNESCO, 2009).

문해는 청소년 및 성인들이 생애 모든 단계에서 학습 기회를 얻도록 하“
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이다 문해는 교육권의 내재적인 부분이다 문해는 . . 

개인 사회 및 정치적인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문해는 인생 문화, . , , 

경제 및 사회의 변화하는 도전들 및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국문 번역.” (UNESCO, 2009, )

에서 강조하는 것은 문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의 Belem Framework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 

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이다 년대의 문해란 단지 읽고 쓰는 기초적인 . 1950

수준의 능력만을 의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서 새롭게 Belem Framework

선포된 문해의 의미는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해의 개념이 확장된 것은 사회가 복잡성을 더해가는 가. 

운데 개인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사회 문제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 

서의 문해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문해에 대한 기능적 관점에서 파. 

생된 새로운 개념들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건강문해 금융문해 등이 있다, , .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문해가 등장하면서 문해는 더 이상 역량이나 기술

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금융문해는 이상의 내용과 같이 문해의 개념이 확장되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문해는 금융역량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 OECD, 

등의 국제기구와 금The G20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융문해교육에 관한 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OEC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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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등의 국가들은 공식적인 문서에서 금융문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 

나 이와 동시에 동일한 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된 국가 전략OECD

임에도 호주 영국 등의 국가는 금융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 . 

현상은 상술한 바와 같이 문해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역량과의 엄밀한 구분

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금융역량이 아닌 금융문해의 개념을 사   

용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을 문해의 한 영역으로 본다는 선언에 담긴 몇 가

지 의미 때문이다 우선 에서 정의하는 문해의 개념에 . , Belem Framework

비추어 볼 때 금융을 문해의 한 영역으로 본다는 것은 곧 금융문해가 사회, 

의 발전과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금융문해 없이는 사회의 발전이나 개인의 역량 강화가 . 

모두 불가하다는 것이다 급격한 속도로 금융화 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고. 

려할 때에 금융에 관한 문해력 없이 개인은 기본적인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

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인의 원활한 금융 생활의 문제일 .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의 문해의 한 영. 

역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금융문해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음 또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읽고 쓰고 셈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 

교육이 모두에게 권리로서 제공되듯이 금융에 관한 문해교육 또한 모든 사

람에게 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금융을 문해의 한 영역으로서 다루는 연구물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주예린 은 공공도서관 금융 리터러시 프로그램 . (2019) “ 50+ 

개발에 관한 연구 에서 국내 연구자들이 를 금융이해” “financial literacy” “
력 으로 번역하여 사용해왔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문해는 단지 금융에 ” .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에 기반하여 금융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금융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금융이해력 금융 소양 금융역량 재무관리 역량 등의 , , , 

개념은 사회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이자 기본적인 권리로서 문해가 의미하

는 바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한편 금융이해력이나 금융교육을 다루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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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대부분이 교육학보다는 소비자학 또는 금융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유성상 은 국내 대다수 문해 교육 연구자들이 비. (2017) /

판적 문해의 개념을 선호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생, 

각해볼 때 금융문해는 기능주의적으로 확장된 문해 개념의 일부로 비추어져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금융교육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을 금융문해의 개념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해당 “ ”
교육 안에 내포된 금융문해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발견하고 금융문해의 개념

적 요소가 실제 교육의 장면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을 근거로 하고 “ ” “ ”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해당 과목의 개설을 신청한 일부 대학에서 교양 과목, 

으로 개설되어 있다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에 관해서는 문해교육이라는 . “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 역량 재고와 소비자 보호가 주된 교육 , 

목표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의 성과를 측정. “ ”
하기 위해서는 금융문해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의 평가도구를 활OECD

용한다는 점에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의 내용과 방법에는 금융문해의 “ ”
개념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한 실. “
용금융 이 현대 금융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태도를 ”
전달한다는 점에서 문해교육으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대학생. “
을 위한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과 방법 수강생들의 학습 경험에 대한 분석” , 

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금융문해교육이 아닌 금융교육으로 칭해지는 대학“
생을 위한 실용금융 안에 반영된 금융문해의 개념을 탐색하는 한편 금융문” 

해의 개념이 실제 교육 장면 안에서 구체화 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이 금융문해교육으로서 발전“ ”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금융문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해 시사하는 바를 발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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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질문3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하고 지원하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이하 실용금“ ( ”
융 은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 “
법률 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며 금융교육협의회가 이끌어가는 공식적인 ” , 

금융교육 체계의 일환이기도 하다 금융 경제가 주를 이루는 현대 사회에서 . 

금융문해는 성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문해의 한 영역이기에 본 연구는 문해, 

의 관점으로 해당 교육을 조망하고 이를 통해 금융문해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

대학의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과 방법은 어떠한 교육 목1. A “ ”

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가?

실용금융 은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피해예방 부   “ ”
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용금융 은 학. “ ”
습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소비자로 보고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특히 대의 금융사기 피해가 다른 연령대와는 . 20

반대로 증가세에 있다는 점은 실용금융 이 개설된 배경 중의 하나이며 이“ ” , 

에 따라 실용금융 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주요한 교육 주제 중 한 가지로 “ ”
삼고 있다 나아가 실용금융 은 학습자들이 금융에 관해 합리적인 의사결. “ ”
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

극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실용금융 은 학습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 , “ ”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용금융 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 ”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

을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실용금융 에서 전달하는 교육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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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주요하게 등장하는 주제 혹은 반복적으로 활용되거나 강조되는 교

육 방법을 토대로 실용금융 이 개설 배경과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 ”
있지 않은 교육 목표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용금융. “ ”
이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에 활용되는 내용과 방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목표는 특정한 교육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으로. 

서 중심을 잡는 핵심이기 때문에 실용금융 의 교육 목표에 대한 분석은 “ ”
실용금융 전반을 파악하고 탐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 실용금융 을 참여관찰하며 강의에 관해    A “ ”
남긴 관찰 기록 실용금융 교과서 과제로 제시된 다큐멘터리 강의, “ ” , EBS , 

에 활용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추가로 대학에서 실용금융 을 담당PPT , A “ ”
하는 금융감독원 소속의 교수와 수강생 인을 인터뷰 하였다 나아가 B 5 . A 

대학에서 활용된 지필 시험 문제의 일부 및 인터뷰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과

제 보고서 또한 분석의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실용금융 에 관한 . “ ”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강의를 계획하고 실행한 교수자, 

실제 강의 이를 경험한 수강생들을 통해 해당 강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 

한다. 

대학의 실용금융 은 어떠한 측면에서 금융문해의 개념을 2. A “ ”

반영하고 있는가?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교육이 아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혹은 금융   “ ”
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금융문해와 금융역량 금융. , 

이해력 등은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감독원 또한 금융문해의 개념을 , 

기반으로 하는 의 검사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OECD

구에서는 금융문해의 개념을 토대로 실용금융 을 분석할 때에 부분적으로 “ ”
그 개념에 부합되는 내용이나 방법 교수자의 의도 및 학습자의 경험이 존, 

재할 것이라고 보았다 금융문해의 개념에 비추어 실용금융 을 분석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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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실용금융 이 금융문해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및 학술적 정의에 부합“ ”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실용금융 이 , “ ”
금융문해력 증진에 기여하는 바를 밝히는 한편 금융문해교육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의 개념이 특정한 교육 실천의 장면에 적용   “ ”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금융문해의 의미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선. , 

행연구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금융문해를 다룬다면 본 연구는 이

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어떠한 능

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용금. “
융 이 금융문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시사하는 바를 발견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에서 개념화한 금융문해에 관해 분   

석함으로써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를 밝힐 것이다 분석한 내용. 

을 기반으로 실용금융 이 각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 ”
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실용금융 이 금융문해력 증진에 기여하는 바를 확, “ ”
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용금융 이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다루. “ ”
는 고유의 방식을 확인하고 그러한 방식이 금융문해교육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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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절 문해 개념의 변천1 

문해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문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개인    , 

및 사회적 차원에서 왜 중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대답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문해를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답변이 존재할 뿐 , 

명확하게 공유된 정답이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해의 개념이 변화한 .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의 문서를 주된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는 유네스코가 년에 설립된 이후로 문해 교육을 이끄는 가장 . 1946

주요한 국제 기구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조미경 물론 유네스코에( , 2014). , 

서 문해 교육을 실천하는 방식이 문해 개념의 변천 과정을 완벽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는 문해 교육이라는 실천 영. 

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주체이며 적어도 공식 문서의 수준에서는 문해에 , 

관한 학계의 동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

코의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문해 개념의 변천 과정을 보고자 한다. 

읽고 쓸 수 있는 상태로서의 문해 기초문해1. :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이 파괴된 상태에서 유네스   2

코는 교육과 인권 증진을 통해 평화와 안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조를 바

탕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직후부터 유네스코는 기초교육(UNESCO, 2005b). 

의 일환으로서 문해를 강조했다 당시 유네스코가 정의한 (basic education) . 

문해자란 일상 생활에서 짧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며 이해할 수 있는 사“
람 을 말했고 이러한 정의는 유네스코가 추진한 문해 교육과 문해력 측정” , 

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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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설립 초기에 읽고 쓰고 이해한다 라는 명쾌하고 객관적인    “ ”
문해의 기준을 표방한 것은 당시 유네스코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회원국의 협조를 이끌

어낼 수 있는 실용주의적 근거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유네스(Jones, 1990). 

코는 문해가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긴밀한 관계임을 강조해야 했으며 한, , 

편으로는 문해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는 정치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 

년에는 향후 몇 년 안에 문맹을 근절 하겠다는 주요한 국제적인 캠페1960 “ ”
인의 시작이 선포되었다 문맹을 근절 한다는 표(UNESCO, 2005b, p.153). “ ”
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문해 개념은 어느 순간 최종적으로 달성

될 수 있는 특정한 상태를 의미했다.

사회에서 적절히 기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문해 기능문해2. : 

년대에 이르러 문해는 경제 개발과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1960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단지 읽고 쓸 수 있는 능(UNESCO, 2005b). 

력으로서 문해는 이와 같은 국가 발전의 논리의 핵심으로서 기능하기에 지

나치게 단순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년 기능문해라는 , 1978

새로운 개념과 정의를 발표하게 된다 당시 발표된 기능문해자의 정의는 . 

자기 자신과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기능 및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곧 “ , 

지속적으로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해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다 이와 같은 정의는 현대” (UNESCO, 2005b, p.30). 

에 이르러서도 문해를 정의하는 유네스코의 문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이

라 할 수 있다. 

기능문해의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개인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기존의 문해 개념에 더해 기능문해 개념에는 . 

인쇄된 문서의 글자를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의 활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해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본래 기능문해라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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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문서화된 지시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던 군사 용어이다 이를 일(de Castell, Luke, & Maclennan, 1981). 

반 사회에 적용함에 따라 기능문해는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적절히 기능하, 

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어 년 회의에. 1960 Montreal 

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이들의 사회 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문해를 논했으며 조미경( , 2014), Kirsch & 

은 기능문해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Guthrie(1977)

기존의 문해 개념과 비교할 때 보다 생존 의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설명한“ ”
다(p.490). 

정치적 관점이 투영된 개념으로서 문해 비판적 문해와 3. : 

New Literacy Studies

이전의 문해 및 기능문해 개념은 측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일련의 능   

력을 지칭했다면 년대에 이르러서는 문해 개념과 특정한 사회문화적 , 1970

관점의 결합이 보다 명시화되면서 비판적 문해라는 개념이 부상한다 비판. 

적 문해의 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파울로 프레이리이다 조미경( , 

그가 제시한 의식화 개념은 사회의 모순을 인식2014; UNESCO, 2005b). 

하고 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화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적 조건을 발견하고 이를 변, 

화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이로써 교육은 억압된 이들을 해방에 이르도록 할 . 

수 있다 프레이리를 통해 글을 읽고 쓰며 셈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식화와 . , 

해방에 이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년 . 1975

선언에서는 문해가 궁극적으로 표방해야할 방향성에 관해 프레이Persepolis 

리의 관점을 반영하여 문해는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 이상“ ”
이며 문해 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이지 않은 정치적 , “
행동 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UNESCO, 2005b,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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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로 프레이리를 기점으로 문해에 관한 연구는 문해 개념이 가진 정   

치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다 문해에 관한 사회(Bartlett, 2008). 

문화적 접근 혹은 이하 에서는 문해를 둘러싼 , New Literacy Studies( NLS)

이념과 실천이 사회의 권력 관계 및 문화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전

제한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인 은 문해을 보는 . Brian Street(2003)

관점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로 문해가 가진 . “autonomous model”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문해의 단일성과 보편성을 주장한다 또한 이. 

러한 관점에서 비문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낳으며 문해는 경제적인 

수준과 시민성 모두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와 대비되는 두 번째 관점. 

은 로 읽고 쓰는 행위가 일어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ideological model”
다양한 종류의 문해 가 있음을 인정한다 은 (multiple literacies) . Street(2003)

이 특정한 종류의 문해를 장려하는 한편 다른 종류의 “autonomous model”
문해는 억압해왔으며 문해의 실천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맥락과 문해에 부, 

여되는 서로 다른 의미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한다. 

를 비롯한 의 학자들은 을 기반으로    Street(2003) NLS “ideological model”
문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와 “literacy event” “literacy 

를 구분한다 란 간단히 말해 활자가 의사소통에 practice” . “Literacy event”
활용되는 각각의 사건을 말한다 는 이를 참여자들 간의 상호. Heath(1982) “
작용과 해석적 과정에서 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라고 정의한다”

한편 는 개별의 가 이루는 일종(p.32). “literacy practice” “literacy events”
의 패턴 곧 문해의 활용과 그 의미를 둘러싼 사회적인 규칙이나 문화를 뜻, 

한다 학자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별의 . NLS “literacy events”
에 주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를 발견“literacy practice”
하는 것을 추구한다. 

유네스코는 년 과 년    2000 Dakar Framework for Action 2006 Global 

등을 통해 문해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성에 관한 학계Monitoring Report 

의 논의를 언급하며 문해 개념의 정의와 측정 방식이 재고되어야한다는 인, 

식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에 (Wagner, 2000, Wagner, 2011). Bartlet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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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유네스코는 문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도 문해를 사회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수단으로 보는 개발적, 

관점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여전히 문해가 (developmental) . “
단일한 현상이며 문해율을 높이는 것은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관” 

점을 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Bartlett, 2008, p.751).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해의 개념이 학문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 

때와 구체적인 실천 영역에서 활용될 때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문해의 개념 및 문해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문해를 바라보

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으나 문해 교육을 실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 

문해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밝히고 교육의 결과로 증진된 문해율 수치를 , 

증명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문해율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문해라는 것이 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집단 단위의 문NLS

화적 실천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안에 있는 일종의 능력으로 존

재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측, 

정 결과를 교란시키는 문화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용이하다(Bartlett, 

2008). 

사회 참여를 위한 학습의 과정으로 확대된 문해 디지털문4. : 

해 금융문해 건강문해 등, , 

년대에 이르러 국제 사회는 문해를 다시금 개념화하고 그것을 측정   2000

하는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년에 소집된 문해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크게 (UNESCO, 2005a). 2003

두 가지 논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해의 다수성을 고려하는 것. 

과 평생학습의 기반으로서의 의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년대를 기점으로 문해의 정치적 속성이 보다 명시화되면서 특정 종   1970

류의 문해를 표방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문해를 활용하는 집단을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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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외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능문해 개념은 .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기준

으로 문해를 규정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문해를 옹호하는 데에 사용되어왔다

는 사실이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문해는 기능 대신에 . 

참여라는 표현을 활용해 새롭게 개념화 되었다 이 때 (UNESCOb, 2005). 

참여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 집단 내에서 활, 

용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긍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문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은 문해와 비문해 사이의 이분법적 구

분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문해 개념은 개. 

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능력이 아니라 소통의 연속체(“cotinuum 

로서 문해를 다루었다of communication”) (UNESCO, 2005b; p.19). 

문해를 재개념화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논점은 문해와 평생학습 사이   

의 관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문해 개념 아래 비문해자라는 명칭. 

은 특정한 집단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회 참여의 도구를 강조하는 표현이었

다 그러나 문해의 다수성을 인정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문해는 다른 종류의 . 

문해에 접근하고 새롭게 학습하기 위한 기반으로 인식되기 시작되었다 이. 

에 따라 비문해자로 불리던 이들은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전환해야하

는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 중에 있는 평생학습자로 보아야한

다는 관점이 강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년 전(UNESCO, 2005a). 2003

문가 회의에서 새롭게 도출된 문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iteracy is the ability to identify, understand, interpret, create, 

communicate and compute, using printed and written materials 

associated with varying contexts. Literacy involves a continuum of 

learning in enabling individuals to achieve his or her goals, develop 

his or her knowledge and potential, and participate fully in 

community and wider society” (UNESCO, 2005a,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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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년 에서는 평생학습의 기반이자 학습권의 일환2009 Belem Framework

으로서 문해의 의미가 명시되었다 에 (UNESCO, 2009). Belem Framework

따르면 문해는 전생애에 걸친 학습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이며 사회의 , 

복잡성과 개인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에 핵심적

인 도구이다.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이자 학습의 과정으로서 새롭게 개념화된 문해는    

이후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문해는 여전히 문자와 숫자를 .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적인 , 

지식과 역량을 지칭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금융문해 법률문해 건강문. , , 

해 미디어문해 정보문해 환경문해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 , , 

표현들이다 그밖에도 감정문해 문화문해 사회문해 주방문해 등 문해는 . , , , 

각종 영역과 결합된 형태도 사용되기도 하나 는 이를 보, UNESCO(2017) “
다 비유적인 사용 이라고 평가한다 특정 영역과 관련된 문해 중 어떤 ” (p.15). 

것이 문해의 본질과 더 가까운지 어떤 것이 현대 사회에 더욱 필수적인 것, 

인지 혹은 각 영역의 문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여, 

전히 동의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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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문해 교육2 

여느 교육과 마찬가지로 문해교육 또한 그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 합의   

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해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성상 은 이를 라우박의 문해교육 , (2017) “
패러다임 과 파울로 프레이리의 문해교육 패러다임 이라고 지칭하였다 전” “ ” . 

자의 경우 기능문해의 개념을 기반으로 적응과 생존을 위한 문해교육을 후, 

자의 경우 비판문해의 개념을 기반으로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

식화를 위한 문해교육을 지향한다 연구자에 따라 각 패러다임을 지칭하는 . 

방식은 다르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문해교육의 목적과 방식에 관해 두 가, 

지 상반되는 관점이 존재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이 상반되는 두 관점을 기능적 문해교육과 비판적 문해교육이라고 지칭하고

자 한다. 

우선 각 관점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기능적 문해교육이    , 

지향하는 목적은 문해 개념의 변천사에서 기능문해가 등장한 배경과 동일한 

맥락을 공유한다 단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는 복잡한 현. 

대 사회에서의 적응과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적 문해교육은 현대 ,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다방면의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즉 기능적 문해교육은 그 표현 자체가 . , 

의미하듯이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한편 비판적 문해교육은 학습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에 적응하는 . 

것보다 그 안에 존재하는 권력 및 긴장 관계를 읽어내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비판적 문해교육은 기존의 사회 문화적 질. 

서를 익히게 하는 것보다 비문해자라고 여겨지던 학습자들이 가진 고유의 

문화적 자본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세계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문해교육에 대한 이상의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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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교육의 실천 현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 예를 들어 프레. 

이리는 문해교육이 현재 사회를 재생산하는가 아니면 민주적이고 해방적인 “
변화를 촉진하는 문화 실천으로서 기여하는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고 말”
하기도 하였다(Freire&Macedo, 1987, p.140). 기능문해와 비판문해에 관한 

연구가 각 관점에 부합하는 문해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온 것

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이분법적인 접근은 문해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천, 

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가 말한 보편주의와 형식주의의 오류는 그러한    Eisner&Vallance(1974)

장애물 중 일부인데 이러한 오류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 빠질 , 

수 있는 오류로서 제시되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이라는 점에서 문해교육에 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보편주의의 . 

오류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적 활동을 촉발시키는 양질의 컨텐츠에만 과도

하게 집중하는 주지주의의 오류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특정한 지식 영역이, 

나 주제가 학습자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오류이다 보편주의의 오류는 각 개인이 처해있는 삶과 학습의 다양한 맥락.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모든 학습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도출하려한다. 

한편 형식주의의 오류는 이와 반대로 무엇을 배우는지를 경시하고 어떻게 

배우는지만을 중시하는 오류이다 질문하기 혹은 자기주도적 학습 등 학습. 

의 방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의 오류는 그러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지

적 자원들인 개념과 지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를 문해교육의 맥락에 . 

적용해보자면 기능적 문해교육은 학습자가 처해 있는 맥락을 고려하기보다 

사회 적응과 생존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종류의 가장 유익한 지식을 선별,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또한 비판적 문해교. 

육은 텍스트에 내재된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에 최적화된 

특정한 방식의 교육 방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편주의와 형식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는 각 관점의 문해교육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실천 현장에서 서

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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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상 와 신미식 은 모두 이상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두    (2017) (2010)

관점의 문해교육이 경쟁적 관계로 공존하며 발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유성상 에 따르면 한국의 문해 연구자들 중 다수가 문해의 개념에 있(2017)

어서 비판적 문해 개념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한국 문해교육 실천 현장이 , 

가진 기능주의적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동일 연구에 따르. 

면 문해교육에 관한 연구는 비판적 문해교육의 내용과 방법보다는 기능적 

문해교육의 틀 안에 머무른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유성상 은 개념과 . (2017)

실천 각각에서 서로 다른 문해교육의 패러다임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능적 문해교육과 비판적 문해교육의 관점이 제대로 , “
만나 서로의 긴장감을 높이는 일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신” (p.84). 

미식 또한 문해교육에 대한 다수의 담론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충돌과 (2010) 

경쟁 및 타협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나가야 함을 이야기한다. 

같은 맥락에서 는 기능적 문해와 비판적 문해   Heft & Rovinescu(1993)

의 이분법적인 개념이 문해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안에서는 공존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연구자들은 기능적 문해교육과 비판적 문해교육. 

이 양극단에 놓인 두 관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교수 학습의 -

상황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교육을 , 

시작함과 동시에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학습자의 경험을 보는 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한다 다만 는 교수자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 Heft&Rovinescu(1993)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공존이 자연적으로 일어나, 

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한편 등은 기능적 문해교육과 비판적 문해교육이라는    Gee&Gee(2007) 

구분을 넘어 통합적인 관점이 가능함을 제시하기도 한다(Lankshear,1998). 

먼저 에 따르면 문해교육에 있어서 습득의 원리 와 학습Gee&Gee(2007) “ ” “
의 원리 가 작동한다 습득의 원리 란 특정한 담론 내에서 말하고 행동하” . “ ”
며 가치를 부여하고 신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학습의 원리 란 두 , “ ”
가지 이상의 담론들을 동등하게 두고 서로 비교 분석하는 방식의 비판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이다 는 특히 한 가지 담론을 비판하기 위. Gee&Ge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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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그 담론 외의 다른 담론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아. 

가 습득의 원리 와 학습의 원리 에 기반 한 교육이 서로 다른 실천인 것“ ” “ ”
은 분명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주목, . 

할만한 점은 해당 연구에서 말하는 학습 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습득 이 “ ” “ ”
일어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는 비판이 가능하기 . , Gee&Gee(2007)

위해서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 관해 이야기한 셈이다. 

나아가 은 문해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상호 연결된 세    Lankshear(1998)

가지 차원으로 보았으며 각 차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기능적 . 

차원으로 특정한 맥락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체계, 

에서의 역량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 차원으로 맥락 안에서 의미를 이해하. , 

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의미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의미 체계에서의 

역량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차원은 기존 체계 안에서 참여하고 의. 

미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은 각 차원 중 어떤 것도 우위에 있지 않으며 이들은 서Lankshear(1998) , 

로 연결된 삼차원의 입체적인 관계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와 는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Endres(2001) Mezirow(1996) , 

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문해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명한다 특히 . 

는 비판문해를 이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이론 위에 위치시Endres(2001)

킴으로서 비판문해와 기능문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는 텍. Endres(2001)

스트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문해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서도 그것이 문해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목표이거나 궁극, 

적으로 달성해야할 목표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텍스트의 표면적 의. 

미와 암묵적 의미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는 갈등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은 , 

모두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 혹은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이란 텍. 

스트의 이해라는 상위의 목표 아래 포함되는 하위 요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달리 말하자면 문해 교육은 정치적 갈등에만 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 읽고 쓰기에 대비시키는 것이 된다 나아, , . 

가 는 도구적 학습과 소통적 학습을 구분하며 소통적 학습Mezirow(1996) , 



- 22 -

은 새로운 개념에 관해 분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이해하

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는 논리적인 대화에 생산. Mezirow(1996)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해교육의 목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문해교육은 기능적 문해교육과 비판적 문해교육이라는 이분법적인 프레   

임 안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상의 내용과 같이 다수의 연구자들은 두 가, 

지 관점의 문해교육 담론이 평행선을 유지하기보다 이론과 실천 차원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 

이해하고 비판하는 일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해교

육에 대한 논의 또한 각각의 활동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모두 고려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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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금융문해와 금융문해교육3 

   

금융문해를 개념화하고 정의하는 작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 

금융역량 신용문해 금융지식 경제문해 등 다수의 유사 개념들은 여전히 , , , 

금융문해라는 개념과  함께 혼용되고 있다(Redmund, 2010). 외Hung 

는 금융문해에 관한 총 여개의 연구물을 기반으로 금융문해가 얼(2009) 10

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금융. 

문해는 연구자에 따라 구체적인 지식의 한 형태 그러한 지식을 적용할 수 , 

있는 능력 인지된 지식 좋은 금융 행동 혹은 금융 경험으로 다양하게 정, , , 

의되어 왔다 대다수 학자들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로 금융문해를 정. 

의했으며 금융생활에 필요한 판단과 의사 결정 능력 또한 금융문해의 중요, 

한 부분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년대에 이루어진 금융문해에 관한 연구를 토   Redmund(2010) 2000

대로 금융문해가 정의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외 와 마찬가지. Hung (2009)

로 의 연구 결과 또한 금융 개념에 대한 지식 및 그것을 적Redmund(2010)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는 보다 구체적으로 , Redmund(2010)

개인의 금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 

력 미래의 금융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금융문, 

해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였다 특히 는 금융문해의 구체적. Redmund(2010)

인 내용 영역으로서 예산 관리 저축 대출 투자 및 보험에 대한 이해를 제, , , 

시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문해는 년대 초반까지도 그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2000

상태로 학자에 따라 다른 방식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년 , 2018 PISA

에서 최초로 금융문해를 대규모로 측정하면서 의 금융문해 개념이 OECD

비교적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는 다음과 같이 금융문해를 . OECD(2019)

정의한다.

“Financial literacy i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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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and risks, as well as the skills and attitudes to apply suc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make effective decisions 

across a range of financial contexts, to improve the financial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society, and to enable participation in 

economic life.” (OECD, 2019, p.18)

의 정의는 금융에 관한 지식과 이해 기술 그리고 태도를 언OECD(2019) , , 

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자들이 다루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괄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주요 금융 개념과 금융 . 

상품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고 있으며 금융에 관한 기술이, 

란 일반적인 인지적 능력과 수리력 및 언어적 능력 정보를 기반으로한 효, 

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태도의 경우 . 

금융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감, , 

금융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감정과 심리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설명된다.

한편 는 이상의 지식과 기술 태도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    OECD(2019) ,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금융 . 

웰빙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금융 생활을 잘 관리하면 . 

이를 통해 사회의 금융 웰빙에까지 기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두 번째 목적은 경제적 삶에 대한 참여를 하기 위함이다 이 때 참여. . 

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체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제, 

적 세계를 생산적으로 지지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금융문해를 개념화하기 위한 연구 외에 금융문해에 관한 선행연구의 관   

심사는 주로 금융문해력이 특정한 금융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김아(

름 양혜경 조혜진 장연주 장동호 조진호, , 2016; , , 2015; , 2015; , 2017; 

외 외 Balloch , 2015; Van Rooiji 2011; Almenberg & Widmark, 2011), 

혹은 금융문해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

남철 외 주예린 박성희 이의선 문정숙 손정, 2009; , 2019; , 2018;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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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손지연 외 2017; , 2015; Lusardi, 2003; Fernandes 2014; Mandell 

선행연구에 의하면 금융문해력은 주식 시장 참여나 그 밖의 & Klein,2009). 

자산 관리 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금융문해교육에 . 

관해서는 적시적소에 이루어지는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내용의 교육이 효과, 

적이라는 것이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 나아가 국내 연구물의 경우 금융문해. 

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대다수의 연구. 

자들은 금융이해력 금융소비자역량 혹은 금융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 

있다 최현자 조혜진 손지연 김영민 그밖에도 일부 ( , , 2011;, , 2015; , 2018). 

연구물에서는 재무관리역량이나 금융지식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다 김정현 최현자 이남철 외( , , 2012;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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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비판적 금융문해교육4 

비판적 금융문해교육은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   

층과 불평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시민적 행동

으로 옮기도록 하는 비판적 문해교육의 전통을 공유한다(H tten & ü
즉 비판적 금융문해교육은 기존의 금융체계가 개인에게 Thiemann, 2017). , 

특정한 종류의 금융 선택지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선택지를 제공하

지 않으며 그러한 점에서 부당하고 불투명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 

다 또한 금융체계에 발생하는 거시적인 변화들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는 점 또한 비판적 금융문해교육의 주요한 전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금. 

융 규제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선택지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금융체계에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들이 정치적인 변화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들에 기반 하여 비판적 금융문해교육은 크게 두 가지 목표   

를 가지고 있다 첫째 비판적 문해교육이 문자와 숫자뿐만 아니라 권력 구. , 

조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지어 세상을 보는 법을 읽는 것 을 추구“ ”
하듯이 비판적 금융문해교육 또한 금융에 관한 개념과 용어들을 이해하는 , 

것을 넘어서 금융 체계가 가진 정치성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는

다 이는 빈곤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문제들이 단지 개인의 (Janks, 2013). 

무능력함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현상임을 

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Arthur, 2012b). ,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시작하는 시민성을 키우는 것이다(Lucsy 

기존의 금융 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 Laney, 2012). 

를 고착시켜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비판적 금융문해교육이 궁극적

으로 추구하는 바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비판적 금융문해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러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러한 교육의 필요

성을 설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물들이 주를 이룬다 이와 관. 

련하여 는 기능주의적 금융문해교육의 한계로서 소비자화된 Arthur(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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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양성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비자화된 시민이란 행동하는 시민성을 . 

상실한 채로 그저 좋은 소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좋은 소비자는 자기 자신과 사회에 유익한 방식으로 적절한 금융 상품을 선

택하는 존재이나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기반 한 기능주의적 금융문해교육은 , 

금융 상품을 잘 선택하는 소비자는 곧 좋은 시민까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소비자화된 시민은 본래 시민에게 요구되었던 변화를 위한 행동 및 . 

집단적 시민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시장에서의 좋은 소비자가 되. 

면 되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연구자들이 금융문해교육을 통한 임파워먼트를 이야기한다   . 

그러나  이 때 임파워먼트는 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데에 장애물이 없으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더 적극적인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Williams, 2007). 

라서 그간의 금융문해교육과 그것에 관한 연구는 세상을 주어진 것으로 받

아드린 채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혹은 왜 자신에게 특정한 종류의 선택지만이 주어졌, 

는지에 관해서는 고민해볼 수 있게 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 , 

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주어진 세계에 더 잘 적응

하며 그 제한된 영역 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한편 은 금융문해교육에 대해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진    Williams(2007)

주체들이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금융문해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 

음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국가와 금융기관을 주된 이해관계자로 설명한다. . 

우선 국가의 경우 금융문해교육을 통해 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이는 금융 시장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하는 비용을 줄일 수 ,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금융문해교육 관련 문서에서 정부의 개입은 . 

혁신과 소비자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이에 따라 금융에 대한 ,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자유주의의 관점. 

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방애물이 , 

없는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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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이와 같이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은 금융 시장과 사회 안정성

에 있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며 개인이 가진 책무성이 곧 규제의 한 

형태가 된다 소비자는 금융문해교육을  통해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적극적. 

으로 스스로를 규제하는 주체가 되며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주체가 되는 , 

것이다 교육받은 소비자는 효과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고 금융 회사를 면밀. , 

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공급자를 스스로 변경할 것이라는 기대를 , 

받게 된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는 금융 회사 차원에. 

서도 이득이 된다 금융 회사를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더욱 .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문해교육은 금. 

융 생활에 있어서 위험 관리나 안정적 소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와 같이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의식이 고조될수록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 또한 

증가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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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3 연구 설계

제 절 사례연구방법1 

사례연구방법의 특징1. 

사례연구방법이란 연구 설계부터 자료 수집과 분석을 모두 아우르는 종   

합적인 연구 전략으로서 구체적인 시공간적 경계를 가진 특정한 사례를 밀, 

도 있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Merriam, 1998). 

은 사례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기술적이며 발견적이라는 특Merriam(1998)

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례연구방법이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 , 

현상에 초점을 맞추며 사례에 관해 풍부하고 밀도 있는 기술을 추구하고, , 

현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조명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례연구방법은 연구방법으로서의 강점과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연   

구자가 가진 연구 질문과 목적이 사례연구방법으로 연구하기에 적절한지 확

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을 탐색과 기술 설명으로 구분할 수 . , 

있다고 할 때 사례 연구는 세 가지 모두의 경우에 활용될 수 있으나 연구 , 

문제가 어떻게 혹은 왜 라는 문제를 다룰 때에 보다 적합하다“ ” “ ” (Yin, 

또한 그러한 연구 문제를 가진 연구 중에서도 사건에 대한 연구자의 2021). 

조작이 용이하지 않으며 현대에 발생했거나 발생 중인 경우에 사례연구방, 

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연구방법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개인이나 모임 조직 프   , , 

로젝트 정책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방법에 관한 , . 

다수의 학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사례의 형태보다 연구자가 사례의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함을 강조한다(Merriam, 

특히 의 경우 사례연구의 주제1998; Stake, 1995; Yin, 2012). Yin(2021)

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현상으로 명명하고 사례 밖의 자료를 정황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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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다 물론 이 둘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상과 정황이 무엇인. , 

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사례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 .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단일한 사례를 연구할 수도 있고 다수의 사

례를 연구할 수도 있다 단일한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가 중. 

요하거나 독특하거나 전형적인 경우에 적절하다 그러나 단일, , (Yin, 2021). 

한 사례를 연구하더라도 해당 사례 내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를 가질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은 사례연구방법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사례연구방법은 심층적으로 특정한 사례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 

기 때문에 해당 사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이와 같이 자. 

료의 다양성은 사례연구방법이 갖는 구성 타당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다수의 자료원을 통해 연구자가 확인하고자 (Yin, 2021). 

하는 바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럐연구방법에서. 

는 문서 기록물 인터뷰 관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공물 등 다양한 형태로 , , , , ,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한다.

복합단일사례연구2. 

사례연구방법에는 단일사례연구와 다중사례연구가 있다 단일사례연구는    . 

말 그대로 한 개의 사례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은 단일사례연구. Yin(2021)

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중요하거나 독특하거나 전형적이거나“ , , , 

모르던 것을 알게 하거나 또는 종단적인 사례라면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 ” 

설명한다 따라서 단일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본격(p.94). 

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례가 연구에 적합한 사례인지를 주의 깊게 살

펴보며 위의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다중사례연구는 여러 개의 사례를 하나의 연구에서 모두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다중사례연구는 설문조사에서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표본을 . 

추출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다중사례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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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각각의 사례가 갖는 정황과 배경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중사례연구에서 여러 개의 사례를 본다는 것은 반복연구로서 접근

해야 하며 이는 하나의 사례에서 발견된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 

발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외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Barlow , 2008). 

하며 다중사례연구는 연구 초반에 개발된 이론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완성도

를 높여간다. 

단일사례연구는 다시 단일 분석단위를 가진 것과 복합 분석단위를 가진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분석단위란 단일사례 안에 속해있는 것으로. , 

분석의 초점이 되는 하위 단위를 의미한다 복합 분석단위를 두는 경우 보. 

다 풍부한 분석과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다 그러나 개별적인 복합 분석단위에 초점을 맞추느라 사례 전반에 대한 . 

포괄적이 이해와 통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맹점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복합단일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여 단일한 사례 안에 여러 개   , 

의 분석단위를 두었다 연구자는 선정한 단일 사례가 연구에 적절한 사례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례가 속한 정황을 풍부하게 파악하고 연구 참여

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비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해. 

당 사례가 연구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을 확인한 뒤에 비로소 

연구를 시작하였다 사례의 특징에 관해서는 제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 2 

기술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분석에 있어서 복합 분석단위를 두었으며. , 

이를 통해 사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분석 단위들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분석 방법에 관한 내용은 제 절. 3 

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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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사례2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에서 년 학기에 운영된 대A 2021 2 “
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이하 실용금융 과목을 사례로 한다 해당 과목은 ( ” “)” . 

금융감독원에서 교재와 강의자료를 모두 발행하며 대학에서 희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강사로 파견한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은 강의의 내용과 . 

교육의 질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사를 위한 공통 교

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년 학기를 기준으로 실용금융 은 전. 2021 1 “ ”
국의 총 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학의 사례는 여느 대학과 마81 , A

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공통 교육을 

이수한 교수자에 의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례이다.

대학에서 실용금융 과목이 처음 개설된 것은 년 학기이며 이   A “ ” 2016 1 , 

는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강의를 개설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첫 학기이다 같. 

은 시기에 동일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개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2

대학은 현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타 대학에 A “ ” 

비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해당 과목을 운영해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개. 

설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겸임교수로 부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재 해당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는 개설 이후 대학, B A

에 파견된 네 번째 교수이다 수강 규모의 경우 개설 이후 학기 별로 명 . 8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로 인해 년 이후로는 온라인 , 19 2020

화상회의도구를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교수와의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에서 운영되는 실용금   B A “
융 과목 고유의 특징을 몇 가지 알 수 있었다 우선 실용금융 은 일반적” . “ ”
으로 학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운영하고 2 A 3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육용 자료 는 학점 수업을 기. (PPT) 2

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교수는 해당 자료에서 누락된 교과서상의 세부 B

내용이나 온라인 영상자료를 추가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교수의 수업.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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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간 수강생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매주 ,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뉴스 스크랩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긍정

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대학의 사례는 실용금융 이 운영되는 대학 중    A “ ”
한 가지로서 전형성과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 

연구에서 대학의 단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A . ,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문해교육을 이해하는 데

에 중요한 사례로서 실용금융 을 선정하였다 실용금융 은 금융교육협의“ ” . “ ”
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청년층을 위한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금융

감독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 A 

학의 사례는 해당 사례가 가진 부분적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용“
금융 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대학” . 

에서 동일한 실용금융 교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 또한 기본적인 “ ” , PPT 

내용이 모두 담긴 채로 교수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 

교육 또한 주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의 사례는 해당 사례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실용금융   , A “ ”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실용금융 에 “ ”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한 본 연구는 대학 . A 

단일 사례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해당 사례가 속한 모집단 즉 실용금융 이 , “ ”
운영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지 않

는다 오히려 본 연구는 대학의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해 금. A 

융문해교육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관, 

해 일반화가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례연구. 

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은 이론적 명제에 Yin(2021) “
대한 일반화 라고 지칭했으며 외 은 분석적 일반화 라고 표” , Gomm (2000) “ ”
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례연구의 결과가 해당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 . 

보다 추상적인 수준의 통찰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사례가 갖는 전형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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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수성에 보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문해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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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자료 수집3  및 분석

자료 수집1.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년 학기에 대학에서 운영된 실용2021 2 A “
금융 에 관찰자로서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에 연구 ” . 

목적의 참여 관찰에 관해 동의를 구하는 한편 대학 홈페이지에 기재된 , A 

이메일 주소를 통해 대학에서 실용금융 을 담당하는 교수에게도 연락A “ ” B 

을 취해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교수는 년 학기 실용금융 의 주 . B 2021 2 “ ” 1

차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연구자가 해당 과목을 참

여 관찰 및 인터뷰를 하는 것에 관해 수강생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

며 모든 수강생이 연구자의 참여 관찰에 동의함으로써 연구자는 주 차 강, 2

의부터 참여 관찰을 시작하였다.

참여 관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수집한 문헌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   

작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의 제 판 교과서 대학에서 실용금융 을 “ ” 3 , A “ ”
담당하는 교수가 사용하는 강의 과제로 제시된 시간 분량의 다큐멘B PPT, 5

터리가 있다 나아가 연구자는 강의 중 교수가 교과서와 의 내용을 . B PPT

설명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이는 강의 회차 별로 정리, 

하여 보관하였다 연구자가 기록한 내용은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정 개. 

념의 중요성을 설명하거나 교과서 및 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PPT B 

교수의 부가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모든 강의는 녹화본으로도 제공되. 

었기 때문에 관찰 기록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거나 관찰 기록의 정확성

을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 관찰 외에도 교수와 해당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들과    B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수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실제 강의를 관찰하는 . B 

것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교수자의 의도와 관점에 관해 더욱 심층적인 자료

를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교수자의 의도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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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강의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 강의 초반에 

교수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교수와의 인터뷰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B . B 

어졌으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관해 구두로 설명한 , 

뒤 인터뷰는 약 시간 분 동안 진행하였다1 30 .

한편 수강생 인터뷰의 경우 실용금융 의 수강한 목적과 수강을 하며    “ ”
느낀 점 수강 전후로 변화한 점 등을 비롯해 이들의 수강 경험 전반을 이, 

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따라서 수강생들과의 인터뷰는 실용금. “
융 을 한 학기 동안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기 말에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고 학기가 종료, 

된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에 관해서는 교수에게 연구 . B 

참여자 모집 문서를 먼저 공유하였고 교수는 강의 중 해당 문서를 구두, B 

로 설명하고 학습 사이트에도 게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문서에는 인터. 

뷰 참여 여부가 해당 과목 성적에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를 총 다섯 명 모집하였다 인터뷰는 모두 온. 

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관해 다, 

시 한 번 구두로 설명한 뒤에 각 수강생별로 시간에서 시간 분 동안 1 1 30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커피 . 

쿠폰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2.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한 실용금융 교과서와 해   “ ” 

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그리고 수강생이다 수집한 자료는 각 분석 단B , . 

위 내에서 실용금융 이 강조하는 지식과 실천 그리고 이를 통해 확인할 “ ” , 

수 있는 문해교육으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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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황 사례 분석 단위 , , 

  

 

수집한 대부분의 자료는 주제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실용   . “
금융 교과서와 강의를 관찰하며 연구자가 남긴 강의 회차별 기록물은 이미 ” 

텍스트 기반의 자료였기 때문에 자료의 형태 그대로 분석할 수 있었다 반. 

면 교수 및 수강생들과의 인터뷰 녹음본이나 대학 실용금융 에서 과B A “ ”
제로 제시된 다큐멘터리의 경우 분석에 앞서 모든 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변

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자료들은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읽으며 금융.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나 그 밖의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을 중심

으로 자료 내의 주요 구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범주화하고 주제를 도출, 

하는 방식으로 코딩하였다 특히 실용금융 교과서와 다큐멘터리 자료의 . “ ” 

경우 각각 약 페이지와 시간 분량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였기 때문에 300 5

한 가지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데에 무리가 있어 회에 2~3

걸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강의 자료 중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금융 관련 언론 기사 중 주요   

한 내용을 약 개씩 선별하여 소개한 자료가 있었는데 해당 자료의 경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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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기보다는 기사의 주제를 중심으로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강의에 사용된  는 대부분의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된 . PPT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하기보다는 실제 강의를 관찰하며 기록한 내

용을 분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았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한 실용금융 교과서와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 ” B 

교수 그리고 수강생은 본 연구의 분석 단위이기는 하지만 이상의 세 분석 , , 

단위는 대학의 실용금융 이라는 하나의 사례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A “ ”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 있어서 각 단위는 분석의 초점을 맞출 . 

수 있는 대상임과 동시에 다른 단위 요소에 의한 설명을 필요로 하기도 하

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 분석 단위 별로 분석하되 그 결과를 각 단위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폈다.

나아가 대학 실용금융 사례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교육의 일   A “ ” 

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

하다 연구자는 실용금융 교과서 서문 등에 드러나는 금융감독원의 메시. “ ” 

지를 포함해 실용금융 에 관해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각종 보도 자료를 “ ”
본 연구의 사례가 속한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작성한 연구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유

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를 통해 본 연. 

구의 연구 결과는 이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발언한 내용의 맥락과 본 연구

에서 특정 구문을 활용한 맥락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 등에 관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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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결과4 

제 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의 교육목표1 

금융사기 피해 예방1. 

실용금융 교재의 발간사 서두에서는 다음과 좌이 금융사기 및 관련    “ ” 

범죄를 실용금융 개설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 . 

금융의 발달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 편의성 증대 등 긍정적 측, 

면과 함께 상품의 복잡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신, 

종금융사기 및 관련 범죄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제 판 발간사 중. ( 3 )

또한 실용금융 이 개설된 년에 금융감독원에서 게시한 보도자료에는 “ ” 2016

실용금융 개설의 필요성으로서 대학생들이 금융 지식 수준이 낮으며 취업“ ” 

과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년 월 일( , 2016 4 12 ).

실제로 년을 기준으로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약 천 건 중    2016 3

는 대 여성이었으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년 월 일74% 20~30 ( , 2017 11 1 ), 

년에 일어난 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년에 비해 2020 10~20 2019 38% 

증가하기도 했다 경찰청 년 월 일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는 주로 ( , 2021 9 30 ). 

노년층이었으나 최근 대 피해자는 급증하고 다른 연령대의 피해 건, 10~20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 금융사기 피해자의 증가 추세. , 20

는 실용금융 이 개설된 주요한 배경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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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은 실용금융 의 주요한 목표이다“ ” .

이러한 점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교수는 인터뷰에   B , B

서 자신이 실용금융 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목적은 금융사기 “ ” “
피해 예방 이라고 말한다” .

금융감독원이 강의 개설 추진을 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때

문이에요 금감원 보도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금융. . 

사기 같은 사건이 사실 형사 사건의 한 에요 사기라는 게 결70~80% . 

국 남의 돈을 부당하게 뺏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산적 노력 없이 말로 . 

타인을 속여 가지고 타인의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의 한 형태가 보이스

피싱이고 그런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넘어가는 . 

경향이 있더라는 거에요 교수. (B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실용금융 교재는 금융소비자보호 단원에서 금융 “ ” “ ” “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중 한 가지로 금융사기 피해예방 을 다루고 ” “ ”
있으며 해당 소단원에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서 반복적, 

으로 강조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 은 실용금융. “ ” “ ” 

교재에서 총 일곱 페이지 를 차지하는 소단원이다 해당 일(pg. 333 ~339) . 

곱 페이지 가운데 의심 이라는 단어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의“ ” “ ”, “
심한다 등의 표현을 통해 총 번에 걸쳐 등장한다 즉 실용금융 은 금융” 9 . , “ ”
사기 피해 예방의 차원에서 의심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 페

이지에 한 번 이상씩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해당    , 

단원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상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 ” . 

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 업체 등은 모두 경계의 “ ” , , , 

대상이다 나아가 대출이나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제도권금융회사 조. “
회 혹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가받거나 등록” “ ”
된 회사인지와 자격이 있는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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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수는 교재를 기반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매번 약 개의    B 10

최신 금융 관련 뉴스를 간략히 브리핑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금융사기에 관, 

한 뉴스는 총 회에 걸친 강의 중 번 등장한다 그만큼 교수는 금융사12 7 . B

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얼마나 고도화되어 일상을 파고 드는지, 

항목 내용 의심의 대상

대출

따라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www.loanconsultant.or.kr)을 통해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또한 . 

대출 상담 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334)

대출 모집 자격이 

없는 자

투자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을 경“
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

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337)

실체가 분분명한 

업체

보험
의심스러운 병원은 피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
경우 신고한다.” (339)

의심스러운 병원

대포통장

본인이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
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 또는 현

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

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한다.” (337)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스미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웹사“
이트로 접속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앱은 설

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5)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저축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가 떨어질 때는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부 제시된 거(

래조건이 금리라면 복리인지 단리인지 여부 

등 를 가려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 “
어야 한다 저축의 이해 강의 중 교수” . (“ ” B )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래 상대방

표 1 실용금융 교재 중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권장 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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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교수가 실용금융 에서 공유하고자 선정. B “ ”
했던 뉴스 중 금융사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뉴스 기사를 소개하며 교수는 금융사기 피해자 중 대가 많다는 B 20

점을 강조하며 예의가 바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모호한 부분, 

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탓에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또한 적어도 실용금융 을 수강했다면 피싱 문자나 전화에 속아 넘어. “ ”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따라서 금융사기 피해예방은 실용금융 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 ” , 

교재 상 별도의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학기 동안의 강좌 

전반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주제이다 실용금융 은 특히 신뢰도가 떨. “ ”
어지는 대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교재와 강의 그리고 언론 기사, 

를 통해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금융사기에 관한 내용은 교재 상의 여러 . 

단원 및 강의에서 다뤄졌지만 의심하는 행위의 중요성은 어느 장면에서도 ,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이었다. 

강의 일자 기사 제목 언론사 보도일자

2021.09.13
엄마 액정 깨졌어 가족 사칭 메신" , ~" 

저피싱 급증

파이낸셜 

뉴스
2021.09.06

2021.09.13
하루 수백만원 벌었다 리딩방 알바 " "...

사기극 판쳐
한국경제 2021.09.11

2021.10.25
데출 조이자 정책금융 알선 미끼로 

저신용자 노린 피싱 기승
경향신문 2021.10.23

2021.11.15
돈 보냈으니 코인 달라 금융사기 " "...

신종수법이었네
매일경제 2021.11.13

2021.11.15
엄마 나 급해서 딸에게 문자와도 " , "...

비번은 절대 주지마세요
매일경제 2021.11.13

2021.11.22 은행 사칭 대출 피싱도 활개 헤럴드 2021.11.16

2021.11.29
아버님 피싱 보험 하나 들어드려야겠"

어요"
조선일보 2021.11.23

표 2 대학 실용금융 에서 소개된 언론 보도 줄 금융사기 관련 내용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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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사결정 촉진2. 

   실용금융 개설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는 대의 대학생들이 “ ” 20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금융이해력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 또한 언급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년 월 ( , 2016 4 11

일 그중에서도 금융감독원은 대는 예금자보호나 투자 상품의 원금 보). 20 “
장 여부 등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
점에 주목한다 예금자보호 투자의 원금 보장 여부 신용등급 등과 같(p.2). , , 

은 내용은 금융 생활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으로 해당 법률에서는 금융교육을 통, “
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다시 말해 ( 30 ). 

이는 금융교육의 목적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장기적 금융복지에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실용금융 교재의 발간사에 금융소비자가 각종 정보를 직접 . “ ” “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용금융 의 ” “ ”
목적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다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
제 판 발간사 중3 ).

이에 따라 실용금융 의 교재와 강의 그리고 과제의 상당 부분은 합리   “ ” , 

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합리적인 의. 

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

한 안내와 각종 고려사항들에 대한 안내가 있다 먼저 정보를 활용하는 방. , 

법에 대한 안내란 금융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의 정, 

확성을 어떻게 점검해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 표 은 각 항. 3

목에 대해 실용금융 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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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의 경우 특히 실용금융 교재에서 자세한    “ ” 

안내를 제공한다 표 에 포함된 예시 외에도 실용금융 교재는 카드 포인. 3 “ ” 

트 통합조회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 , ,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에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각 단원마다 제시한다 한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혹은 상담사의 설명과 실제 상품의 약관이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는 실용금, “
융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자” EBS . 

신의 신용 점수 및 채무에 관한 정보 또한 그 정확성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는 내용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두 번째 요소는 각종 고려사항들에 대한 안   

내이다 이상의 내용이 정보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조언에 . 

해당한다면 실용금융 은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어떤 항목들을 고려한 , “ ”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 또한 포함하고 있다. 

실용금융 이 강조하는 고려사항들은 크게 세 가지로 금융에 관한 의사결“ ” , 

정이 동반하는 비용 자신의 상황과의 적합성 그리고 위험성이다, , . 

첫 번째로 중요한 고려사항은 비용이며 금융상품별로 금융회사가 가져   , 

가는 수수료나 이자에 대한 세금 대출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획, ,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내용

금융 정보 수집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을 활용하면 ‘ (100lifeplan.fss.or.kr)’
이미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 ” p.284)

정보의 정확성 

판단

광고와 약관의 보장 내용이 크게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험에 가입할 때는 꼭 약관을 . (...)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제 . (EBS < > 3

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표 3 실용금융 교재 중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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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 등을 포괄하는 기회비용 또한 여기에 포함

된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자신의 상황 및 성향과의 적합성이다 자신이 얼. . 

마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인 소득과 지출 대출 상환능력 등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저축 대출 연금 , , , 

등의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배분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위험성이란 투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성과 , . 

관련해서는 환위험 고수익에 따라오는 고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주, 

된 내용이다.

실용금융 교재와 강의 과제로 제시된 다큐멘터리에서 합리적인 의사   “ ” ,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각 항목별로 확인

해 보면 표 와 같다 실용금융 교재 및 강의의 경우 대부분의 단원에서 5 . “ ” 

정보 활용 방법과 고려사항을 두루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실용금융 의 주요한 목적“ ”
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저축 투자 신용 부채 보험 연금에 대한 각각의 . , , , , , 

단원은 정보 활용의 방법과 의사결정 시의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총 개의 5

요소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고려사항에 

대한 안내
내용

비용

펀드에 따라 판매보수 수수료 부과체계가 다양하고 환매조건이 ·

다르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 및 , ·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와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 수준 등의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학생을 위한 . (“
실용금융” p.149)

적합성
라이프사이클에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영끌해서 투자할 시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할 때에요 강의 중 교수. ( B )

위험성

항상 그 금융소비자들이 아셔야 될 거는 높은 이자를 많이 주‘
면 거기에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이 있다 라는 거죠 다큐’ . (EBS 

멘터리 자본주의 제 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 3 )

표 4 실용금융 교재 중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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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를 통해 교재 내용을 한 번 더 리뷰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지 학생들을 넓은 철학 즉 금융 철학의 세계로 이끌어 갈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대 자본주의의 원조 격인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의 . 

사상부터 하이에크의 철학까지 큰 흐름을 따라오다 보면 지금의 금융시

스템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교수. (B )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중 제 부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개 요3 5

소를 모두 안내하고 있으며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다큐멘터리 과제는 복습, B

을 의도했다는 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공통적인 . 

항목에 관한 반복적인 강조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

는 데에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정보 활용 방법 고려사항

정보 

수집

정확성 

판단
비용 적합성 위험성

교재 

및 

강의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 

금융회사
저축의 이해 O O O

금융투자의 이해 O O O O O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O O O O O

신용관리 O O O O

부채관리 O O O O

리스크관리와 보험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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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   “ ”, “ ,  

사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단원의 경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 “ ” 

떤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금융상품. “ ”, “ ,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에서 관련된 요소가 부재하는 것은 실용금융 이 합리” “ ”
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위가 금융이나 금융시장과 같이 거시적인 주제 보

다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금융 생활의 장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단원이 합리적 의사결정. “ ” 

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 이유를 추론해보면 핀테크는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필요로 하는 일상적 금융 생활 중 일부라기보다는 금융의 변화를 이해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소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용금융 교재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이같이 분   “ ” 

포되어 있다는 점은 실용금융 교재가 금융과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적 맥“ ” 

락을 이해하는 것과 일상의 금융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

출처

정보 활용 방법 고려사항

정보 

수집

정확성 

판단
비용 적합성 위험성

교재 

및 

강의

노후와 연금 O O O

재무설계의 기초 O O O O

금융소비자보호 O O O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다큐멘터리

돈은 빚이다

소비는 감정이다

금융지능은 있는가 O O O O O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표 5 대학 실용금융 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해 설명하는 요소와 각 요소가 A “ ”
포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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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의사결정과 관련된 안내 사항이 등장. 

하지 않는 개 단원의 경우 행동 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되었3

음이 분명하지만 나머지 개 단원에서는 모두 거시적 맥락을 언급하면서 , 9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는 . B

실용금융 이 어떠한 방식으로 거시적 맥락과 일상의 금융 생활을 연결 짓“ ”
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언급된다 교수는 은행 상품에 . B

대한 의사결정에서 기준 금리 및 코픽스 금리의 흐름과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예로 들어 은행 창구 너머의 거시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

요함을 설명한다.

은행을 생각하면 우리는 창구 직원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 . 

건 창구 너머 저 멀리에서 상품 만들어 낸 금융시스템을 봐야 되거든요. 

고객응대 창구는 그냥 플랫폼 중 하나일 뿐이니까 은행이 어떤 상(...) 

품을 왜 판매하는지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중앙, . 

은행 기준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만 0.25%p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왜 다르게 오르는지 그 작동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

에요 사실 대출금리는 금융채 유통수익률이나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 

를 붙여 결정하는 것이지 자신의 은행 예금금리에 마진을 붙여 결정하, 

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알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코픽스 금리의 . 

추이를 살펴보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대출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지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통찰하는 안목이 필요. 

한 때인 거죠 교수 인터뷰 중.” (B )

따라서 실용금융 은 거시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 보다 일상의 금융 생   “ ”
활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에 중점을 둔 교육

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금융 체계에 대한 이해를 활, 

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거시적 맥락과 일상의 의사결정을 서로 연결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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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교육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상품 . 

자체에 대한 파편화된 내용뿐만 아니라 금융체계의 맥락에 관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직접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증진3. 

실용금융 전반에 걸쳐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금융에 관한 문서를 직    “ " B

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교수가 . B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며 이는 각각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1) 

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는 모두 2) . 

실용금융 이 단지 특정한 종류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실“ "

제로 수강생들이 마주할 금융생활 즉 문자 기반의 의사소통에 원활하게 참, 

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교수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금융에 대한    B

규제나 상품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실용금융 을 통. , “ "

해 구체적인 사실들을 암기해 두더라도 이후에 수강생들이 실제 금융 생활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에는 관련된 내용이 이미 바뀌어 있을 가능성

이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실용금융 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관해 . B “ "

상세하게 암기하기보다는 기본 개념 을 이해하고 추후에 관련된 정보가 “ ” , 

필요할 때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교수는 대출에 관한 단원을 강의하며 대출 규제는 여러분   B “
이 대출받을 때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외워도 소용이 없다 고 설명하며” , 

규제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의미 등 이 머릿“ (LTV, DSR )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교수가 말하는 기본 개념이란 금융 ” . B

상품의 내용이나 금융 관련 제도 및 규제의 바탕이 되는 개념들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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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이라는 기본 개념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 , , 

관리공사에서 각각 운영하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별적인 제도의 .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암기해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무조정이 뭔지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혹시 대출을 연체하게 되어 궁박. 

한 상황에 몰리면 채무조정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맨바닥에서 스스로 헤쳐 나가는 것과 기초 지식을 . 

가지고 채무조정의 관점에서 상담하고 협의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

요 강의 중 교수. ( B )

같은 맥락에서 교수는 강의 중 종종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리고    B “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 한다 고 이야기했다 즉 모든 정보를 ” . ,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 

교수는 강의 중에 개별적인 내용은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B “ , 

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하며 세부 사항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곤 했다” . 

라는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혹은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둬“~ ” “
도 같은 강의 내용은 모두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 .

교수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을 건 계약   B “
서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수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 . B

서를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나면 계약서나 상품설명서 딱 하나만 손에 남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문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금융회사 직원이 요약된 . 

상품안내서를 가지고 중요한 상품 요소를 설명하지만 뒤돌아서면 기억나

지도 않아요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대신 그 자리에서 눈으로 읽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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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면서 거래하여야 후회하지 않거든요 인터뷰 중 교수. ( B )

보험 설계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 

고 독립된 사업자예요 설계사의 도움을 받되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상. 

품설명서와 보험 계약서를 직접 보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설계사를 믿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직접 이해하고 .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 중 교. ( B

수)

교수는 또한 강의 중에도 계약서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B “
초적인 소양 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다 교수에 의하면 금융 상품은 직” . B 

원이 설명한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설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글로 쓰여 있기 때문, “ ” 

에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의 문장들을 꼼꼼히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교수는 이와 같이 계약서를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 B “
로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이자 학습하는 과정과 일생을 살아가는 과” “
정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 이라고 강조했다” .

직접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강조는 실용금융 에서 사용하는 용어   “ "

나 권장하는 학습 방법 및 시험 출제 방식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우선 교수는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용금융 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B “ "

금융생활을 하며 직접 마주하게 될 실전 용어 와 괴리되지 않기 위해 노력“ "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는 자신이 학생이던 시절에 경험한 책과 현실. B

의 괴리에 관해 이야기하며 금융기관론 금융시장론 거시경제학 등 학술적 , , 

텍스트만 공부해서는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해석하거나 이해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교수는 교과. B

서 밖의 세상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언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는 그러한 언어를 강의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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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가 보았던 금융학 텍스트에는 기준금리 내재이자율 시장이자율, , , ,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선도이자율같이 여러 개념이 나오고 이런 다양, , 

한 이자율의 작동 시스템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시키려고 현란한 용

어로 기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경제신문에서 금리를 따라가며 읽. 

다 보면 그게 학술 텍스트에서 말하는 무슨 금리인지 알기 어려워요 수, . 

많은 등급의 회사채 금리와 금융채 금리 국채 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 , ,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작동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늘 , 

막막했어요 인터뷰 중 교수. ( B )

이와 같이 교수는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실전에서 사람들이 사용하   B

는 용어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실용금융 에, “ "

서 교과서가 아닌 실전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교수가 의. B

미하는 실전 용어 란 금융회사 임직원들 금융거래가 활발한 고객들이 쓰“ ” “ , 

는 용어 를 말한다 교수에 의하면 실용금융 교재는 이미 전공 (jargon)” . B “ ” 

학술서적에서 다루는 용어들보다 실전에 가까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 

나 교수는 교재보다도 더 실무에 가까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 뉴스B

를 활용하기도 한다.

교수는 수업마다 도입부에 약 분의 시간을 들여 개 내외의 금융    B 20 10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소개되는 언론 보도 내용은 강의가 있는 . 

일자로부터 일주일 내외에 발행된 주요 언론사의 기사로 해당 일자의 강의 ,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 주제와 무관하게 해당 

시기의 주요한 보도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다 교수가 강의 중 설명한 내용. B

에 따르면 수업에서 다룰 언론 보도를 선정하는 기준은 하루 이틀 사이의 , “
변화 보다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방향성이 확인된 내용 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본 연구의 사례가 진행된 년 월부터 년 월까지는 인플레이   2021 9 2021 12

션과 기준 금리 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던 시기로 교수는 이와 같이 글, B

로벌한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수강생들이 간접 체험 할 수 있기를 바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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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의 중 교수는 지금처럼 급격한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 B “
생애에 걸쳐 두세 번 올까 말까 한 큰 사건 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진귀” , “
한 풍경 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물가 상승과 이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
기준 금리 조정 과정을 피부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 

시기의 금융 관련 언론 보도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실용 금융 이 진행되는 동안 교수가 소개한 언론 보도의 내용을 주, “ ” B

제별로 분류하면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인플레이션 이 압도적으로 “ ”, “ ”, “ ”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의 주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개수는 표 에 정. 6

리하였다.    

주제 갯수
글로벌 상황 35
금리 31

인플레이션 30
투자 27
금융사기 11
가상화폐 10
대출 10
핀테크 9
소비자보호 8
보험 4
저축 3

표 6 대학 실용금융 에서 소개된 언론 보도의 주 A “ ”
제별 분석 결과

각 언론 보도가 여러 개의 주제에 걸쳐있는 경우 다수*

의 주제에 중복으로 합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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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론서 실용금융 교재 언론 보도가 실전 용어와 가까운 정도 , “ ” , 

   원론서와 실용금융 교재 언론 보도가 각각 실전 용어와 얼마나 가까“ ” , 

운지를 교수의 설명에 기반 해 도식화하면 그림 와 같다 즉 실용금융B 2 . , “ " 

교재는 원론서보다는 실전 용어에 가깝지만 언론 보도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실전의 용어 그대로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는 실용금융. B “
이 원론서와 언론 보도 중간쯤에서 수강생들에게 언론 보도 내용과 그것이 "

다루는 현실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는 자신의 역할이 실전 용어를 쉬운 버전으로 통역B “( ) 

하는 통역사 입장 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과 사용하는 용어 특히 각종 영문 약어 그대로( ) 

를 학생들한테 써서 강의한다는 것은 딱딱한 학술 언어를 실제 사용하, 

는 자연어로 바꿔주는 통역사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반대로 잘못 쓰. 

이는 실무 용어는 정확한 학술 언어로 교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 . 

용어와 한글 용어의 차이도 설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insurance 

는 보험정책이 아니고 보험증서 라는 상식 용어도 전달하는 거예policy’ ‘ ’
요 그러니까 금융 언어를 통역하는 통역사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 

같아요 교수. (B )

표 은 실제로 원론서와 실용금융 교재 언론보도에서 각각 사용하는    7 “ " , 

용어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분석 과정에 있. 

어서 실용금융 교재와 언론 보도에서 사용되는 용어 간의 비교 분석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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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나 해당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경제학 

원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교수가 분석에 참여하B

였으며 교수는 각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 비교를 수행할 때 유의해, B

야 할 점에 관해서도 조언을 제공하였다.

표 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각 주제별로 원론서와 실용금융 교재 언   7 “ ” , 

론보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해당 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각 텍스트에서 주로 다루는 . ,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즉 각 텍스트에서 사용하. , 

는 용어가 다른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용어를 활용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각 텍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의 종류나 층위가 다르기 때

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원론서와 실용금융 교재 언론보도가 순서대로 점차 . “ ” , 

좁은 범위의 주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론서나 , 

실용금융 교재에서 매우 세부적인 내용으로 언급되는 용어가 언론보도에“ ” 

서는 제목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개념

경제 및 

화폐금융 

원론서

실용금융 교재“ ” 언론 보도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인플레 그레이트 인플레 물, , 

가잡기 통화확장에 따른 인, 

플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 

른 인플레이션

국가경제의 

생산 소득, , 

지출 순환

경기순환
경기 확장적 정책 민생안정, 

정책

재정정책

경기변동에 따른 

확장 및 긴축 

소비(GDP, , 

투자 고용 등, )

주가지수 추이와 

경기변동

코로나 대응 이전지출 증가, 

추가경정예산 조세정책 고용, , 

위기 대응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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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념

경제 및 

화폐금융 

원론서

실용금융 교재“ ” 언론 보도

금리 및  

통화

금리정책

금리 인상 (

및 인하) 

금리의 영향,  

신용할당과 금리,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정책 

인상인하( , )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미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 베이비스텝( , ),

인플레로 인한 실질금리 하

락

통화정책

통화량 확대 (

및 감축)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물가 안정 (

목표제)

테이퍼링 양적완화조치 중, 

단,

자산거품빼기 대출한파, 

환율 등 

통화가치
환율정책

환율결정과 변동, 

환율의 영향

강달러 달러선호심리 환율, , 

상승 외국인 투자 환율과 , , 

주식시장

투자자 및 

소비자보호
투자자

일반투자자,

(표준투자권유 준칙)

금융소비자 보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시피싱 등( )

개미 동학개미 서학개미 연, , , 

금개미,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이시피싱 수법의 고도화, 

폰지사기Deepfake, (충전포인

트 연계 다단계금융사기)

대출 등 

신용

신용시장,

신용경로 화폐금(

융정책의 파급경로 

중 하나)

대출 대부, , 

주택담보대출

(LTV, DSR),

신용평점제도 

주담대 부동산정책 양도소, , 

득세 종부세 투기과열지구, , , 

조정대상지역 영끌 대출 마, , 

이너스통장 갭투자 신용대, , 

출한도

표 7 원론서 실용금융 교재 언론 보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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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수는 오픈북 시험에서 수강생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B

시험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어려운 약관을 읽는 간접경험을 의도적으로 설계

한다고 말한다 복잡한 논리로 연결된 상품의 경우 글로 제공되는 자료를 . 

통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 있으므로 각종 위험 요

소를 지문에 반영한 시험으로 체험하게 유도한다 실생활에서 투자손실을 . 

겪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도 결국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잘 보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기에 이러한 자료를 읽고 이해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면 금융사기 피해나 투자손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콜옵션 거래에 관한 사지선다 문제는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인    

를 염두에 두고 만든 문제이다 는 디지털 옵션을 내재하고 있어 수ELS . ELS

익구조가 무척 복잡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파생결합증권이다, . 

파생결합증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 옵션의 기본 

구조이디 때문에 해당 문제는 콜옵션 투자와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원

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행사 가격과 만기 계약 시. , 

점 주당 가격 등 각종 정보가 복잡하게 나열된 가운데 수익을 계산하는 데 , 

필요한 정보를 알아차리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수는 옆에 사람이 있다   B “
고 생각하고 설명 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것을 강조한다 교수는 강의에 활” . B

용한 를 앞에 두고 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곧 실용금융 에PPT , “ ”
서 원하는 이해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꼭 책을 천천히 읽고 이해하고 말로 , “
설명 해보라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교수는 셀프 트레이닝 을 위해서” . B “ ”
라도 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실용금융 교재를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 ”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수가 말하는 셀프 트레이닝 이란 금융에 관한 정보. B “ ”
를 눈으로 직접 읽고 이해 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한 가장 “ ” , 

쉬운 방법은 실용금융 교재를 포함해 책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험을 하는 “ ” 

것이다 교수는 강의 중에 금융상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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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실용금융 수강을 통해 획득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상품의 내용이“ ” 

나 금융 뉴스를 쉽게 읽어 내려가기 위한 응용력을 함양하려면 셀프 트레“
이닝 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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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O / X ]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

가하지만 동시에 수입품 가격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

다 따라서 환율상승은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을 . 

줄 수 있다 흔히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 

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한 자국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환율정책을 사, 

용하기도 한다 자국화폐의 가치가 오르면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답 : X

지선다[4 ] 

콜옵션 매입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활용된다. 

다음의 콜옵션 거래를 행한 경우 년 후인 년 월 일에 옵션투자자 1 2022 7 20

홍길동씨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은 얼마인가?

홍길동씨는 주가상승을 예견하고 통신 주식을 기초로 하고 행사가격이 Z , 

원인 콜옵션 계약 옵션 계약당 주식 주 매수가능 을 월100,000 1 ( 1 1 ) 2021.7

일에 원 주고 매수하였다 만기는 년짜리다 계약시점인 년20 2,000 . 1 . 2021 7

월 일의 통신의 주식가격은 원이고 년후 년 월 일 통신 20 Z 80,000 1 2022 7 20 Z

주식가격은 주당 원이 되었다 홍길동씨는 만기에 콜옵션을 행사하110,000 . 

였다.

이익 원 이익 원 이익 원 이익 (1) 28,000   (2) 10,000   (3) 8,000   (4) 

원30,000

정답 번: 3

그림 3 대학 실용금융 지필시험 문제 중 일부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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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금융 사회에 대한 이해4. 

저금리와 고령화 사회4-1. 

저금리와 고령화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주요한 두 가지 키워드이다   . 

저금리와 고령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용금융 은 소득과 지출 외에도 개인의 금“ ”
융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존재함을 일깨워준다 저금리와 . 

고령화 사회에 관한 언급은 실용금융 교재 중 저축의 이해 금융투자“ ” “ ”, “
의 이해 리스크 관리와 보험 노후와 연금 총 세 개 단원에 걸쳐 반”, “ ”, “ ” 

복적으로 등장한다 우선 저금리 사회에 관한 묘사는 주로 저축과 투자에 . 

관한 단원에서 이루어진다 저축의 이해 에서는 단원의 도입부에 위치한 . “ ”
생각열기 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 아주경제 를 인용한다“ ” ( , 2020.10.31.) . 

그림 4 실용금융 교재 중 저금리와 저축률에 관한 생각열기 “ ” “ ” (p. 56)

금리가 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0%

한 유럽의 사례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저축보다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

히 증가한 한국의 상황과는 무척 상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 

를 제시한 것은 저금리 시대에도 저축은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단원에서 설명하는 저축의 . 

필요성에 관한 설명은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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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저축의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

하고 가계가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축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자산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65)

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대책을 위해 모아두어야 할 자금도 크 

게 증가하게 된다”(69)

저금리 시대가 언급되는 또 다른 단원은 금융 투자의 이해 이다 해당    “ ” . 

단원에서는 투자의 개념을 설명하며 최근 저금리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저축보다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 

급한다 저축에 관한 앞선 단원과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금융 . , “
투자의 이해 에서는 저축을 통해 모은 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
는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저금리는 저축 예금 을 통해 목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하고“ ( ) , 

모은 돈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이 때문에 자금. 

운용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개인들도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92)

앞선 인용구에서는 개인들이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저금리 시대라는 점이 언급되었다면 구조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이 , 

새롭게 등장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저금리 시대에 있다 구조화 상품의 등장 . 

배경을 설명하며 교재에서는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저축상품만으“
로는 재산증식이나 노후 대비가 쉽지 않은 시대 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 

이러한 배경에서 중위험과 중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구조화 상

품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관한 내용은 주로 보험과 연금에 관한 단원에서 등   

장하며 두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주제는 노인빈곤율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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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치매 유병률이 무척 높다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와 보험 단원에서는 . “ ” 

보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의 다양한 종류 중 한 가지로 장수리스

크를 다룬다 장수리스크란 개인이 마련한 은퇴자산의 소진 시점이 자신의 . “
사망시점보다 일찍 발생할 가능성 을 의미하는데 해당 단원에서는 평균수” , “
명이 증가하면 노후생활 자금을 더 많이 준비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 

경우에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 있다 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모두 회원국 중 (p.230). OECD 

상위권에 속한다는 통계로 뒷받침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원에서는 치매 . 

유병률이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암울한 전망 과 함께 치“ ”
매로 인한 입원 진료비가 고령자의 분기별 입원진료비 중 가장 높다는 점 

또한 설명한다(p.257).

유사한 내용으로 노후와 연금 단원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대    “ ” 

연령인 행복 수명은 생물학적인 기대수명보다 약 세 낮으며 건강하게 8.5 , 

살 수 있는 최대 연령인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약 년 낮다는 통계를 10

제시한다 이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년에서 년은 행복하거나 건강(274). 8 10

하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단원에. 

서는 년을 기준으로 세 고령자 중 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2019 55~79 67.4%

하며 그중 가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라는 통계 세 이상 고령자의 60% , 65 1

인당 진료비가 전체 인구에 비해 배 높다는 점 한국의 연금소득대체율 생3 , (

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이 선진국에 비치지 못한다는 점 등은 모두 )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 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275).  

이상의 내용과 같이 실용금융 은 현대사회가 저금리 기조로 인해 노후   “ ”
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와 동시에 수명이 길어짐에 , 

따라 장수 자체가 리스크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대사회. 

에 관한 비관적 묘사는 모두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투자를 통해 

저축 상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를 위한 자, 

금 마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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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불평등4-2. 

실용금융 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현대 금융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정보   “ ”
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불평등이다 해당 주제에 관해 실용금융 교재와 . “ ” B 

교수 과제로 부여한 다큐멘터리가 모두 관여하지만 교재와 교수의 , EBS , B 

경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큐

멘터리는 금융자본가와 자본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 

집중한다. 

먼저 실용금융 교재에는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저축의    “ ” “ , ”, “
이해 금융투자의 이해 금융소비자보호 단원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금”, “ ”, “ ” 

융회사가 소비자에 비해 구조적으로 정보와 시장 교섭력 측면에서 모두 우

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 “ ” 

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 의 위치에 관해 이야기한다“ ” .

 

그러나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금융소“
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도 

금융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위. 

에 놓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14)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투자의 이해 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시장 상황 “ ” “
및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가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저축의 이해 에서도 개별 예금자” (149), “ ” “
들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는 점을 언”
급한다 나아가 금융회사는 단지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82). 

서도 우위에 있는데 이는 정보에 대한 분석력이나 이해력 투자 경험 협상, , 

력 등에 있어서 일반 금융소비자 더 뛰어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용금융 교재에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불평등한    “ ” 

관계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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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내용이 다수 언급된다 각 단원의 내용에 따라 보호의 대상은 금융. 

소비자 일반 투자자 개인정보 금융수요자 보험가입자 예금자 퇴직연금 , , , , , , 

수급권자 등으로 무척 다양하다 실용금융 교재는 이와 같은 제도와 법률. “ ” 

을 금융소비자들이 잘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 

들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절한 절차에 걸쳐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기 , 

위한 장치이다 교재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구매자인 투자자로서 숙지할 . “
필요 가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

한편 교수는 개인 투자자로서 전문 투자자나 금융회사만큼의 정보력   B 

이나 전문성을 갖추기까지의 어려움에 관해 여러 차례 강조한다 예를 들어 .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를 B 

설명하며 수강생들이 아직은 리스크를 관리할 역량 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 . 

그리고 금융전문가를 고용하여 년씩 경험을 축적시키고 거대한 금“ 20~30 , 

융 데이터를 보유한 기술 기반 위에서 전 세계의 증시를 한눈에 비교하IT 

며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 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에 ” . B 

교수는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 등의 간접 투자를 추천하며 대학생의 연령과 “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직접투자를 하기에는 주식 분석이나 위험 관리 능력에 

한계 있다 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교수의 강의 내용은 실용금융 교” . B “ ” 

재에서 금융회사 및 전문 투자자들과 일반 금융소비자 간에 정보와 전문성

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 있다.

다큐멘터리 또한 이상의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 세계 내의    EBS 

불평등을 다루지만 실용금융 교재나 교수는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자의 , “ ” B

우위를 다루는 반면 다큐멘터리는 금융자본이 초래한 불평등한 구조에 EBS 

관해 더욱 직설적으로 비판한다 특히 다큐멘터리에서는 년 월가. EBS 2011 “
를 점령하라 시위를 설명하며 실업률이 에 달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 9%

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

한다 나아가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는 의 탐욕과 부패로 나머지 . “ ” “1% 99%

가 고통받는 세상 에 대해 분노한 가 양극화와 빈부 격차의 해소를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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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는 시위 라고 설명하며 한국에서도 몇몇 시민단체들이 탐욕스러운 ” , “
금융자본을 공격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

그림 5 다큐멘터리 중 난쟁이 행렬 에 관한 설명 EBS “ ”

난쟁이 행렬 은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아주 쉽게    “ ” “
표현한 그림 으로 소개된다 이 그림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 . 

득에 비례하는 만큼의 키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한 줄로 서서 한 , 

시간이 소요되는 행진을 하는 장면을 어떤 관찰자가 보고 있는 상황을 가정

하고 있다 그림에는 키가 개미만큼 작은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미. 30~150

터의 거인 수준의 자본가들 그리고 구름에 가려져 머리를 볼 수조차 없는 , 

그 이상의 부유층이 등장한다 또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행진이 진행되면. 

서 관찰자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키는 점점 커지지만 분이 지난 후에나 45

평균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며 자본가와 부유층은 끝나기 몇 , 

초 전에야 등장할 정도로 전체 행렬 중에 아주 적은 수만을 차지한다.

다큐멘터리에서 금융 세계의 불평등을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은 개별    EBS 

금융 소비자가 거대한 금융자본의 흐름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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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에서는 욕조에 담. EBS 

긴 물과 물고기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물고기가 담긴 욕조에 물이 가득 채. 

워진다 이는 금융자본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 

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금융자본은 순식간에 물을 빼는. “
데 이때 이미 몸집이 커진 물고기는 적은 물이 담긴 욕조 안에서 살아남”, 

을 수 없게 된다 개별 금융 소비자를 물고기에 비유한 이 장면은 자본의 . 

흐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금융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6 다큐멘터리 중 금융자본에 관한 내용 EBS 

  

금융회사의 수익구조4-3. 

금융회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은 실용금융 에서 설명하는    “ ”
현대 금융 사회의 특징 중 한 가지이다 실용금융 은 금융회사 중에서도 . “ ”
특히 은행과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 내의 수익 구조를 설명한

다 금융회사의 수익 구조와 관련하여 실용금융 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 ” ,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등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고 영리기업이라는 점이

다 따라서 이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기대수익률을 . 

크게 강조하고 투자에 내재된 리스크 설명은 소홀히 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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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금융상품 거래 시에는 그것이 금융소비자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인지는 투자위험과 함께 고려하여 스스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또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이라는 사실은 실용금융 에서    “ ” “ ”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한 가지이다 은행의 수익구조 즉 은행이 돈을 버는 . 

방법은 저축과 대출 상품을 통해 각각 더욱 구체화되는데 각 상품에 대해 , 

실용금융 에서 강조하는 것은 은행의 관점에서도 각 금융상품의 특성을 파“ ”
악하여 양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축과 대출 상품의 . 

양면적 특성을 요약 정리하면 표 과 같다8 . 

먼저 저축 상품의 경우 실용금융 교재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 고객이    “ ” 

저축한 예금이란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불안정한 자금이지만 대출에 ,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도 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은행의 재원 조달은 예. 

금 금융채 발행 후순위채 발행 주식 발행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 , , 

고객이 저축한 예금은 그중 한 가지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큐멘터리. 

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곧 빚이라고 설

명한다.

내레이션 그런데 예금을 빼서 후순위 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들: 

게 됩니다 그럼 가 높아지므로 자산이 건전하다 하는 인정을 받을 . BIS

수 있는 것이죠.

상품 소비자 관점 은행 관점

저축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수단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
예금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빚

대출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감수해야 할 위험비용을 

동반하는 상품
신용 창출의 수단

표 8 저축과 대출 상품의 양면성 



- 68 -

전문가 그러니까 은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 BIS 

행합니다 저 예금 같으면 은행 측에서 보면 빚이죠 그분한테 돌려줘야 . . 

되니까 그래서 그게 부채로 잡히는데 후순위 채권은 부채로 잡히지가 . ( )

않습니다.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중( < > 3 “ ?” )

다큐멘터리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여 피해를 본 사례에 관해 설명하며 비율이라는 개념이 BIS 

언급되기 때문이다 비율이란 은행이 가진 자본의 크기가 기업 등에 빌. BIS 

려 주거나 투자한 자금의 규모와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저축은행이 후순위 . 

채권을 판매했던 이유는 같은 고객의 자금을 예금으로 유치하는 것 보다는 

자본의 성격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비율을 더 높이고BIS 

자 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출 상품의 경우 실용금융 교재에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 ” 

제공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위험비용 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 ” , 

비용은 가산금리 개념을 통해 구체화된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213).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 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 , , 

업비용 등 이며 이 중 신용도의 경우 신용관리 단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 “ ” 

다뤄진다 해당 단원에서는 신용평가점수에 반영되는 평가 요소를 설명하고 . 

있으며 평가 요소 중에는 상환 이력이나 현재 부채 수준 등의 신용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즉 신용평가점수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향후에 대. , 

출한 돈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며 이는 은행이 , 

감수해야 할 위험비용 과 직결된다“ ” .

나아가 다큐멘터리에서는 대출 상품에 관해 은행에 새 돈 이 생겨나는    “ ”
통화의 신용 창출 과정을 이야기하며 대출 상품이 은행에 어떻게 수익을 가

져다주는지를 설명한다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대출을 통해 은행이 돈을 불. “
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급준비율 덕분이다 지급준비율이란 예금 중 고객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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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해서 은행이 대출하지 않고 고객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야 하는 돈의 비율 로 은행은 은행에 들어온 돈 백 원 중 십 퍼센” , “
트 즉 십 원만 남겨놓으면 나머지 구십 원은 대출해 줄 수 있음 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해 은행은 사실상 예금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을 다른 고객에. 

게 대출해줌으로써 새 돈 이 생기는 것이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지급준비율“ ” . 

을 통한 새 돈 만들기 의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 ” “ ”
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 또한 고객이 아닌 자사의 이익을 우선   

시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일종이다 금융투자업무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 , 

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총 여섯 가지가 있으며 이 , , , , , 

중 일부 업무 혹은 전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부른다 금융. 

투자회사 중 실용금융 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로 다뤄지는 유“ ”
형은 자산운용회사와 증권회사이다 이중 자산운용회사란 투자자로부터 자. “
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

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투자회사이다 실용금융 교재 중 금융상” (p.42). “ ” “
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단원에서는 자산운용회사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 ” 

고 있으며 자산운용회사의 수익구조는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 사, “
항 에서 펀드의 운용구조와 비용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그림 는 펀드의 운용구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교재 내의 도식이고 그   7 , 

림 은 교수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의사결정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8 B 

위해 강의에서 활용한 피피티에 등장하는 도식이다 그림 와 비교할 때 눈. 7

에 띄는 점은 투자자 를 펀드 운용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점 그리고 자“ ” , 

산보관 및 수탁회사의 주요 역할이 펀드 재산을 보관 및 관리 하는 것뿐만 “ ”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을 감시 하는 것 또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 ”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는 펀드의 운용구조가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 B 

게 된 이유는 자산운용사가 고객 투자금을 임의로 운용하지 못하게 견제“ ”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즉 자산운용회사에는 펀드 운용에 관한 의사결. , “
정 권한만을 제공하고 실제 돈은 자산보관회사로 들어가는 현재의 구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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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 자산운용사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 투“
자자 피해를 경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의 형태로 

다듬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

그림 7 실용금융 교재 중 계약형펀드의 운용구조  “ ” (p.141)

그림 8 교수 중 펀드의 운용구조 B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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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명은 교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유관 기관들이 유기적 협업 을 “ ”
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감시 하는 관계이기도 함을 더욱 직접적“ ”
으로 드러낸다 나아가 자산운용회사에 관해 횡령 이나 운용감시 의 용어. “ ” “ ”
들이 접목되는 것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고객의 이익이 아닌 자사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펀드의 운용구조에 포함된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펀드를 통해 어   

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지는 펀드투자 비용에 관한 설명에서 구체화된다. 

표 는 펀드와 관련된 비용과 해당 비용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회사를 정리한 9

결과이다 각각의 비용을 실용금융 교재와 다큐멘터리 중 어디에서 언급. “ ” 

하는지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회사 비용 내용
출처

교재
다큐멘

터리

자산운용

회사

운용보수 자산을 운용하는 대가 O O

환매 

수수료

펀드 가입 개월 이전에 해지하는 경3~6

우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략 관리에 어려

움이 생기는 것에 대한 패널티

O O

펀드 

판매 

회사

판매 

수수료
펀드 추천 및 내용 설명에 대한 대가 O O

판매 

보수
펀드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비용 O O

자산보관, 

수탁회사
신탁보수 자산 보관 및 수탁에 대한 비용 O

일반사무

관리회사

사무관리

보수

펀드기준가격 산정 펀드 회계 업무 등에 , 

대한 비용
O

증권사
주식매매

수수료
주식을 하고 팔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비용 O

표 9 펀드와 관련된 비용과 각 내용이 소개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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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과 같이 실용금융 에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가 각각 어떠    “ ”
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각 기관

이 금융소비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금융상

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실용금융 은 수강생. “ ”
들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상품을 권유받는 경우 그러한 권유, 

의 배경에 각 회사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이를 통해 실용금융 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 “ ”
실제로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인지 당초 상품설명과 달리 부적절한 , 

곳에 투자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직접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레이션 하지만 내가 기대하듯 은행원은 정말 나의 돈을 지켜주기 위: 

해 항상 최선을 다해줄까요 그건 은행에 대해 은행원에 대해 너무 몰라 ?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원이 특정 상품을 권하는 건 대. 

부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직원들이 추천할 이유는 딱 하나죠 본사에서 프로모션이 나온 : 

거죠 이 상품을 판매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 

이 상품에 아무런 본인한테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판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부 금융지능을 있는가 중(EBS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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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동의 변화 유도5. 

상술하였듯이 실용금융 의 주된 목적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고    “ ”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며 이는 곧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
에서 말하는 금융복지를 누리는 것과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금융. “ ”
은 단지 금융에 관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판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용금융 은 금융에 관해 직접 읽고 . “ ”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세한 행동 지침을 직접적으로 제, 

공하며 그러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실용금융 교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동 지침은 금융꿀팁 이라는 항   “ ” “ ”
목이다 꿀팁 이란 매우 유용한 정보나 조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 ” “ ”
며 네이버 국어사전 금융꿀팁 은 그 제목이 의미하듯 실생활에 밀접한 정( ), “ ”
보와 조언을 담고 있다 표 은 각각의 금융 꿀팁 안에 담긴 내용을 기준. 10 “ ” 

으로 유용한 정보와 권장 행동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유용한 정보란 금융 .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즉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다 반면에 , . 

권장 행동의 경우 그것을 모른 채로 금융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중요도와 , 

필수성이 모두 높은 행동에 대한 조언을 의미한다 표 의 내용 예시에서 . 10

확인할 수 있듯이 유용한 정보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가 주를 이루“ ”, “~ ”
는 반면 권장 행동은 해야 한다 반드시 한다 식의 표현이 대다수이“~ ”, “ ~ ” 

다.

금융꿀팁 은 실용금융 교재에서 총 번 등장하며 전체 단원의 개수   “ ” “ ” 18 , 

가 개임을 고려할 때 각 단원에서 한 번 이상 금융꿀팁 이 제공됨을 알 12 “ ”
수 있다 즉 실용금융 은 단원별로 실제 금융 생활에 유용한 정보나 권장 . , “ ”
행동을 별도로 정리해서 읽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 

금융꿀팁 중 절반 이상 개 이 권장 행동에 해당하는데 권장 행동은 유“ ” (10 ) , 

용한 정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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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할 때 실용금융 교재는 금융꿀팁 을 통해 학습자의 실제 금융 “ ” “ ”
생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용한 정보[ ]

금융 꿀팁 제목 내용 예시 페이지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거래 관련 서비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굳이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81

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단 포인트라도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 1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 (...) . 

195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 
융회사에 본인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13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대 권리5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
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15
회할 수 있다. 

241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 운전 시 과실비율이 · · · 

가중된다20%p .
251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하므로 가입 전에 회사별로 보험료를 ,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255

연금저축 관리방법
연금저축 중도해지 대신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한다

282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활용하기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330

권장 행동[ ]

금융 꿀팁 제목 내용 예시 페이지

주식 채권 투자에 · 
실패하지 않으려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 
인한 경영불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16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가입단계에서부터 투자예상기간과 환매수수료의 (...) 
부과기간 등을 반드시 비교 확인한다. 146



- 75 -

나아가 실용금융 교재는 금융꿀팁 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   “ ” “ ”
으로 권장 행동을 제시하는데 이 점은 교재의 목차 구성에서 분명히 드러, 

난다 실용금융 교재는 각 단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금융생활에서 실. “ ” 

천해야 할 만한 사항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표 은 . 11

구체적인 실천 및 권장 행동과 관련된 제목이 속한 목차 상의 수준을 분석

한 결과이다 교재의 구성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구분해볼 때 이와 . , , , 

같은 내용은 주로 소단원 수준의 제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수치로 볼 때 . 

실용금융 교재의 총 개 소단원 중 개의 소단원이 권장 행동에 초점“ ” 145 16

이 있으며 이는 약 의 비율을 의미한다, 10% . 

투자 시 유의사항ETF 
투자 전에 수수료 및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 

한다.
147

등에 투자 시 ELS 
유의사항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 "
된다 라고 설명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 162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기' '

가맹점에서 원화로 표기된 전표를 제시할 경우 (...) 
거절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197

주요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채권추심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221

보험가입 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가지 5

지표

보험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63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관련 행동 

요령

상대방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휴대전화 보안 상태 검사를 , 
실시한다.

335

대포통장 관련 
행동 요령

통장 대여 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 · 
또는 현금 전달은 불법이므로 거절한다. 337

보험사기 피해예방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과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338

표 10 실용금융 교재 중 금융 꿀팁 내용 분석 결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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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소단원 이하

저축의 이해

소득 소비 저축, , 소비 합리적인 소비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과 

예금자보호제도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금융투자의 

이해
주식 투자 주식 거래 방법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펀드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신용관리
신용 관리 및 연체 시 

대처방법

신용관리방법

연체 시 대처방법

신용카드 피해 예방 및 

구제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대처방법

부채관리

대출의 활용 대출 시 고려사항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부채현황 파악하기
부채상환계획 수립하기

부채상환원칙

리스크 

관리와 보험

리스크의 관리
리스크관리 방법
리스크관리 절차

생활과 보험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노후와 연금 노후준비와 연금 은퇴 연금설계
재무설계의 

기초

재무설계의 과정
대의 재무설계20 대의 자산관리원칙20

표 11 실용금융 교재 중 구체적인 실천 및 권장 행동과 관련된 제목이 속한 목 “ ” 
차 상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색이 채워진 칸이 권장 행동 관련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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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교수는 강의를 통해 권장 행동과 관련된 교재의 내용을 더욱    B

명확하게 전달하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는 신중하게 결정하라 혹. B “ ” 

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와 같은 교재의 표현들은 곧 하지 말라는 뜻을 의“ ”
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교재에서는 특정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에 . , 

대해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면 교수는 이를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석B

하여 수강생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밖에도 교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대. B “
출은 아예 쓰지를 말라 고 하는 등 교재에서 신중할 것을 권한 일부 행동들”
에 관해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나아가 교수는 하지 말아야할 . B

행동뿐만 아니라 권장되는 행동 또한 보다 직접적인 행동지침으로 제시하는

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니 이곳을 이용해라 당, “ ”, “
장은 체크카드 사용을 권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제”, “
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실손보험 가, 

입 세금 우대 상품 계좌 만들기 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 .

종합하자면 실용금융 교재는 금융꿀팁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목차의    , “ ” “ ”
구성에서도 직접적으로 특정 행동을 권장하고 다른 행동을 지양할 것을 안

내한다 대학 실용금융 강의는 대체로 교재 및 교재의 내용을 담은 . A “ ” PPT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수의 강의 또한 이와 같은 권장 행동B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수는 교재에서 안내하는 내용. B

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세하고 명확한 안내 사항은 수강생들이 실제 금. 

융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종의 가이드로서의 역할

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실용금융 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내 사항을 제공함과 동시에    “ ”
특정 행동과 긍정적인 가치를 결합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실용금융 에서 . “ ”
주로 활용되는 가치들은 합리성 바람직함 중요성 편리함이며 그중에서도 , , , ,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합리성과 바람직함이다 합리성과 바람직함은 모. 

두 특정한 행동에 대해 부여되는 긍정적인 가치로서 해당 행동을 권장하는 , 

데에 활용된다 그러나 두 가지 가치가 활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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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는데 합리성의 경우 금융생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추상적, 

인 수준에서 강조하는 데에 그치는 데 반해 바람직함의 경우 비교적 구체적

인 금융 행동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안내하는 데에 활용된다.

따라서 가계자산 형성의 기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

서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재무목표를 세워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지속적

으로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

자금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 (308)

한편 중요성의 경우 특히 교수의 강의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치 부여의    B

방식이다 교수는 특정 내용이 수강생들의 실제 삶에서 무척 중요한 것이. B

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도 낼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곤 했다. 

예를 들어 교수는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제공 B

및 활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연락 중지 청구권에 대해서 , , 

잘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강“ ”
조했다 그 밖에도 교수는 예금자 보호 혹은 기대수익률 등과 같은 내용. B , 

을 다루면서 해당 내용들은 실전 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
고 말했다.

나아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교수는 기본 중의    B “
기본이다 룰 넘버 원이다 꼭 알아두어야 한다 실전에서 아무도 알”, “ ”, “ ”, “
려주지 않는다 와 같이 특정 내용이 무척 중요함을 힘주어 강조하는 경우가 ”
많았다 특히 실용금융 을 통해 지금 잘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와 같. “ ”
이 중요한 정보를 안내 받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은 교수가 B

실용금융 에서 다루는 지식과 실천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중의 하나였으“ ”
며 관련된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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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 신용관리를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

르쳐 주지 않아요 내 신용평가점수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보는 것도 스. 

스로 알기 어렵고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 

신용평점을 눈으로 확인하면 신용관리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강의 . (

중 교수B )

채무면제 채무유예는 언제 어디에서 어떨 때 필요한지 아무도 알려주지 ,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낼 거예요 실전에서는 중요한 건데 금융회사가 . . 

애써 알려줄 이유는 없는 것이라 미리 그 의미와 주체는 알아두어야 해

요 강의 중 교수. ( B )

빚에 쫓길 때 특히 연체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노하우가 잘 공유되지 않습니다 채무로 힘든 상황에서 인터넷 검. 

색을 하다 보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유도되기도 하고 그러면 피해는 더 

심각해집니다 강의 중 교수. ( B )

실용금융 교재 또한 특정한 지식과 실천에 중요성이라는 가치를 부여   “ ” 

하고 있으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결정적이다, “ ”, “ ”, “ ”, “ ”
와 같은 표현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 라는 표현이 활용되. “ ”
는 경우에는 금융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지 즉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제시되곤 한다 예를 들어 저축과 투자에서는 , . 

복리 효과와 원금손실 가능성 주식에 있어서는 기업 실적 확인 대출에서, , 

는 이자율과 대출한도 노후 준비에서는 충분한 연금 자산 마련이 가장 중, 

요한 고려사항이자 의사결정의 기준점으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실용금융 에서 활용되는 가치는 편리함이다 특정한 방식의   “ ” . 

금융 생활은 더 편리하고 쉽다고 설명하는 반면 또 다른 방식의 금융 생활 

및 금융상품은 어렵고 까다롭다고 설명함으로써 실용금융 은 전자를 권장“ ”
하고 후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는 이해. E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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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쉽고 운용비용이 저렴한 등 편리한 점이 많은 펀드 이다 또한 부”, “ ” . 

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재에서 제시되는 서식의 경우 부채별“
로 만기가 언제인지 월 상환 총액이 얼마인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 

어서 쉽게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금감원 전자공시사” , 

이트 에 관해서는 공시정보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DART) “ ” , 

대출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것이 가장 빚을 “
갚기 쉬운 대출조건 이라고 설명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 .

반대로 편리함의 가치와 대조되는 어렵고 복잡함의 경우 주로 투자에    

관한 단원에서 등장한다 교재에서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특히 구조화 상. , 

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단기간 내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적절한 투자 시점을 잡기 매우 어렵다. (p.149)

구조화 상품은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구조화기법을 이용하여 

완화하거나 증폭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하여 일

반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p.159)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p.165)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투자상품들에 관해 교수의 경우 실용금B “
융 교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것을 ” 

이야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수는 강의를 통해 설명한 기본적인 개념들. B

을 이해하기만 해도 파생 상품과 같은 복잡한 상품의 원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교수는 파생 상품의 기초 개념만 알면 파. B “
생 상품 트레이더가 될 것이 아닌 이상 상품을 이해할 때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으며 특정한 상품이나 개념들이 생소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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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 용어만 익혀서 두려움 없이 접근하면 “
된다고 강조했다” .

정리하자면 실용금융 은 수강생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    , “ ” , 

면 안 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 

지침을 왜 이행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리성 바람직함, , 

중요성 편리성과 같은 가치를 활용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교육은 학습자, . 

의 금융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가

이드로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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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와 문해학습 경험2 

금융 문맹으로서의 경험1.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이전에 금융에 대한 자신의 이해 수 “ ”
준을 설명하며 금융 문맹 경제 문외한 무지함 경제 독해력이 없“ ”. “ ”, “ ”, “
음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 . 

금융에 관한 정보를 보고 읽거나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었다 실용금융 수강 이전의 경험에 관한 수강생들의 이야기. “ ” 

는 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경험 대화에서 “ ”, “ ”, “
소외되었던 경험 에 관한 내용이었다” .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전에 자신이 금융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   “ ” “
태 였다고 말했던 수강생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스스로가 그러한 상태임을 ”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충격이나 걱. 

정 회의감을 동반하는 한편 금융에 관한 수업을 수강하는 동기가 되기도 , 

하였다 예를 들어 수현은 자신이 전세라는 임대 방식에 관해 자주 들어보. 

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지 알지 못한다는 “ ” 

점에 관해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노력하지 , “
않는지 에 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예 또한 ” . 

실용금융 을 수강한 동기에 관해 물었을 때 신예는 그냥 너무 무지함을 “ ” “
느끼고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야겠다 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

저는 그 기본적인 것도 몰랐던 게 저는 전세가 뭔지 진짜 얼마 전에 그 

러니까 어떻게 전세라는 건 들어보기 엄청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

으로 돌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 좀 저에게 충격받았어

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조금 놀랐어요 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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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내가 전세도 모르고 있다 수현. . ( )

무지함이 동반하는 또 다른 부정적 감정들은 걱정과 회의감이다 인터뷰   . 

에 응한 수강생들은 대부분이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졸업 이후 , 

사회 초년생으로서 금융 생활을 앞두고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느껴 실용금융 을 수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서율“ ” . 

은 최소한의 경제 지식 혹은 기본적인 경제 상식 을 갖추고 사회에 나가“ ” “ ”
야 한다는 생각에 수강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민의 경우 뉴스에 나. 

오는 금융 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현민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 ” 

이 일반 대중 수준 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회의를 느“ ”
꼈다 현민 또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 ”
에서 최소한의 경제 지식 이나 기본적인 경제 상식 에 대해 이야기했던 “ ” “ ”
서율와 같은 맥락에서 걱정과 회의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알. 

지는 못하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나오

는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 하니까 .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이해를 잘 못 하

니까 이거 뉴스는 어쨌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일반 대중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고 약간 좀 거

기서 회의감 그런 것도 들고 현민( )

이와 같이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을 무지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접하는 금융 관련 정보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경험 으로 “ ”
인한 것이었다 현민의 경우 주로 뉴스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이야. 

기했지만 다른 수강생들 또한 신문 은행에서 은행원이 설명해주는 내용, , 

네이버 경제 지표 페이지 계약서 등과 관련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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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수강생마다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조금씩 차. “ ” 

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예의 경우 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려웠다. 

고 설명했고 이로 인해 진짜 직접적으로 나한테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 “ ”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현민의 경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전제를 한 . “
세 개 정도를 생략하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설명을 모두 이야기하”
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로 인해 여러 출처의 정보들을 알   “ ” “
아들을 수 없었던 경험 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을 ”
느끼는 경험과도 연결되었다 특히 서율의 경우 가족들 간의 카카오톡 채팅. 

방이 있는데 해당 채팅방에서 엄마와 아빠 오빠가 모두 주식에 관해 이야, , 

기하고 있다 보니 주식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자신은 가족 사이에서 뒤처“
지는 것 같다 라거나 혹은 대화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 고 느꼈다 서율” “ ” . 

은 또한 컨설팅 분야에서 근무하는 친구와 대화하면 친구가 해주는 회사 관

련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 바보같이 보여서 아는 척 을 하고 자, “ ”
세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수현 또한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모두 투자나 . 

청약 등의 계획이 있는 반면 자신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듣고도 하나도 “
못 알아들었다 고 말했다” .

요즘 저 아는 친구들은 다 뭔가 주식하고 투자하고 뭔가 청약하고 뭔가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주식 보면 한 뭐 얘기하긴 하는데 전 정말 하나도 몰라서 낄 수가 . 

없었어요 수현. ( )

한편 수강생들은 금융에 관한 정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이   

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

다 즉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 , 

가면서 분석적으로 글을 읽거나 반복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면 끝내 이해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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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금융에 관한 정보를 이해해보려는 시도 ,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려 서율은 한 가지 단어를 찾. 

아보면 그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다시 모르는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을 

찾아가면서 기사를 읽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신예 . 

또한 경제 기사는 같은 한국말인데도 수능 비문학 읽듯이 읽어야 해서 많“ ” 

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언어가 거기 쓰여있는 언어 자체랑 그리고 접해보지 않았던 언어여서 같

은 한국말인데도 그 비문학 읽듯이 읽어야 해서 진짜로 딱 제가 수능 막 

공부할 때 읽었던 비문학 지문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진짜 시간을 많이 차. 

지했던 것 같아요 신예. ( )

이상의 내용과 같이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전의 자신을 돌   “ ”
아보며 아는 것이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으며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 ”, “ ”, “
많이 소요된다 고 이야기했다 금융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해 스” . , 

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수강생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회의감과 걱정 등 부

정적인 정서를 경험했다 프레이리 는 비문해자가 사회의 주변부로 밀. (1985)

려나며 경험하는 소외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이전에 , “ ”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관한 수강생들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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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대한 기존의 생각2. 

   가정환경의 영향2-1.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전 각 수강생의 금융 관련 경험은 가정환경의    “ ”
영향을 크게 받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정환경과 금융이해력의 관계에 주목.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보다는 금융에 관한 간접적 경험의 빈도 

및 이를 통해 형성한 금융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본 . 

연구에서 금융이해력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강생들, 

은 자신에게 금융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질문에 모두 가정환경의 영향

에 관해 언급하며 답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금융에 관해 얼마나 잘 아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가정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의미한다.

수강생들은 주로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금융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 

대부분의 경우 이는 투자에 관한 대화를 의미했다 예를 들어 현민의 경우 . 

어머니가 은행의 지점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아, 

버지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신다 현민은 그러한 부모님의 대화. 

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고 자신의 자금을 어머니에게 , 

맡겨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서율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주식에 관해 . 

대화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서율은 현민과는 달리 가족들의 단체 , 

카톡방에서 공유하는 정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들의 직접적. 

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수강생들은 뉴스나 신문을 통해 금융을 접하기도 했

다 이 경우에도 수강생들은 자신이 직접 뉴스나 신문을 찾아서 본다기보다. 

는 가족들이 보는 뉴스를 함께 시청한다고 이야기했다 서율과 영솔이 이 . 

경우에 속하는데 특히 영솔은 가족들이 식사할 때 항상 습관처럼 뉴스만 , “
본다 고 이야기 했다 또한 영솔은 최근 아침마다 경제와 주식에 관한 뉴스” . 

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 투자에 관한 부모님의 경험은 수강생들이 투자에 관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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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을 가졌는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영. 

솔의 경우 아버지가 주식이나 이런 추가적인 투자를 안 했으면 이렇게 못 “
산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는 점을 설명했다 영솔은 아버지와 오빠가 ” . 

투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들어오기도 했으나 아버지가 이, 

와 같이 투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시는 덕에 직장만 다녀서는 안 되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해왔다 반대로 수현의 경우 아버지가 주식에 실패한 경” . 

험으로 인해 저걸로는 돈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했다 오히“ ” . 

려 수현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적금을 통해 돈을 모는 것을 선호한다 수현. 

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적금을 들어두고 만기일이 되면 기뻐하시는 모

습을 자주 봐왔고 어머니께서도 수현에게 성인이 된 이후 적금에 가입할 , 

것을 권유하셔서 이후로도 꾸준히 적금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예는 이상의 네 명의 수강생들과는 달리 금융에 관해 가   

족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나 가족들과 함께 뉴스 등을 시청한 경험을 언급하

지 않았으며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고민에 , 

관해 설명했다 신예는 연구자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과제 보고서에서도 . 

그러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하고 싶은 것을 , 

포기했던 경험들은 부유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 을 형성했고 이를 이루“ ”
기 위해서는 금융에 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신예는 .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수업 외에도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 

을 하면서 돈이란 게 대체 뭘까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먹고사는 데 있어“ , 

서 많은 영향을 끼칠까 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

이 영상들을 보며 내가 왜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 

다 잘 살고 싶다는 부유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 때문이었다. , . 

어릴 적부터 힘들었던 가정형편으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하, 

고 싶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어린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기억. 

도 가물가물한 그 어린아이 시절에 나는 꼭 부유하게 잘살고 싶다는 생

각을 했고 그런 욕망이 대학생이 된 지금의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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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듯하다 부유해지려면 막연히 돈에 관해 금융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 , 

생각했다 신예의 과제 보고서 중. ( )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고민   2-2. 

   수강생들은 모두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전부터 자신의 삶에서 돈은 반“ ”
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여겼으며 그것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 

하고 있었다 돈을 버는 방법에 앞서 수강생들이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 이. 

유에 관해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수강생들에게 돈이 필요한 이. 

유는 크게 두 가지였으며 이는 각각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이다 사실 비참함 과 자유 라는 표현은 모두 현민이 사용한 것인. “ ” “ ”
데 현민에게는 돈을 버는 일에 관한 두 가지 목적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 

였으며 이는 다른 수강생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우선 현민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민은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 라는 생각을  “ ”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즉 품위를 지키기 위. , “ ” 

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이전부터 현민이 “ ”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이. “ ” 

야기한 신예나 모든 생활의 기본은 돈 이라고 설명한 서율 또한 이와 마찬“ ”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민은 경제적 자유 를 이. “ ”
야기하면서 필수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일하고 원하는 때에 쉴 수 있으려면 일하지 않아

도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 

영솔이 신나는 목표 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기 위한 목표 로 돈은 모아야 “ ” “ ”
하는 것에 관해 실망감을 표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이들은 단지 먹. , 

고살기 위해 반드시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삶 보다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조건 이상의 경제적 여유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돈을 버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   

는데 이는 각각 몸값을 높이는 것 과 투자를 하는 것이다 먼저 몸값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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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다 는 것은 경력이 없는 대학생의 신분에서 아르바이트해본 현민이나 ”
대학원 진학을 앞둔 수현이 주로 언급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로서 자신이 .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동 수익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였으

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 

의 임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특히 수현의 경우 어떻게 하면 돈을 . “
잘 벌 수 있을까 를 생각하다가 여러 개의 직업 잡 을 가지는 것이 방” (“N ”)

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였다 수강생들이 몸값을 높여서 더 많은 . “ ”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노동 소득을 주요한 소득 창출의 수단으

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 소득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영솔과 서율이 특히 그러했다 예를 들어 영솔의 경우 월급을 통. 

해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자신의 원하는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월급이 물가 상승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

이게 제가 아직 월급은 안 벌어봤지만 월급만으로는 기초적인 생활도 ‘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투자가 필수라’ . 

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투자가 필수인 세상이 온 . 

것 같아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물가도 진짜 너무 많이 올랐. . 

고 영솔... ( )

이들은 노동 소득이 아니라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

는데 서율의 경우 투자를 피할 수 없는 숙명 이라고 표현하면서 은행 이, “ ” “
자 이상의 수익을 얻으려면 주식 밖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 했다고 말했”
다.

따라서 돈을 버는 이유와 방법에 관한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품위와 자유를 누리

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 

강생에 따라 노동 소득과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중요성을 서로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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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평가하였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어떻게 돈을 . 

벌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 

도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에 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만의 세계로서 금융 시장   2-3.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전에 수강생들이 금융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던    “ ”
생각을 요약하면 자신과 관련이 없게 느껴지고 참여해서 이익을 보기 어려, 

운 불합리한 경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이들은 금융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 , 

있지만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거나 있더라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

는 수준의 어려운 원리로 운영된다고 생각해왔다 나아가 일부 수강생들의 . 

경우 그 원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금융의 세계에 참

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금융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관해서는 . 

다큐멘터리에서 일부 언급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해당 다큐멘터리를 EBS , 

보기 전부터 이러한 생각을 해왔으며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러한 생각이 더

욱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우선 수강생들이 금융 시장을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아직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자신이 이. 

미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금융 수강 당시 보험은 “ ”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경우 . 

보험은 부모님이 선택해서 가입해주시고 보험금 납입 또한 자신이 직접 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랑 관련이 정말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저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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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고 그냥 뭔가 용돈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투자한다거

나 아니면 제가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해서 관

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왜 알아야 돼 약간 이런 수현. ‘ ’ ... ( )

제가 주식이라는 건 나랑 거리가 먼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어려울 거야 귀찮아 이러고 접근할 생각을 안 했는데... 

서율( )

한편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금융시장은 그들만의 세계 라고 여겨   “ ”
졌다 예를 들어 수현은 이전에 자본주의의 역사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 

그 내용이 무척 오랫동안 쌓여온 방대하고 심도 있는 것이라고 느꼈고 이, 

로 인해 자본주의가 나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고 있으며 저 위에 있는 사“ ” “
람들이 움직이는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서율 또한 주” . 

식을 자신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던 이유에 관해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

는 생각에 접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영솔의 경우 금융 체계 자체를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했   

다 영솔은 이와 같은 불합리함에 관해 이야기하며 전문 투자자들이 가진 . 

정보와 자본의 규모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음에 관해 설명했다 실용금. “
융 에서 과제로 시청하게 된 다큐멘터리 중 제 절에서 설명한 욕조 안” EBS 2

의 물고기 비유는 영솔이 그간 생각하고 있었던 금융 체계의 불합리함을 정

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물고기가 나온 장면 있거든요 그거 비유였는데 물을 많이 담아주니까 . , 

물고기가 계속 크기가 커졌는데 물을 쫙 빼는 순간 애가 금붕어가 이제 ( ) 

죽잖아요 근데 진짜 그걸 너무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은행이나 . .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맘만 먹고 그렇게 하면은 개인이 어떻게 하겠어(

요 그러니까 그 큰 물이 사회고 그 물고기가 개인이잖아요 딱 풀어놓)... . 

으면서 여유롭게 두다가 쫙 빼니까 바로 죽으니까 너무 약간 좀 소름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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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저게 현실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 

영솔( )

금융 체계에 관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서율 또한 마찬가

지였다 서율은 이전부터 기득권층의 노예 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에 . “ ”
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생각했다 다큐멘터리를 이러한 생. EBS 

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융 세계에 . “
편승 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기도 하였다 영솔은 불합리하지만 그냥 받” . “
아들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 했고 이는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금융 체” , 

계를 믿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선택권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 그 

체계에 참여함으로써 이윤이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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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대한 생각의 변화3. 

흐름을 보는 눈의 중요성   3-1. 

수강생들은 공통적으로 실용금융 을 통해 흐름을 보는 눈 이 생겼으   “ ” “ ”
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한 흐름을 , . “
보는 눈 이란 통화량이 어떤 원리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혹은 금융에 관” , 

한 과거 경험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 있는지 등을 의미했다 유사한 표현으. 

로는 메커니즘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 있었으며 모두 공통적으로 “ ”, “ ”
금융의 세계에서 돈이 어떤 원리에 의해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에게로 움직

이는지와 관련이 있었다.

수강생들이 흐름을 보는 눈 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그것이 실용금   “ ” “
융 을 수강하기 이전에 가졌던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관련이 있기 ”
때문이라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노동이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 , 

하는 것을 중심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해 고민해왔는데 실용금융 은 소“ ”
득과 지출 외에도 다양한 금융의 영역이 있으며 그것들이 모두 개인의 금융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예는 이에 대해 . 

자신이 경험한 금융의 세계가 빙산의 일각 이었다고 표현했다 신예는 처“ ” . 

음에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실용금융 을 수강했지만 주식을 사고팔“ ” , 

거나 돈을 소비하고 지출하는 활동 외에도 금융의 세계에는 더욱 방대한 흐

름이 있음을 깨달았다.

근데 생각보다 더 깊어서 더 방대하고 내가 아는 그냥 돈 쓰고 벌고가 

아니라 되게 돌아가는 흐름이 있다는 게 사실 이익이 된다라고 하(...) 

기보다는 그냥 저는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금. 

융이면 당연히 그게 들어갔겠거니 하고 근데 더 폭넓고 깊더라고요 내용

이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전에 진짜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여. 

지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진짜 이만큼의 빙산의 일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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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신예. ( )

  

흐름을 보는 눈 혹은 신예의 표현을 빌려 빙산 아래를 보게 된 수강   “ ” 

생들은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

식이 변화했다 특히 대출을 활용한 자산 관리는 수강생들의 인식이 크게 . 

변화한 부분이었다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전까지 대출에 관해 . “ ”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대출과 재무설계에 관한 강의를 들은 뒤에는 필

요에 따라 적절한 대출 상품과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의사결정임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수현은 대출이 금융 자산. “ ( )

을 관리하는 역할 자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라는 생각을 새롭”, “ ”
게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흐름을 보는 눈 으로 금융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 ” EBS 

다큐멘터리는 실용금융 교재나 강의에 비해 수강생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 ” 

배신감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이는 새롭게 알게 된 금융에 대한 지식이 돈. 

을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 무척 중요한 정보였음에, 

도 불구하고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 “ ”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에 풀린 돈이 많다 는 이야기가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화폐의    “ ”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서 발생한 무형의 자산 이라는 점은 서“ ”
율과 현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서율의 경우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 

사실과 실제 금융의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 대해 충격

을 받았으며 현민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 이, “ ”
었다.

일단 없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대출해주는 시스템이 금 

세공업자의 발상에서부터 나온 것도 충격을 받았는데 돈이 은행이 실제

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계속 빌려주면서 그게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통화량이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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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서율. ( )

부를 보고 나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금1 . 

융 시스템과 실제 금융시스템은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서율의 과제 . (

보고서 중)

나아가 현민은 은행이 가진 이면의 의도 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 ”
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다 현민이 말하는 이면의 의도 란 지급준비율에 . “ ”
근거해 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받아야 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 ” 

권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교수가 말한 금융 상품의 양면적 속성 과, B “ ”
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현민은 이와 같은 은행의 의도를 진실 이라고 표. “ ”
현했으며 자신은 그 진실 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 ”
고 설명했다 그러한 진실 로부터 소외되어 왔다고 느낀 현민은 그토록 중. “ ”
요한 내용을 그동안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신감 또한 “ ” 

느꼈다.

이걸 왜 안 알려줬을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내가 다른 정보와도 . 

마찬가지로 많이 실생활에서 접했었어야 되는데 완전 금시초문인 정보들

이 워낙 많으니까 왜 안 알려준 거지 기술 가정 이런 거는 . (....) ? (...) 

이제 몇 년 동안 가르쳐주면서 진짜 더 중요한 이거는 왜 안 가르쳐주는

가 바느질하는 이런 거는 가르쳐주면서 경제는 안 알려준다는 게 약간 . 

배신감 느꼈어요 현민. ( )

실용금융 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는 현민이 생각하기에 일찍이 알고 “ ”
있어야 마땅한 것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금시초문인 정보, “
들 이 많았다는 점에서 현민은 그러한 정보들을 그동안 왜 안 알려줬는지” “ ”
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흐름을 보는 눈 은 일상에서의 대화나 뉴스 등 금융에 관한 의사소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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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획득에 있어서도 맥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수강생들은 과. 

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이나 사건들을 실용금융 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 ”
반으로 금융 세계의 원리와 맥락 위에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영솔과 현민. 

은 대출을 권하는 이유 펀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 기준금리가 크게 , , 

이슈가 되는 이유 사람들이 주식을 급격히 많이 하게 된 이유를 실용금, “
융 을 수강한 이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저는 펀드 부분에서 판매자가 말하는 거에 대한 효력이 아예 없고 그걸 

심지어 이렇게 계약서에 써도 원금 보장이나 손실 그런 거 써도 아무런 

효과 없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라임 펀드 같은 펀드 . 

관련 사고가 많았구나 그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영솔. ( )

저는 첫 번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금리와의 관계 약간 제가 진. . 

짜 그냥 금리가 이자 그냥 그 대출 이자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었는데 

왜 그렇게 올리면 그렇게 큰 지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0.1% . 

막 올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일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0.1% ,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다 해소가 됐던 파트여

서 그 파트 강의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웬만한 게 다 응용이 되고 그러

니까 웬만큼 웬만한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현민. ( )

나아가 신예는 일상의 대화에서도 금융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때 과거에  

비해 듣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졌다 신예는 이전에 금융에 관한 . 

이야기가 나오면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실용금융 을 수강한 이후에는 “ ” , “ ”
사람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민 또한 실용금융 을 수강한 이후에 금융에 관한 사. “ ”
람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는 못 하지만 어떤 맥락인지는 알게 “ 100%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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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해력과 생존의 관계3-2. 

 교수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에 관한 문서를 직접   B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였으며 다큐멘터리 또한 현대 금융 사회, EBS 

에서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금융에 대해 알아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와 . 

같이 실용금융 은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생존의 차원“ ”
에서 설명하였으며 이는 수강생들의 인터뷰와 과제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 

등장하는 주제였다 금융이해력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 

다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는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전에 금융 지식이 단지 “ ”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과 대조된

다.

금융이해력과 생존의 관계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수강   

생들의 과제 보고서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섯 명의 수강생 중 네 명의 수. 

강생들은 모두 금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현대 금융 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에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경제에 대해 무지한 나이기 때문에 사회인이 되기 전에 필수적인 경제 , 

지식은 알고 졸업해야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

았다 서율의 과제 보고서 중. ( )

자본주의 사회는 금융이해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스스로를 지키기 , 

위해서는 더욱이 금융지능을 갖춰야 한다 현민의 과제 보고서 중. ( )

관련된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거나 큰 그림에서 돈의 흐름을 보지 않으면 가난에” “
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경고 섞인 강조가 등장한다 다큐멘터리에서 희생” . “
자 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마케팅 전략에 넘어가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
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이나 광고만을 믿고 자신의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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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혹은 광고와는 다른 내용의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표

현이다 이와 같이 다큐멘터리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금융이해력을 갖추는 . 

것이 생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한 결과 수강생들은 공통

적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얻은 깨달음이나 느낀 점을 보고서에 작성했

다.

그중에서도 영솔과 신예의 보고서에는 금융이해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인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죄가 될 수 있다 라거나 자신의 “ ” , 

가족이 가난했던 것은 무지함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 없이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모르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죄가 될 

수도 있다 영솔의 과제 보고서 중. ( )

지금껏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가난했던 이유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정

말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다 신예의 과제 보고서 중. ( )

이와 같이 금융이해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 혹은 그로 인해 가난한 것에 대

한 책임이 무지한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금융이해력과 생존을 결합

하여 생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금융이해력이 없이는 .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는 수강생들에게 금융에 관해 학습하고

자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현대 금융 사회에서 생존하지 못한 이

유를 금융이해력에서 찾게 만든 것이다.

수강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실용금융 의 가장 유익했던 점에 관해 구체적   “ ”
인 행동 지침이 자주 언급된 것은 금융이해력과 생존이 긴밀하게 결합된 결

과라고 보인다 다시 말해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어. “ ”
떻게 행동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얻게 되는 정보를 일종의 

생존 지침서와 같이 여긴 것이다 예를 들어 수현과 신예는 실용금융 중 . “ ” 

금융사기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당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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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했다고 이야기했다.

뭔가 예를 들면 누가 같이 투자하자 뭐 이러는데 뭔가 그걸로 그 사람한

테 감언이설 돼서 투자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르

면 진짜 사기당할 것 같다는 생각 수현. ( )

불법 채권 추심 것도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근데 당연. . 

히 이제 에서 노출되거나 영화에서 노출되는 게 다 그런 내용이라서 TV

저는 이렇게 빚쟁이들은 다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익. 

했던 것 같아요 실생활에 그거는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신예. . ( )

나아가 수현은 교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 같았다 고 이야기하며    “ ”
가장 기억 하는 내용 또한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

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수는 수업 중에 지금 배우는 내용은 시험. B “
이 아니라 인생이 걸린 문제 라고 강조하곤 했으며 지금이 아니면 아무도 ” , “
알려주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며 실용금융 에서 다루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 “ ”
한 것인지를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교수는 졸업 후에 해야 할 일 취업 . B , 

후에 해야 할 일 등 수강생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어떤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민은 이와 같은 지침이 유익했던 이유는 더 생각을 할 필요가    “
없이 배운 대로만 행동하면 되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교수의 ” . B

강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특히 실용금융 교재의 금융꿀팁 항, “ ” “ ” 

목에 관한 설명이었다 현민은 다른 개념 설명보다도 금융꿀팁 에 나와 있. “ ”
는 내용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쓸모 있는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에 교재 

중에서도 해당 항목을 더 주의 깊게 살폈다고 말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 못 돌려받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

기를 해 주시는 것들 그 실생활 꿀팁 약간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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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서 제가 더 배운 것을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말 배운 대로

만 행동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현민. ( )

정리하자면 실용금융 은 현대 금융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금융이해력  , “ ”
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서 금, 

융 지식을 떠올렸던 수강생들에게 생각의 변화를 요구했다 실제로 수강생. 

들은 금융이해력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는 , 

금융에 대한 학습에 강한 동기가 되었으며 특히 실용금융 의 내용 중에서“ ”
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부분을 유익하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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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학습과 실천4. 

소비습관의 변화4-1. 

자본주의 부 소비는 감정이다 에서는 왜 소비를 멈출 수 없는가   < > 2 “ ” “ ”, 

브랜드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 를 주제로 다양한 마케팅 기법과 소비의 “ ”
유형 소비를 일으키는 감정 등을 다룬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부는 대, . < > 2

부분의 소비가 실제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불안 외로움 우울 상실 등의 감, , , 

정과 무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실 소비만으로는 그러한 감정을 해소하, 

거나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을 깨우쳐주고자 한다 자본주의 중 소. < > 

비에 관한 부의 내용은 유독 많은 수강생들에게 인상 깊은 내용으로 남았2

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했다, . 

실용금융 을 통해 변화한 부분에 관해 물었을 때 영솔과 신예 서율은    “ ” , 

모두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부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모두 소비와 < > 2 . 

감정의 관계에 대한 자본주의 의 내용에 깊이 공감했으며 불필요한 소비< > , 

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도 하였다.

근데 거기에 뭐냐 소비는 감정이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보고 좀 많. . 

이 반성을 했던 것 같은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 소비하는구나 진짜 . (...) . 

바로 사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거를 그래서 다큐에 좀 이런 식으로 반. .. 

성을 좀 했습니다 영솔. ( )

소비 부문에서 여자들이 더 조금 감정적이고 뭔가 사회에서 보상받지 못

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소비로 푼다 이런 거가 딱 제 얘기여서 이제 .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강의를 보고 제가 소비를 할 때 한 일은 생각2-3

을 해보는 것 같아요 서율. ( )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써도 불필요한 소비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수업, 

을 들으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지금은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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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런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이걸 샀을 때 내가 정? 

말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물건으로서 그런 거를 한 번씩 돌아보면? 

서 신예. ( )

   

영솔의 경우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 반성적 태도를 갖게 

되었음에 대해서만 언급한 데 반해서 서율과 신예는 실제로 소비를 하기 전

에 며칠의 시간을 두고 좀 더 오래 고민해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

다.

수강생들의 이와 같은 변화는 자신의 소비 생활이 마케터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율과 신예는 각. 

각 역시 전문가들은 내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 마케터“ ”, “ (

들 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파고 들어오는 구나 를 알게 되었고 ) ”
이에 대해 한대 얻어맞은 느낌 을 경험했다 이는 제 절에서 현대 금융 “ ” . 1 “
사회의 실상 의 일환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추”
구하는 지에 관한 지식을 다룬 것과도 관련이 있다 수강생들은 현대 금융 . 

사회 안의 이해관계를 단지 그 세계의 매커니즘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

지 않고 그러한 이해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했

던 것으로 보인다. 

재무 설계 실천4-2. 

수강생들은    “열심히 벌기만 하면 돼 성실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 ”
것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 .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오래 산다면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 

이 재무 설계를 잘 해야 하는 거는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 들고 재무설, (

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태 안 그랬지만 이제는 해야 된다 영솔) . . ( )

영솔의 경우 재무 설계 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수현과 신예의 경우 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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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 한다거나 어떻게 더 불리느냐 를 고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현” “ ” . 

은 많게 벌든 적게 벌든 떠나서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말했“ ”
으며 생애 주기 별 특성에 따라 대출 상품을 활용하거나 저축액을 조절하, 

는 등의 관리가 필요함을 깨달았음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금은 그 뭔가 수업에서 되게 느낀 거는 그 금융이 진짜 내 바운더리에 

있구나 진짜 내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구, . 

나 이게 많게 벌든 적게 벌든을 떠나서 진짜 이걸 돈을 잘 관리하는 게 . 

중요하구나 뭔가 생애 주기별 이런 걸 배웠는데 그게 진짜 되게 중요( ). 

한 요소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 

들면 저는 되게 대출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내가 생

애 주기별로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없을 때는 빌리는 것도 그렇

게 안 좋은 일이 아니고 또 그걸 상환해 나가면서 약간 금융을 관리하는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산을 좀 뭔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수현. ( )

즉 수강생들은 향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필, 

요에 따라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다가올 미래에 그러한 전략을 실행할 것에 관해 다짐하였다, .

불법적 금융 행위 경계4-3. 

수강생들은 금융사기를 비롯한 불법적 행위를 경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금융 사기 예방은 제 절에서 설명했듯이 실용금융 의 주된 목표 중 한1 “ ”
가지이며 실제 교육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강조된 내용이다, . 

수강생들은 금융 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특히나 

유용하다고 여겼으며 이는 자신이 실제로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더 공감, “ , 

이 돼서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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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것도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근데 당연. 

히 이제 에서 노출되거나 영화에서 노출되는 게 다 그런 내용이라서 tv

저는 이렇게 빚쟁이들은 다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익. 

했던 것 같아요 실생활에 그거는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신예. . ( )

나아가 수현은 당장 자신이 투자를 할 것이 아니더라도 투자에 관한 정   

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향후 투자를 

하는 시점에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생기면 뭔가 예를 들면 누가 같이 투자하자 뭐 

이러는데 뭔가 그걸로 그 사람한테 감언이설 돼서 투자한다거나 이런 일

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르면 진짜 사기당할 것 같다 수현. ( )

 

금융사기 외에도 신예의 경우 불법 채권 추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기   

도 했다 채권 추심의 불법적 행태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한 탓에 불법인 줄. 

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실용금융 을 통해 그것이 불법임을 새로이 “ ”
알게 되었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앞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밀히 따져보기4-4. 

수강생들은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물어   

봐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 점은 특히 수현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 

러나는데 수현은 실제로 자신의 통장을 열어 작은 글씨로 쓰인 약관의 내, 

용을 살펴보았다.

제 통장 약관들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냥 읽어봤어요 약관. . 

이 대체 뭐 쓰여 있는지 원래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그냥 뭐가 써 . 

있어서 이렇게 작은 걸로 써 있지 라고 그리고 앞으로 좀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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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현. ( )

수현은 또한 교수님 말씀대로 은행에 가서 직접 진짜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고 다짐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수강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상품 설명과 ” . 

약관 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 

것은 교수가 그러한 행동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B . 

교수는 인터뷰 중 금융 지식이 가지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B

창피하고 무식함이 드러날 것 같아서 질문을 잘 하지 못하며 오히려 금“ ” , “
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뭐에요 하고 물어본다 는 점을 언급했다 이‘ ’ ” . 

처럼 교수는 질문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B ,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금융 상품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갖출 것을 강조

했다 그 결과 수강생들은 자세하게 물어보고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 

했으며 그와 같이 행동하기로 다짐하게 된 것이다, . 

지속적인 학습4-5.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수강한 것이 자신의 금융 생활에 필요한 모든    “ ”
지식을 습득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실용금융 을 수강한 . “ ”
것이 첫 단추 였다고 이야기했으며 종강한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 혹은 “ ” , 

더 궁금한 분야를 스스로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이게 조금 더 들어오고 체득이 되고 해야 뭔가 

이제 진짜 실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저는 

첫 단추였어요 그래서 일깨워진 뭔가 이제 막 적용을 해보고 이런 단계. 

라기보다는 일깨워져서 이제 좀 더 알아야겠구나 더 공부해야겠구나를 

깨달은 정도 신예( )

즉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통해 금융의 세계에 관해 일깨워졌다 라고 , “ ” “ ”
느끼기는 했지만 일깨워짐 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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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신예가 말한 일깨워짐 은 금융의 세계가 자신이 . “ ”
생각하던 것보다 깊고 넓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더 많은 학습이 필요, 

하다는 깨달음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는 영솔 또한 마찬가지이다 영솔은 . . 

통계학과 수업을 수강했던 경험에 빗대어 실용금융 또한 마찬가지로 현“ ” “
실과 관련된 경제를 따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그게 현직 현직에서 하는 통계랑 이게 그런 학교에서 배는 통계가 이게 

연결이 쉽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따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경제. 

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내용을 배우면 본인이 현실과 관. 

련된 경제를 따로 공부를 해야 하고 어차피 영솔( )

한편 수강생들은 영솔이 말한 것과 같이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 는 점   “ ”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신예의 경우 실용금융 을 수강. “ ”
하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부분은 유튜브 등을 찾아보

며 공부를 해야 했는데 그 점이 오히려 좋은 순기능 이었다고 말했다 다, “ ” . 

른 수강생들 또한 유튜브를 비롯해서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가면서 실용금융 을 수강했다“ ” .

폭넓게 가르쳐주셔서 좋았고 궁금한 점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동안은 경제 용어를 너무 몰랐어서 그쪽을 등한시했었. (...) 

던 거고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돼서 이제는 읽을 수 있는 능력

이 생기니까 호기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서율( )

서율 또한 신예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의 순기“
능 을 언급했는데 서율은 이를 호기심이 많아졌다 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 , “ ” . 

락에서 영솔 또한 실용금융 을 통해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지 않게 되었“ ” “
다 고 이야기했으며 실용금융 의 영향으로 경제에 관한 여러 책들을 전자” , “ ”
책으로 다운받아 두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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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갈등4-6. 

한편으로 수강생들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기도 했다 이는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과 안정성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 

가와 관련된 것으로 실용금융 에서는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 “ ”
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안정성, 

이 높은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실용금융 에서는 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안정. “ ”
성을 고려해 적절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수 . B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식과 같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펀드 상품을 이용한 

간접 투자를 권장하였다 수강생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 

면서도 높은 안정성에 따르는 낮은 수익률로 인해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이전부터 월급이나 은행 이자로는 기   “ ”
대하는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는 사람들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나 가파르게 올

라가는 집값에 대한 뉴스 등으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

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수강생들에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는 설득력 있

게 다가오지 않았다 주식 투자를 계층 이동의 유일한 수단 이라고 표현한 . “ ”
현민의 경우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계층 이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
것이라는 생각 을 한다고 말했다 즉 현민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 , 

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 “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솔 또한 가상화폐와 같은 ” .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런 깡다구가 있기는 해야 하겠구나 라고 ‘ ’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현민은 교수가 안정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교수가 금융   B B

감독원의 소속이기 때문에 과도한 투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인

식하고 있기도 했다 영솔 또한 교수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에 관해 이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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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것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자신과 

같이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았다.

근데 그 대학생이 금융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은 제가 볼 땐 ( ) 

좀 큰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만 원 정도 용돈벌이. 50

로 하는 거는 솔직히 괜찮은 것 같고 진짜 과하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빚내서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영솔. . ( )

이와 동시에 수강생들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일부 공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수현의 경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 ) 

까 왜 하지 말라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주변에는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앞서 언급한 현민과 영솔 또한 ” . 

실용금융 에서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 ” . 

이들은 수익률만 추구하느라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

한 일인지 알면서도 이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가 이중적인 마음 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 ” .

따라서 실용금융 을 수강한 것은 수강생들에게 금융에 대한 학습을 완   “ ”
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앞으로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 

금융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실용금융 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해하기 위해 최소한의 발판의 “ ”
역할로서 작용하였다 나아가 수강생들은 실용 금융 을 통해 적어도 투자. “ ”
에 관해서는 정답을 얻었다기보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감각을 습득했다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 

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고민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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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와 금융문해3 

금융문해의 구성 요소1. 

금융문해는 경제의 금융화가 가속화 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선택지들이    

개인에게 주어짐에 따라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해력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실용금융 교재 제 판의 발간. “ ” 3

사에서 언급되는 금융 상품의 다양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 

스 상품의 복잡도 증가 정보의 비대칭성 신종 금융 사기 등에 관한 내용, , , 

은 사당 부분 금융문해와 금융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문헌에서 다

루는 사항과 일치한다 즉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 , “ ”
교육은 아니지만 그 배경과 목적 내용에 있어서 금융문해력 증진에 기여하, 

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요. 

소들을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용금융 과 , “ ”
금융문해의 관계를 탐색한다.

우선 는 금융교육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OECD (International Network 

를 기반으로 금융문해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며 금융on Financial Eudcation)

교육을 확산시키는 일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는 년부터 금융문. OECD 2010

해의 개념화와 측정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년에 발행된 보고서를 기준, 2013

으로 는 금융문해를 적절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개인의 금융 OECD “
복지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지도 지식 기술 태도 행동 으(awareness), , , , ”
로 정의하였다 이후 는 금융문해의 정의를 보(OECD, 2013, p.14). OECD

다 정교하게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일을 지속해왔으며 년 , 2019

보고서에서는 금융문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금융문해는 금융 개념과 리스크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금융 맥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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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개인과 사회의 금융복지를 증

진하며 경제적 삶에 참여하기 위해 그러한 지식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이다.” (OECD, 2019, p.18)

이상의 정의는 금융문해의 구성요소를 크게 금융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 

로 규정한다 여기서 금융에 관한 지식이란 주요 금융 개념과 금융 상품의 . 

기본적인 특징 등 금융의 세계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구성요소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술에는 정보에 접근하고 비교 및 대조하며 추론하고 . , , 

평가하는 일반적인 인지적 과정 그리고 수리와 언어적 기술이 포함된다, . 

마지막으로 태도는 금융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동기와 자신감 장기적인 관, 

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 

있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해당 정의는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위한 권장 사   OECD 

항을 제시하는 문서에도 적용이 되었으며 상당수의 국가들(OECD, 2021), 

은 동일한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국가 전략 문서에 반영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 국가. , , , 

는 금융문해 전략 라는 이름으로 금융교육을 추(Financial Literacy Strategy)

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금융문해에 관한 . 

의 정의는 국가 별 전략의 차원에서 통일성 있게 적용되어 있OECD(2019)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술적 차원에서 금융문해의 정의 및 이를 구성. 

하는 하위 요소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구자에 따라 . 

금융문해는 지식 기술 태도 행동에 걸쳐서 일부 영역을 특히 강조하거나 , , , 

영역 별로 각 요소들을 융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표 는 년 이후 . 12 2000

금융문해를 다룬 주요 연구물들에서 금융문해를 정의하는 방식을 정리한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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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저자 금융문해 정의

지식, 
기술, 
태도

Remund(2010)

주요한 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생애 주기와 변화하는 , 
금융 환경을 고려해 장단기적 관점에서 금융 계획을 
세움으로써 개인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
신감을 갖는 것

지식, 
기술

외Hung (2009)

기본적인 경제 및 금융 개념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생애에 걸친 금융복지, 
를 위해 금융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
한 기술

Almenberg & 
Widmark(2011)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일반
적 수리적 능력 등의 인지적 기술와 금융 개념 및 상, 
품에 대한 지식

지식

Mandell & 
Klein(2007)

경제의 원칙과 지식에 대한 익숙함과 이해도

외 Aprea (2016)
소비와 저축 은행 계좌 관리 대출 리스크 관리 등 , , , 
개인의 금융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

Lusardi & 
Mitchell(2011)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복리 인플레이션 리, , 
스크 개념에 대한 이해

기술

Schagen(2007)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고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 
는 것에 관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Hsiao & 
Tsai(2018)

현금 관리 저축 신용 관리 금융 계획 보험 대출, , , , , , 
연금 투자 금융 정보 활용 능력, , 

Marcolin & 
Abraham(2006)

금융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보에 기반 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금융에 관한 문제에서 잘못된 , 
선택을 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외Taft (2013)
은행 계좌 관리 예산 계획 미래를 위한 저축 대출 , , , 
관리에 관한 능력

외Vitt (2000)

금융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재정 조건에 관해 
읽고 분석하고 관리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 
금융 선택지를 식별하고 돈과 금융 이슈에 관해 논의
하며 생애 주기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
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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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문해에 관한 선행연구 중 와    12 OECD(2019)

같은 방식으로 지식과 기술 태도를 모두 직접 언급하는 것은 , 

의 연구이다 는 금융문해를 개념화한 선행Redmund(2010) . Redmund(2010)

연구를 종합하여 금융문해의 주요한 요소로 금융 개념에 대한 지식 그것에 ,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한 의, ,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미래의 금융 필요를 위해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신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금융문해를 ,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외 와 는 . Hung (2009) Almenberg & Widmark(2011)

태도를 제외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으며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언급하는 지식은 금융을 이루는 기본적 개념과 금융 상품에 관한 것이

다 한편 외 는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기술로서 그러한 지식을 . Hung (2009)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산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

는 반면 는 보다 구체적인 인지적인 기술을 Almenberg & Widmark(2011)

언급하고 있다 그 밖의 대다수 연구들은 금융에 관한 지식 그러한 지식을 . ,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각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금융문해를 정의한다. 

한편 이상의 내용을 다시 지식과 기술 태도에 관한 주요 요소들을 중심   , 

으로 정리하면 표 과 같다 먼저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지식에는 크게 금13 . 

융에 관한 지식과 경제에 관한 것이 있다 개인의 금융 생활은 거시적인 경. 

제 구조의 일부라는 점에서 은 개인의 미시적인 Kozup & Hogarth(2008)

의사결정과 거시적 경제 맥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았

주요 
요소

저자 금융문해 정의

기술

Moore(2003)
실천적인 경험과 지식의 융합을 통해 금융 지식을 활
용할 수 있는 것

Kozup & 
Hogarth(2008)

금융 문해의 핵심 요소는 수리 능력 특정한 의사결정, 
의 장점과 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미시적 의, 
사결정과 거시적 경제 맥락의 관계 이해

표 12 선행연구의 금융문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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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따라 외 와 은 금융이나 금, Hung (2009) Mandell & Klein(2007)

융 상품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 개념과 경제 원칙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요 요소 내용 저자

지식

금융

주요 금융 개념

OECD(2019), Remund(2010), 
Almenberg & Widmark(2011), 
Lusardi & Mitchell(2011), 

외 Aprea (2016)

금융 상품의 기본적인 특징
OECD(2019), Almenberg & 

외 Widmark(2011), Aprea 
(2016)

경제
주요 경제 개념 경제 원칙, 

외Hung (2009), Mandell & 
Klein(2007)

미시적 의사결정과 
거시적 경제 맥락의 관계 이해

Kozup & Hogarth(2008)

기술

의사결정

금융에 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Schagen(2007), Marcolin & 

외Abraham(2006), Vitt (2000), 
OECD(2019)

정보에 근거한 판단
Schagen(2007), Marcolin & 
Abraham(2006)

장단기적 금융 계획 수립
전생애에 걸친 금융 자산 (
관리)

외Remund(2010), Hung (2009)

인지적 
기술

언어 능력 
읽고 소통하는 능력( )

OECD(2019), 외Vitt (2000)

수리 능력
Kozup & Hogarth(2008), 
Almenberg & Widmark(2011)

일반적 인지 능력 정보 접(
근 비교 대조 분석 추론, , , , 
평가)

외Vitt (2000), Almenberg & 
Widmark(2011), OECD(2019), 
Kozup & Hogarth(2008)

기술 기타

개인의 금융 관리 영역 별로 
필요한 기술 (현금 관리 은, 
행 계좌 관리 저축 신용 관, , 
리 보험 대출 연금 투자, , , , )

Hsiao & Tsai(2018), Taft 
외(2013)

금융 지식의 활용 외Moore(2003), Hu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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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술과 관련된 주요 요소는 의사결정에 관한 능력과 인지적    

기술이 있다 등은 금융에 관. Schagen(2007), Marcolin & Abraham(2006) 

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데 반해 

일부 연구자들은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나 장단기적 금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해 구체적

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언어와 수리 능력 그리고 그 밖의 일반적인 . , 

인지적 능력은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기술 중 주요한 영역 중 한 가지이며, 

특히 일반적인 인지 능력의 경우 정보를 찾고 활용하며 비교 대조 분석, , , 

추론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 . Kozup & 

은 평가하는 능력에 관해 특정한 의사결정의 장점과 단점을 Hogarth(2008)

구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같은 인지적 능력이 효과적인 의

사결정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의사결정과 인지적 기술 외에. 

도 선행연구에서는 저축 신용 관리 보험 대출 등 개인의 금융 생활이 일, , , 

어나는 각각의 영역을 나열하며 각 영역에 필요한 기술을 곧 금융문해라고 

보기도 하였으며 금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상의 내용을 포, 

괄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연구가    

와 가 유일하였다 두 연구에서 금융문해를 구Redmund(2010) OECD(2019) . 

성하는 주요한 태도로 설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장

기적 관점 심리적 요소들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감, , 

주요 요소 내용 저자

태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태도

장기적인 관점 OECD(2019)
심리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조절

OECD(2019)

자신감과 
동기

개인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
는 자신감

Remund(2010)

금융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동기

OECD(2019)

표 13 주요 요소 별 금융문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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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기이다 이상의 요소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 , 

한 능력을 구사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태도이다 금융문해와 금융복지의 관. 

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식과 기술이 실제 금융 행, 

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태도로 보고 있다(Tang & Baker, 

따라서 금융문해 개념이 태도와 관련된 요2016; Mandell & Klein, 2009). 

소를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 행동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식과 기술 태도를 중심으로 금융문해의 개념   , 

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과 경제에 . , 

관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지식에 해당된다. 

둘째 정보에 근거한 판단과 이를 통한 장단기적 금융 계획 즉 금융에 관, , 

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능력은 지식의 활용에 필요한 능력이다 셋째 지식과 기술을 행동으로 이. , 

어지도록 하는 자신감 동기 장기적 관점 등은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주요, , 

한 태도 관련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실용금융 의 교. “ ”
육 목표 그리고 각 목표와 관련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실용, “
금융 이 금융문해력의 증진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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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해의 구성요소에 기여하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2. 

좌의 교육 내용 및 방법

   지식2-1.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은 지식 차원에서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네 가지    “ ”
항목 즉 금융 개념 금융 상품 경제 개념 및 원칙 미시적 의사결정과 거, , , , 

시적 경제 맥락의 관계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 

실용금융 의 학습자들은 미지석 의사결정과 거시적 경제 맥락의 관계에 대“ ”
한 지식을 인상 깊게 여겼고 지각된 지식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아래, . 

에서는 금융문해의 지식 관련 요소들을 실용금융 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 ”
었으며 이에 대해 수강생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해 분석한 결과

를 기술한다. 

첫째 실용금융 은 실제 금융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와 금융상품을    , “ ”
선택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 개념을 교육한

다 실용금융 은 교육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에 관해 학술적인 접. “ ”
근이 아닌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에 따라 실용금융 은 주요한 . “ ”
금융 개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학술적 텍스트가 아닌 금융 계약서 금유회, 

사 직원들 언론 보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개념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 . B

수는 이를 실전 용어 라고 지칭하였으며 이와 같은 실전 용어 는 학술적“ ” , “ ”
으로도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학술적인 맥락 보다는 실제 금융 생활의 맥락

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용어 즉 개념들이다, . 

또한 실용금융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은 비용 적합   “ ” , 

성 위험성의 개념이다 각 개념은 특정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 . 

수수료 세금 등의 비용 자신의 필요와 상황과의 적합성 손실의 위험을 의, , , 

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들은 각 금융 상품에 적용되어 그 의미가 구체화되. 

며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에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 . 

라서 실전 용어 와 같은 맥락에서 비용과 적합성 위험성 개념은 학습자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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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융 생활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개념이며, 

그러한 이유로 실용금융 에서는 이를 주요한 금융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
다. 

둘째 실용금융 은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교재와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 “ ”
금융상품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한다 실용금융 제 판 교재를 기준으로 . “ ” 3

총 개 단원 중 개 단원은 저축 투자 대출 보험 연금 상품과 직접적으12 7 , , , , 

로 관련이 되어 있다 각 단원에서는 특정한 금융 상품과 관련하여 합리적. 

인 의사결정의 방법을 안내하기에 앞서 상품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한다 예. 

를 들어 부채관리 단원에서는 부채의 개념과 부채가 발생하는 요인을 설“ ” 

명하며 대출 상품의 배경을 다룬다 이어서 해당 단원에서는 대출의 활용 . 

방법으로 대출 상품의 종류와 금리 상환방식을 설명한다 실용금융 강의, . “ ” 

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재의 순서와 구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강의 내용 또한 

금융상품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실용금융 은 언론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원칙을 익히도록    , “ ”
한다 교수가 대학에서 활용하는 주요한 교수법 중 한 가지는 최근 일주. B A

일 이내의 언로 보도 자료를 개 내외로 선정하여 매 강의 마다 간단히 10

소개하는 것이다 년 학기는 기준 금리의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 21 2

이슈였던 시기였기에 당시에 교수가 소개한 언론 보도 중에는 글로벌 상B

황과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해당 언론 보도, . 

를 통해 교수는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B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글로벌한 경제 상황이 큰 폭으로 . 

변화를 겪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금융에 관한 언론 보도 자료를 활용하는 것

은 수강생들이 간접적으로 경제 원칙이 작동하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실용금융 은 거시적 경제 맥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 “ ”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함으로써 금융문해의 하위 요소인 미시적 의사결

정과 거시적 경제 맥락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실용금융 이 미시. “ ”
적 의사결정과 거시적 경제 맥락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는 주요한 방식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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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경제 상황이 개인의 금융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수는 은행 상품을 선택할 때에 기준 금리와 코. B

픽스 금리의 흐름 그리고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그, . 

밖에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거시적 경제 상황을 주도하는 금융회사의 , 

수익 구조 등에 관한 지식은 모두 거시적 경제 맥락 그 자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그에 따라 개인의 금융 생활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방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금융생활과 거시적 경제 맥락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 결과 수강생들은 스스로가 흐름을 보는 눈 이 생겼다고 인“ ”
식하게 되었다 금융의 세계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터니즘 이나 금융이 . “ ” “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 관해 알게 되었다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는 모두 같은 ”
맥락에 속한다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중에서. “ ”
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장 인상 깊게 여겼으며 거시적 경제 맥락에 대한 , 

깨달음은 금융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금융 생활 외에도 거시적인 맥락에서 작

동하는 원리가 있으며 그러한 원리가 자신의 금융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

친다는 사실은 금융을 포함한 거시적인 금융의 세계가 자신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기술2-2.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기술은 크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   

술과 인지적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기술 즉 언어와 수리 및 일반. , 

적 인지적 능력들은 모두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금융에 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 

이와 같은 인지적 능력 외에도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장단기적인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절차 고려사항에 관한 지식 또한 필요하다 실용, . “
금융 은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기술 중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기술과 인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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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각각을 습득하는 데에 기여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 결과이다. 

먼저 실용금융 은 정보에 근거한 효과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 “ ”
절차적 지식을 안내한다 절차적 지식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 .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식을 말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목표하는 ,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Canobi, 2009; Georgeff & 

Lansky, 1986; McCormick, 1997; Rittle-Johnson & Schneider, 2015). 

는 절차적 지식이 알고리즘과 같이 만약 라면 한다 의 구조Star(2005) “ A B ”
를 가진 지식일 수도 있고 문제 상황의 종류에 따라 직관적 판단에 가까운 , 

것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금융에 관한 효과적 의사결. 

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지식이란 학습자가 마주한 금융 문제나 달성

하고자 하는 금융 목표를 각각 어떻게 해결하고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지식

을 의미한다 실용금융 은 학습자가 효과적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할 수 있. “ ”
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절차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전달한다. 

구체적으로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에 포함된 절차적 지식은 절차 방   “ ” , 

법 유의사항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실용금융 교재를 구성, , . “ ” 

하는 소단원 혹은 그 이하의 제목들 중 각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표 14

에 정리되어 있다 절차는 부채 상환 계획 수립이나 재무설계의 과정과 같. 

이 안내되는 사항을 순서대로 따라서 행동하도록 설명하는 내용이다 방법. 

의 경우 신용 관리 방법이나 투자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과 같이 정해진 순

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사항은 펀드 투자 시의 유의사항이나 불공정 거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 등 의사결정 시에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사항은 의사결정 시에 주요하게 고려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준수해야 하는 원칙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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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절차

합리적인 소비
부채현황 파악하기
부채상환계획 수립하기
부채상환원칙
리스크관리 절차
재무설계의 과정

방법

주식 거래 방법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신용 관리 방법
연체 시 대처 방법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대처방법
리스크관리 방법
은퇴 연금 설계

유의사항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
불공정 거래에 빠지지 않기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고려사항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대출 시 고려사항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대의 자산관리원칙20

표 14 권장 행동의 유형 별 실용금융 교재 단원의 제목 “ ” 

금융문해를 개념화한 선행연구에서는 효과적 의사결정 정보에 근거한    , 

의사결정 장단기적 계획 수립의 기술을 주요한 구성요소로 언급하고 있지, 

만 그러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실용금. “
융 에서 금융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의사결정에 관한 기, 

술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 방법 유의사항 고려사항 등 다양한 종류의 , , , 

절차적 지식을 요한다 다시 말해 실용금융 은 이와 같은 절차적 지식을 . “ ”
안내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상의 절차적 지식은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일반   , 

적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실용금융 이 제시하는 절차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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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특히 평가 비교 추론 능력과 관련이 있다 우선 평가와 관련해서는 , , . 

실용금융 이 제시하는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 ”
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필요 상황 성향을 기준으로 특정한 금융 상품을 평, ,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용금융 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 “ ”
위한 방법으로서 의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정보의 출처를 , 

기준으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에 해당된다 나아가 실용금융 은 각종 고. “ ”
려사항을 기반으로 금융 상품 간의 비교를 권장하며 상담사의 설명과 실제 , 

상품의 약관 내용 또한 비교하며 확인하도록 안내 한다 마지막으로 추론 . 

활동은 특히 거시적 경제 맥락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

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 상황 그리. , 

고 그러한 상황에 적합한 재무 설계는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금융 . 

회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용금융 은 금융 “ ”
상품의 양면성에 관해서도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금융 회사의 , 

이해관계가 금융 상품에 반영되는 방식에 대한 추론을 요한다. 

그러나 실용금융 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요구   “ ”
하는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지 평가와 비교 추론 능력의 증진을 직접, 

적인 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용금융 은 어떠한 기준을 . “ ”
가지고 평가와 비교를 해야 하는지를 절차적 지식의 일환으로서 제시하며, 

추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시적 경제 맥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와 . 

같이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별도의 교육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금융의 

맥락 안에서 일반적 인지능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실용금융 이 의사결정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 “ ”
보다는 금융 생활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실용금융 은 직접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교육 목표로 설정   , “ ”
함으로써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언어 능력의 증진에 기여한다 이와 관련된 . 

실용금융 의 교육 방법은 오픈북 방식의 시험과 셀프 트레이닝 을 강조하“ ” “ ”
는 교육 방침이다 오픈북 방식의 시험은 특정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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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를 푸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서 이를 

제시된 문제의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시험에 대. 

비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교재와 강의 자료를 암기하기 보다는 “ ” 

반복적으로 읽으며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것으로 권장 받

는다 뿐만 아니라 교수는 수업 중에 교재의 모든 내용이나 언론 보도의 . B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기 보다는 주요한 내용만을 간략히 설명하고 자세

한 사항은 반드시 교재를 직접 읽어보라고 안내한다 이와 같은 셀프 트레. “
이닝 즉 금융에 관한 정보를 직접 읽고 이해하는 연습은 교수가 수강생”, B 

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학습 방법이었다. 

한편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통해 이전 보다 수월하게 금융에 관한    “ ”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수강생들이 이와 같이 . 

이야기한 배경에는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용어의 의“ ”
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의 ,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에 관한 텍스트를 읽는 것에 흥미가 생겼다는 점이 

있다 다시 말해 수강생들이 금융에 관해 읽고 이해하는 것이 수월해진 이. 

유는 단지 실용금융 을 통해 언어 능력이 증진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텍“ ”
스트 안에 포함된 금융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도과 금융에 대한 흥미가 높

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문해의 구성요소로서 언어 능력. 

은 금융에 관한 정보를 읽고 활용하는 데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용금융 과 같이 이미 충분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 “ ”
는 고등교육 학습자들에게는 언어 능력 그 자체보다는 금융 용어에 대한 이

해도와 금융 관련 텍스트에 대한 흥미가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태도2-3. 

금융문해 중 태도에 관한 요소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 심리   , 

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동기와 자신감이다 실용금, . “
융 수강생들이 수강 이후 자신의 변화된 생각과 행동 그리고 향후 계획에 ” , 

관해 이야기한 내용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변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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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 및 방법과 연결지어 기술한다“ ” .

첫째 수강생들은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   , 

으며 이는 금융문해의 구성요소 중 장기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수강생들은 . 

다양한 이유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는 오래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생애주기 별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서 등이 있었다 수강생들이 이같이 생각하게 된 것은 특히 저금리와 고령. 

화 사회에 대한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 ”
있다 실용금융 은 현대 금융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저금리와 고령화를 . “ ”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노인빈곤율 노인성 치매 유, , 

병률 노인자살률과 같이 암울한 통계치를 활용하여 자우 그 자체가 리스크, 

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저금리 상황에서는 노후 자금 마련을 . 

위해 더 많은 저축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저축 및 연금 관련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둘째 심리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수   , 

강생들은 소비가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소비와 감정의 관계는 실용금융 교재가 . “ ”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주로 등장한다 다큐멘터리에는 마케팅 기법이나 EBS . 

소비를 일으키는 감정들을 다루며 과소비의 주된 원인은 낮은 자존감이라, 

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는 곧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 

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강생들은 다큐멘터리 내용 . 

중에서도 특히 해당 부분을 인상 깊게 여기고 공감하였으며 실제 소비 패, 

턴이 변화하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실용금융 교재 또한 합리적. “ ” 

인 소비를 위한 전략으로서 욕구보다 필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

단히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이를 보다 구체적인 예시. EBS 

를 들어 설명하거나 수강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

였으며 그 결과 수강생들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였, 

다. 

나아가 실용금융 은 합리적인 소비 외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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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심리적 요소의 관리와 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금융사기 피해와 . 

관련하여 실용금융 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침은 의심하는 것이다 금“ ” . 

융사기 수법은 상대방에게 부담감과 압박감을 주거나 공감을 사서 합리적이

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심하는 행위에 . 

대한 강조는 금융사기 수법이 의도하는 심리적인 혼란은 조절하고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실용금융 에서 제시하는 . “ ”
의심하는 행위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며, 

이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셋째 수강생들은 금융에 관한 학습을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   , 

를 얻었다 수강생들이 실용금융 을 수강한 이후에도 금융에 관한 학습을 . “ ”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한 데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다 수강생에 따라 금융 . 

지식이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금융의 영역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방, 

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금융을 이해할 수 있어 흥미가 생겼기 때문에 등, 

의 이유로 이들은 모두 금융에 대한 학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생들이 언급한 이유들을 기반으로 실용금융 이 어떻게 이와 같은    “ ”
태도를 함양했는지를 추론해보면 우선 실용금융 은 금융에 대해 아는 것, “ ”
이 현대 금융 사회에서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반복적

으로 강조했다 현대 금융 사회의 특징으로 소개된 저금리 고령화 정보의 . , , 

비대칭성 금융회사의 수익구조는 각각 금융에 관해 충분한 이해 없이는 자, 

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거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 EBS 

금융 지식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으로 강조한다 나아가 실. “
용금융 은 저축 투자 보험 연금 신용관리 등 미시적인 금융생활 전반을 ” , , , , 

아우르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맥락까지 다

룬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교육 내용은 수강생들이 직접 경험한 금융생활 . 

외에도 더 광범위한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으로 실용금융 은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용어들로 구성되“ ”
어 있으며 대학의 경우 특히 언론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자료와 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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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 내용 및 . 

자료들은 금융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었을 것이다.

넷째 금융생활의 영역 별로 자세한 행동 지침은 수강생들에게 금융생활   , 

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앞서 기술하였던 절차적 지식 즉 금융에 관. , 

한 효과적 의사결정의 절차 방법 유의사항 고려사항은 수강생들에게 유용, , , 

한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졌다 실용금융 은 각 단원 별로 상세한 절차와 방. “ ”
법을 제시하였으며 교수 또한 교재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금융 생활에 대, B 

한 조언들을 강의 중에 제공하였다 수강생들은 이와 같이 실제 금융생활에. 

서 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유용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인

식하였으며 배운 대로만 행동을 하면 된다 고 생각하였다 이는 수강생들, “ ” . 

이 실용금융 을 수강하기 이전에 졸업 이후 마주할 금융의 세계에 대해 많“ ”
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수강생들은 실용금. , “
융 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
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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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논의 및 결론5 

제 절 논의1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통한 금융문해력 증진1. 

실용금융 수강생들의 질적인 학습 경험을 기반으로 볼 때 이들은 금   “ ” 

융 개념과 거시 경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금융에 관한 의사소통 및 정

보 습득의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강생들이 금융에 관한 . 

대화에 이전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금융에 관한 글과 영상을 이, 

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줄어들었음을 스스로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 

수강생들은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계획에 단순한 소득과 

지출 외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심리적인 요인 특히 감정이 소비에 끼치는 영. , 

향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등의 변화

된 모습을 보였으며 실용금융 수강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에 관한 학습을 , “ ” 

하는 것에 대한 동기와 미래의 금융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수강생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에 관한 지식   

과 기술 태도 전반에 걸친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과 방법 때문이다 우선 , “ ” .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은 금융과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포함한다“ ” .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식에는 금융개념 금융상품의 기초적인 특징 경제 원, , 

칙 미시적 의사결정과 거시적 경제 맥락에 관한 내용이 해당되는데 실용, , “
금융 의 특징은 그러한 지식을 학술적 용어가 아닌 실제 금융 생활에서 접”
하게 될 용어를 활용하여 전달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취지는 실용금융. “ ” 

교재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중 금융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적극적으

로 활용한 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문해는 실제 금융생활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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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문해력이라는 점에서 학술 

용어가 아닌 실제 언론 보도와 금융 회사의 직원 등이 사용하는 용어를 활

용하는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력 증진의 차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유의미한 “ ”
방식으로 금융 지식을 전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실용금융 은 정보에 기반 한 효과적 의사결정 능력과 언어    “ ”
능력 일반적 인지 능력에 기여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활용한다 실용금, . “
융 의 교육 내용 중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절차 방법 유의사” , , 

항 고려사항에 관한 절차적인 지식 그리고 교육 방법으로서 오픈북 방식, , 

의 시험이나 스스로 교재와 언론 보도를 읽어보도록 하는 것은 각각 정보“ 

에 기반 한 효과적 의사결정과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다 나아가 실용금. “
융 은 평가와 추론 능력을 요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 판단 금융상품” , 

의 적합성 판단 거시적 맥락이 미시적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비록 실용금융 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인지 능력. “ ”
을 직접적으로 훈련시키지는 않지만 그 방법과 중요성을 이야기함으로써 , 

수강생들이 금융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태도의 습득을 위해 장기   “ ”
적 관점과 심리적 요인의 관리와 조절 금융 생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 

기와 자신감을 증진키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활용한다 저금리와 고령화의 . 

상황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며 감정이 소비에 끼치, 

는 영향과 금융사기 수법에 관한 정보는 소비를 비롯한 의사결정에서 이성

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금융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수강생들이 금융생활에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금융에 대한 지식과 현대 사회에서의 생존의 관련성에 대한 강조와 , 

금융의 영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범위는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동기

에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실용금융 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혹은 금융교육의 이름으   “ ”
로 실행되는 교육이지만 그 내용과 방법 그리고 수강생들의 학습 경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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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루어 볼 때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 습득에 기여하, 

는 금융문해교육으로 볼 수 있다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교육의 실천에 있. “ ”
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법을 활용해 금융문해의 구성요소를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한편 실용금융 은 지식을 중심으. “ ”
로 기술과 태도의 습득을 유도하는 교육이기도 하며 금융문해의 구성요소 , 

중에서 수리 능력의 경우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 

이러한 점에 기반 하여 실용금융 이 금융문해교육에 시사하는 바와 금융문“ ”
해와 금융문해교육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금융문해교육에 대한 시사점2. 

실용금융 은 지식을 중심으로 기술의 습득과 태도의 함양을 유도한다   “ ” . 

이와 같이 지식 중심적 교육이 금융문해력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실용금융 은 기술의 습득과 태도의 함양을 , “ ”
위해 어떠한 종류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실용금융 은 효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지식 금융에 “ ” , 

관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대 금융사회의 특징과 구

체적 행동 지침을 활용하며 이는 실용금융 외의 금융문해교육에서도 유의“ ” 

미하다 나아가 실용금융 은 금융사기의 유형과 대처방법 또한 금융 지식. “ ”
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고등교육 학습자를 위한 , 

금융문해교육의 방법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금융문해에 관한 선행연구는 효과적 의사결정의 기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화하지 못하거나 이를 궁극적인 결과물로서만 상정하여 효, 

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에 관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의 경우 금융문해를 . Schagen(2007) “정보에 근거한 판

단을 내리고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며 또한 금융의 ” , Marcolin & Abraham(2006) “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보에 기반 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금융, 

에 관한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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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의사결정이라는 활동이 금융문해의 핵심적인 . 

부분임을 보여주는 한편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술함으로 인해 

그러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

해 모호함을 동반한다. 

한편 실용금융 은 효과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술로서 특정한 절차와    “ ”
방법을 준수하며 유의사항과 고려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용금융 은 절차 방법 유의사항 고려사항을 포. “ ” , , , 

함한 효과적 의사결정의 절차적 지식을 전달하였다 실용금융 의 교육 내. “ ”
용에 포함된 절차적 지식은 금융문해의 구성요소 혹은 결과물로서 상정된 

효과적 의사결정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나아가 . 

이는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지식 차원의 요소들이 금융 개념과 금융상품 경, 

제에 관한 기초적 지식 외에도 정보에 기반 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

는 데에 필수적인 절차적 지식 또한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문해에 대한 . 

의 정의는 지식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 를 언OECD(2019) “ ”
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과 태도가 지식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용금융 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효과적 의사결정의 . “ ”
기술은 의사결정에 대한 절차적 지식에 의해 가능해지기도 한다. 

나아가 실용금융 은 태도의 함양에도 특정한 종류의 지식이 필요할 수    “ ”
있음을 보여준다 인지적 차원에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과 방법에 .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이 접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대한 의미 생

성 즉 인지적 반응을 통해 태도가 변화한다 나은영 그중에서도 합, ( , 1994). 

리적 행위 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가 해당 행동에 대한 신념과 행동의 결

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됨을 이야기하며 계획된 행동이론은 여기에 행, 

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에 관한 요인을 추가하여 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김재휘 이를 금융문해교육의 맥락에 적용해 볼 때 특정한 금융 행( , 2013). , 

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내용과 금융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공된 상세한 권장 행동들은 각각 행동의 결과

에 대한 평가와 지각된 통제감에 영향을 끼쳐 태도의 변화를 유발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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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통해 저금리와 고령화 상황에서 저   , “ ”
축과 연금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생애 전반에 걸친 재무설계

를 하지 않으면 노후에 마주할 수 있는 각종 장수 리스크가 있음을 접하였

다 이는 곧 재무 설계라는 행동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며 수강생들은 실제. , 

로 장기적인 관점의 재무 설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필수적인 

금융 행동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

다 그밖에도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서 약관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 , , 

으면 구두로 설명 받은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품에 가입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직접 읽고 이해하는 행동의 긍정

적 결과이자 그렇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결과로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금, 

융 지식이 현대 금융 사회에서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 

같이 실용금융 은 주로 특정한 금융 행동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마주할 수 “ ”
있는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그러한 금융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도하였다.  

한편 수강생들은 있는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구체적인 금융생   

활 가이드라인을 유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수강생들이 실용금융 에, “ ”
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금융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은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실제로 얼마나 잘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이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 

요소이다 김재휘 금융생활에 대한 행동 지침들은 언제 어떻게 행동( , 2013).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자신이 그러한 금융 행

동의 과정에 대해 혼란과 불안이 아닌 통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상에서는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이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지   “ ”
식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과 태도의 습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해 기술

하였다 그러나 실용금융 의 교육 내용 중에는 금융문해의 구성요소로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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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또한 있으며 이는 금융사기의 유형과 대, 

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금융문해 중 지식 요소에 관해서 선행연구는 주. 

로 금융과 경제에 관한 주요 개념을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금융 상품의 기. 

초적인 특징이나 경제 원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금융사기의 , 

유형과 특징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용금융 은 그 주요한 목적으로 . “ ”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상정하였으며 실제로 국내에서 금융사기 , 

피해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효과적. 

인 의사결정의 기술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 

지식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룬다면 금융사기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지식은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실용금융 은 금. “ ”
융문해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교육은 아니지만 현대 금융 사회에서 효, 

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으로서 금융사기의 유형

과 특징 및 대처 방법을 다룬다는 점은 금융문해교육에 있어서도 유념할만

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실용금융 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등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 “ ”
하는 금융문해교육의 특징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문해는 단순히 문자

와 숫자를 읽고 쓰며 활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를 이해하고 살아나가며 때로 

변화를 추동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과 실천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 

실제 실천의 장면에서 문해교육은 대체로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경제적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그 교육이 다루는 영역 또한 . 

문자와 숫자 정규 교육과정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 밖의 주제를 다루는 , . 

문해교육이라 하더라도 문자 문해 수준이 낮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교

육 자료를 활용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미 높은 수준의 문자 문해력을 가지. , 

고 있는 학습자를 위한 문자 외 영역에 대한 문해교육은 찾아보기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 

않는 영역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관련된 지식과 역량

이 모두 부족한 상태로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용금융 은 고등교육 학습자에게도 금융 문해교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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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강생들은 스스로를 금융 문맹 이라고 지. “ ”
칭하였으며 금융에 관한 가족과 지인들의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경험, 

과 일반 뉴스 채널에서 다루는 금융 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꼈던 경험에 관해 이야기 했다 즉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에 필. , 

요한 언어 능력과 일반적 인지 능력이 충분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융의 세계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요소 중 기술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

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언어와 수리 일반적 인지능력은 금융문해에 있어서 . , 

그 중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고등교육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수준에, 

서 이미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언어와 수리 일반적 인지능력을 , 

별도로 교육하기 보다는 금융 용어와 금융에 대한 텍스트의 맥락을 이해하

도록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수강생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발견할 수 . 

있는 부분으로 수강생들은 금융에 관한 텍스트에서 모르는 용어를 찾아보, 

고 천천히 내용을 분석하면서 읽으면 독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너

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움

을 이야기 했다 즉 고등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문해교육에 있. , 

어서 기본적인 금융 개념과 경제 맥락에 대한 지식은 수리 언어 일반적 , , 

인지능력을 금융의 영역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고등교육 학습자 특히 대 초반의 대학생을 위한 금융문해교육   , 20

은 학습자의 연령대로 인한 특수성을 갖는다 이들은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 

있으며 성인이행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경제적 독립이다, (Arnett,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이들은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2007). 

전이며 당장의 금융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 

졸업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문해교육에 참여한다 실용. “
금융 수강생들은 해당 과목을 수강한 이유에 관해서 졸업 후의 금융생활에 ”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이야기했으며 수강 이후의 변화된 부분으로 설명, 

한 부분 또한 향후의 금융생활에 대한 계획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고등교. 

육 학습자가 아닌 청년층 대상의 금융문해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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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연령층은 당장의 금융 생활에 대한 참여 동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 

금융에 관한 학습을 해나가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하, 

고자 하는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문해교육으로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의 발전을 3. 

위한 제언

   상술 하였듯이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 ” , 

증진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 실용금융 은 선행연구에서 금융문. “ ”
해의 구성요소로 도출한 항목들과 관련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활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용금융 은 기술과 태도의 습득을 위해서. “ ”
도 특정한 종류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기

도 하다 물론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의 습득과 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 

은 실용금융 수강생들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 ”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용금융 이 금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 “ ”
술과 태도의 습득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닌 경

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습득하. 

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 행동을 변화시키는 금융문해교육에 관해 주

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경험학습과 적시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 설계이기 

때문이다. 

먼저 경험학습이란 참여형 학습 행함에 의한 학습 등으로 표현되기도    , 

하는 것으로서 강의의 비중을 최소화 하고 학습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CFPB, 2015; ILO, 2011; Solis,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행하는 금융교육 매뉴얼에서는 경험학습을 촉진2018). 

하기 위해 각 세션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첫째 학. , 

습자가 특정한 행동이나 실용적인 연습에 참여하도록 한다 둘째 학습자가 . , 

수행한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 혹은 그 과정 중에 관찰한 내용을 서로 공

유하도록 한다 셋째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학습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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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을 도출하여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 

중에 강의는 짧은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세션의 시작 보다는 마지막에 제, 

공되어야 한다. 

사실 금융감독원은 실용금융 교재와 더불어 참여혁신형 교수용 지도   “ " “
서 를 함께 발행하였으며 해당 지도서는 실용금융 이 교재의 내용을 기반" , “ "

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포함

하고 있다 지도서에는 각 단원의 학습이 학습자 참여형으로 이루어지기 위. 

한 권장 활동과 수업 전개 방식을 제시하며 이론이 아닌 실생활 경험 그, , , 

리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서에서 제. 

시하는 방식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각 교수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실용금융 교재에는 해당 지도서에서 제안하는 순서대로 활동지나 학습 자“ " 

료 강의의 내용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

대학의 사례를 토대로 참여혁신형 교수용 지도서 를 살펴보면 현실   A “ "

적으로 실용금융 의 교수자들이 해당 지도서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채택하“ "

여 활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서에서 제안. 

하는 대부분의 교육 전개에서는 각 단원 별로 강의 시간이 분 정도로 40-60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한 개 단원에서 약 분 정도 . A 120-150

분량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대학이 실용금융 을 학점으로 운영되는 다, A “ " 2

른 대학과는 달리 학점 강의라는 점을 감안해 교수가 교재 내용에서 추3 B 

가한 언론 보도와 기타 동영상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교재에 담긴 모든 내

용을 설명하기에 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40-60 .

따라서 실용금융 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경험까지    “ "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용금융 교재에 담긴 지식의 분량이 크게 축소“ " 

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실용금융 교재는 참여혁신형 교수용 지도서 에. “ " “ "

서 제안하는 경험 중심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지 활동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함으로써 금융 지식이 개별 학, 

습자의 삶 안에서 유의미해 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현재 실용금융 교재 . “ " 

안에 담긴 많은 내용들은 학습자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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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혹은 가이드북의 형태로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필요시에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적시학습이란 학습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점에 특정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적시학습이 금융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치는 이유는 학습자가 특정 시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에 있어서 . 

적시학습은 구체적인 학습자 집단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학습자 집, 

단의 수요와 특성이 좁은 범위로 설정된 금융교육은 금융행동의 장단기적 

변화에 긍적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Hathaway & Khatiwada, 

나아가 학습자 집단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금유교육2008). 

의 목표를 비교적 좁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외 (Lyons 2006).

이에 비추어 볼 때 실용금융 은 금융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주   “ "

제를 다루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향후 경험하게될 대부분의 금. 

융 상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용금융 수강, “ " 

생들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보험이나 연금 등 학습자가 현재 자신의 삶

과 연결 짓기 어려운 주제의 경우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경험학습을 지향하기 위해 지식의 분량을 줄여야 한다

는 제안과도 관련이 있다 실용금융 은 대학생의 관점에서 직접 경험해보. “ "

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을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경험, 

을 통한 학습이나 적시학습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용금융 이 개별 학습자에게 완벽한 의미의 적시학습을 제공하기에는    “ "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용금융 으로 묶여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된 , “ "

과목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기존의 강의 보다는 구체적으로 학습자 집단을 

설정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존의 과목을 세분화하는 . 

과정은 현재 실용금융 의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축 투자 신용 부채 “ " , , , 

등 금융의 주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창출“ ", 

행복한 노후 생활 내 집 마련을 위한 재태크 등 학습자의 수요를 기반“ ”, “ "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생들이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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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금융의 문제 혹은 학습하고자 하는 금융 관련 주제가 무엇인지, 

에 대한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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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결론2 

금융문해는 문해의 개념이 단지 읽고 쓰는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   

한 영역과 수준으로 확산됨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다 금융문해의 개념이 형. 

성되고 활용되는 배경에는 경제의 급속한 금융화에 따라 현대 금융 사회에

서의 적응과 생존을 위해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수적인 것으로 대두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감독원. 

에서 제작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 내 교양 강의인 실용금융 은 금융문“ ”
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실용금융 에 금융문해의 개념이 반영된 방식을 분석. “ ”
하고 금융문해의 개념이 실제 금융교육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탐, 

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용금융 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금융문. “ ”
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실용금융 의 교육 목표와 이에 따른 수강생들의 학습 경험을 요약하자   “ ”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용금융 은 크게 다섯 개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 , “ ”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것은 실용금융 의 개설 목적으로서 명시된 주요한 교육 목표이“ ”
다 그밖에도 실용금융 은 직접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증진하며 현대 금. “ ” , 

융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서 설계되었다 나아가 궁극. 

적으로 실용금융 은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의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세“ ”
한 행동 지침과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

다. 

한편 실용금융 을 경험한 수강생들은 기존에 스스로를 금융 문맹 이라   “ ” “ ”
고 생각했으며 듣거나 읽고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 . 

한 이들은 돈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높, 

은 수준의 급여를 받거나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금융의 

세계는 자신과 관련성을 찾기 힘들고 그 세계에 참여하더라도 이익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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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생각했다 실용금융 을 수강한 이후 이들은 금융의 세계에서 돈. “ ”
이 움직이는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말과 글의 맥, 

락을 파악하고 의사소통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했

다 또한 수강생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와 생존을 결부시켜 생각하게 되었. 

고 실용금융 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행동의 직접적 변화 , “ ”
혹은 변화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무 설계. , 

감정에 의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이들은 실용금융. “ ”
를 수강한 이후에도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나갈 것임을 공통적

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금융문해의 구성요소인 금융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에    , , 

비추어 분석한 결과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력 증진에 기여하는 금융문해교, “ ”
육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문해의 구성요소를 밝히기 위해 금융문. 

해를 개념화한 년대 이후의 선행연구 개의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를 2000 13 . 

통해 도출된 금융문해의 구성요소로는 금융과 경제에 관한 지식 효과적 의, 

사결정의 기술과 일반적인 인지적 기술 장기적 관점과 자신감 등 효과적 , 

의사결정에 필요한 태도가 있다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각각의 . “ ”
요소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는 금융문해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지식과 관련하여 실용금융 은 . , “ ”
학술적인 개념과 지식 보다는 실제 금융생활에서 접하게 될 용어와 실질적

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거시적 경제 맥락을 익히도

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 

도록 하기 위해 실용금융 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절차적 지식 즉 의사결정“ ” , 

의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전달하였다 나아가 오픈, . 

북 방식의 시험이나 직접 교재와 언론 보도를 읽어 보면서 읽는 훈련을 반

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읽기 능력의 증진과 관련이 있다 태도와 관련하여 . 

실용금융 은 금융생활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과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 ”
소비하는 것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현대 금융사회의 특징을 활용하였으

며 수강생들은 실용금융 을 통해 알게 된 폭넓은 금융의 세계와 제공받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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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에 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동기와 

향후의 금융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실용금융 이 금융문해의 구성요소 각각을 다루는 방식을 토대로 볼 때   “ ” ,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교육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갖는다 첫째“ ” . , 

실용금융 은 금융문해교육이 지식을 통해 기술과 태도의 습득을 증진할 수 “ ”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문해에 관한 기존의 문헌은 금융에 있어서 효과적 의. 

사결정의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지 못핬다 반면에 실용금융 은 이를 . “ ”
절차적 지식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 의사결, 

정의 세부 사항을 명료화함과 동시에 학습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을 얻은 것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했다 나아가 실용금융 은 현대 금융 . “ ”
사회의 특징에 대한 지식 또한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금리와 고령화의 상황 금융 회사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갖는 특, 

징 등은 학습자가 그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과 금융 상품 설명서

를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둘째 실용금융 은 고등교육 학습자에게도 금융문해교육이 필요하며 이    , “ ”
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해교육은 주로 정규교육. 

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나 문자문해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 

실용금융 수강생들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기 이전의 경험은 금융에 관한 “ ” 

의사소통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었던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금융문해교육. , 

은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자에게도 그 필요성이 높은 교육인 것이다 나아. 

가 수리 언어 일반적 인지능력은 금융문해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지만 , , , 

고등교육 학습자들은 이미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

도 금융에 관한 의사소통에 참여하거나 텍스트를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

다 따라서 고등교육 학습자를 위한 금융문해교육은 수리 언어 일반적 인. , , 

지능력을 개별적으로 다루기 보다 금융 용어와 거시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 

전으로 당장의 금융생활에 대한 참여 동기보다는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동, 

기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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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용금융 은 지식의 전달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서 기술과 태도   , “ ” , 

의 습득까지 특정한 종류의 지식을 활용한다 수강생들의 학습 경험을 토대. 

로 볼 때 그러한 교육은 기술과 태도의 습득 행동의 변화에도 일부 효과적, 

인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적극적인 금융 행동의 변화를 위해 실용금융 은 경“ ”
험 중심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용금융 에 가장 . “ ”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필수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지식의 양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비로소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 참여혁신형 교수용 지도“
서 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학습자가 금융에 관한 기술과 태도를 보다 " , 

적극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수강생들이 유용. 

하다고 여겼던 다양한 종류의 절차적 지식 즉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참고 , 

도서로 편성하여 언제든지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용금융 은 년 학기 기준 총 개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   “ ” 2021 2 89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을 단일 사례로 한 연구로서 대학에서의 . A , A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활용하는 일부 교육 자료 및 방법이 B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용금융 에 대한 연구로서 한계점을 갖는다 또“ ” . 

한 본 연구는 참여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실용금융 수강생들이 해당 교육을 수강. “ ” 

하기 전과 이후의 변화에 관한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용금융 의 효“ ”
과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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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Based on Functional 

Perspective on Literacy
-Focusing on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Course in Univers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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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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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rapid financialization of the economy, financial literacy is a 
sub-area of literacy that is essential for adults. This is proven by the 
fact that interest in various ways of investment, including stock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recently, while those in economically vulnerable 
positions are also increasing. Research on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understanding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under the 
clear recognition that financial literature is essential for adults living in 
modern society, but has mainly been conducted in consumer studies or 
financial-related fields. For this reason, research on financial education 
significantly lacks the perspective of literacy and litera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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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ttempted to capture the meanings of literacy education 
inherent in the scene of financial education by analyzing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produced and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light of the concept of financial literacy.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the direction in which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can develop as a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while seeing the education as an example that embodies the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necessary for practicing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and explored implications for overall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ingle complex case study based 
on the case of University A.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and 
observed University A's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in the 
fall semester of 2021, and interviewed Professor B and five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and the main educational goals of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derived through this and the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 
used to achieve the goals were identified.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had five major educational goals: 
preventing damage from financial fraud, promoting effective  
decision-making, enhancing the ability to read and understand, 
understanding of modern financial society, and changing practical 
behavior. Students who experienced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understood the context of the macro economy, and through 
this, they were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cation about 
finance than before. In addition, students came to think by combining 
their understanding of finance and survival, and they either had 
specific changes in financial behavior or planned future changes and 
continuous learn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bove contents in light of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that make up financial literacy,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can be seen as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that reflects the components of financial literacy. "Practical 



- 153 -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allows students to learn knowledge 
around the terms they will encounter in real financial life and the 
macro economic context that must be considered to make practical 
decisions. In addition, procedural knowledge was delivered in detail to 
acquire decision-making skills, and by repeatedly emphasizing reading 
training while taking open-book tests, the skills to read and understand 
was intended to be promoted. Finally, regarding attitudes, the intention 
was to improve reading skills persuaded the importance of long-term 
perspectives and rational judgments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financial society. Furthermore, students gained motivation to 
continuously learn about finance and confidence in their future 
financial lives through the wide financial world they learned through 
the intention was to improve reading skills and the specific guidelines 
provid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has two implications for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First, it shows 
what knowledge enables skill acquisition and change in attitude. This is 
because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allows students to 
acquire decision-making skills through procedural knowledge and 
induces changes in attitudes through knowledge of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ociety. Second,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reveals the need for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learners, while showing what specific methods such education can use. 
Higher education learners had difficulty participating in communication 
on finance even though they already had basic numerical, language, 
and general cognitive skills.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promotes an understanding of financial terms and macroscopic 
contexts, allowing learners to utilize numerical, language, and general 
cognitive abilities within the realm of fina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otivation for continuous learning was more important than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financial life immediately. 
   Although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deals with most of 
the components of financial literacy, it has its limitation due to the fact 
that it has the focus on the delivery of knowledge. For mo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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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financial behavior,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seems to need to use experience-oriented educational method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amount of 
knowledge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s"  wants to convey, to 
allow learners to acquire skills and attitudes by participating in 
decisions actually necessary for financial life, and to induce positive 
changes in financial behavior.

keywords : financial literacy, literacy education,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functional literacy education, consumer protection, 
Student Number : 2020-2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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