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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발 배경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7. 11. 6.(월) 석간 배포 2017. 11. 3.(금)

담당부서 금융교육국 이봉헌 국장(3145-5790), 박정은 팀장(3145-5956)

제 목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개발

□ 금융감독원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금융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교육교재
*
개발 및 금융교육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의 금융생활 적응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6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제작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이주 초기에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 강의 방식의 금융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국내 이주 2년 내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의 71.9%가 언어문제, 21.0%가 은행, 공공기관 

등 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함(‘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환경을 쉽게 이해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개발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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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영상 주요 특징

 

 외국 출신 출연진이 직접 전하는 금융이야기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캄보디아, 미국,
중국 3개국 출신의 출연자가 직접 진행

◦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6개국 * 언어로 자막 삽입

     * 한국의 금융용어 학습 등을 위해 한국어로 기본 제작 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자막 삽입

<출연진>

갓 소파니(캄보디아 출신)
주부

한국생활 8년

션(미국)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국생활 5년

리페이(중국)
학생

한국생활 2년

 토크(Talk)형식으로 흥미를 더하고, 체험으로 알기 쉽게 구성

◦ 출연자들이 국내 금융생활에서 실제로 겪었던 다양한 상황을
토크(Talk) 형식으로 진행, 재미를 더함으로써 관심도를 제고

◦ 통장만들기, 환전하기 등 처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상황을 체험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금융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

주요 화면

(예시)

특징 실제 사례를
토크(Talk) 형식으로 진행

금융회사이용 등은
체험형식으로 보여주기



- 3 -

 국내 금융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구성

◦ 한국 이주 초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외국인을 위한 친절한 금융생활가이드」 4편과

「금융사기예방프로젝트」 등 총 5편으로 구성

◦ 「외국인을 위한 친절한 금융생활가이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융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①은행이용, ②환전․해외송금,

③저축, ④보험 등 총 4편으로 구성

◦「금융사기예방프로젝트
*
」편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유사수신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하여 국내 금융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

     * 금융감독원이 ‘17.10월 성인 및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개발한 금융사기예방동영상에 

6개국(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언어자막 삽입하여 활용 

<동영상 목차 및 주요 내용>

구분
(시간)

제목 부제 주요 내용

1편

(5분)

외국인을 위한

친절한 금융생활

가이드

• 은행 이용하기
은행 통장개설, ATM기 이용, 인터넷뱅킹

이용 법

2편

(6분)
• 환전과 해외송금 환율 소개, 환전 및 해외송금 방법 소개

3편

(5분)
• 저축

저축의 필요성, 예금상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 이해

4편

(5분)
• 보험 보험소개, 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

5편

(12분)

금융사기예방

프로젝트

• 보이스피싱(5분)

• 메신저피싱(2분)

• 스미싱(1.5분)

• 파밍(1.5분)

• 유사수신(2분)

각 금융사기 별 유형 안내 및 피해예방법

소개

     ※ 본 동영상은 금융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새희망힐링펀드 자금으로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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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대 효과 및 활용 계획

□ (기대효과) 국내 이주 초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동영상

교육을 통해 사전에 금융회사 이용하기 및 금융 기본지식을 습득함

으로써 생활에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금융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

□ (활용계획) 금융감독원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 금융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
(http://www.fss.or.kr/edu/) 및 네이버TV

(http://tv.naver.com/fss)
**

등에도 게시하여 온라인으로도 쉽게 시청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금융교육센터⇒금융교육콘텐츠⇒금융교육자료방⇒동영상․카툰⇒동영상⇒다문화

** 네이버TV ⇒ ‘검색’에서 다문화 금융교육 또는 외국인 금융교육 입력

◦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지원 포탈사이트인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에 게시하고, 외국인력 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취업 교육기관 등에도 배포하여 시청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5 -

(붙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금융교육 동영상 차시별 주요 내용(5편)

영상 주요 화면 주요 내용

1편
은행 

이용하기

√통장만들기
은행을 직접 방문, 통장·현금카드·인터넷뱅킹을 직접 
신청하는 법을 보여줌
√ATM기 이용
ATM기 이용방법을 체험을 통해 설명
√인터넷뱅킹 이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등 처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
는 법을 설명

2편
환전과 

해외송금

√환율의 이해
각 국의 화폐간 교환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의 기초개
념 설명
√환전
은행을 직접 방문, 환전하는 방법을 체험·설명
√해외송금
은행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해외송금하는 법을 
설명

3편
저축

√저축의 필요성
적금 등을 통해 목돈을 모으는 필요성을 설명
√저축의 종류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의 방법 및 차
이점을 설명

4편
보험

√보험의 개념 및 종류
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의 개념 및 보험의 종류에 대해 설명
√보험가입시 유의할 점
보험의 용어 및 중도해지 등의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 보험가입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

5편
금융사기

예방

√금융사기의 종류 및 예방법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의 종류를 재연형식으로 설명하고 각 
금융사기 사례별 예방법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