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현명한 금융소비자 육성을 위해
연간 30만여명의 국민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
■ 금융계의

청소년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범 금융권 금융교육 기부연대(금융
교육 토탈네트워크) 운영
■ 체계적인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교육 인정교과서 개발∙보급
■ 성인을 위한 금융생활 지침서『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발간∙보급
■ 국민 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교사, 군 재정장교, 대학생 등을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

금융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금융교육
■ 전국

방방곡곡! 금융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금융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금융
사랑방버스 운영
■ 다문화가정, 탈북민,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과 토론∙
소통하는 캠퍼스 금융토크 실시
■ 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 청소년
금융교실, 청소년 금융창작물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등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 금융교육 시범학교
�내용 : 초∙중∙고생들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교육 토탈네트워크 기관 소속 강사가 학교방문 금융교육 실시
�선정 절차 : 연초 전국 초∙중∙고교에 모집 안내문 발송 → 시범학교 신청접수 → 선정결과 안내 및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 게시
�교육 내용 : 청소년을 위한 금융이야기, 신용의 중요성,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

▣ 청소년 금융교실
�내용 :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중∙고교생을 모집하여 방학기간(1월, 8월) 중 금융지식 강의 및 금융회사, 한국
거래소 등 금융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신청 방법 : 연수실시 1개월 전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에 안내 및 접수
�교육 내용 : 금융이야기, 신용의 중요성,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

▣ 청소년 금융창작물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내용 : 매년 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생활화 도모하기
위해 글짓기, UCC∙만화∙포스터 등에 대한 공모전 실시
�응모 방법 : 응모기간 중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응모 분야 : 글짓기, UCC∙만화∙포스터 부문

▣ 현장 방문 금융교육
�내용 : 금융감독원에 금융교육을 신청한 초∙중∙고교 및 대학교,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등에 금융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금융교육 실시
�신청 방법 :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에 금융교육 신청
�교육 내용 :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등 금융기초 지식

▣ FSS 금융아카데미
�내용 :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시장의 다양한 현안 등에 대해 국내 최고
금융전문가들이 특강(2시간) 강의 실시, ’
13년 11월 부터는 지방 순회 개최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에 금융아카데미 금융교육 신청
�교육 내용(일반과정) : 금융이슈에 대해 월 2회 특강 실시(금요일 오후 5시~7시)

▣ 군장병 금융교육
�내용 : 육∙해∙공군본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군장병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금융감독원 강사가 군부대를 방문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신청 방법 : 군 관련기관에 교육안내 공문 발송 → 교육신청 접수
�교육 내용 : 올바른 신용관리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 유익한 금융경제 지식

▣ 금융교육 강사양성연수
�내용 : 초∙중∙고교생, 군장병들에 대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 교사, 軍재정장교,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선정 절차 : 초∙중∙고교 교사(여름∙겨울방학 중), 군재정장교,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에 대한 연수실시 약 1개월
전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에 안내 및 접수
�교육 내용 : 금융생활법률, 신용관리, 금융∙경제지표의 이해, 위험관리와 보험, 증권과 투자, 라이프사이클과 재무
설계, 강의기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