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FSS 어린이 금융스쿨」 세부교육내용
교육주제

단원명 및 단원목표
1. 편리하고 소중한 돈
- 상품거래에는 돈이 필요함
2. 후회 없이 선택하려면

체험활동(부모님과 함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의 360° VR 체험관 - ‘화폐광장’에 방문
하여 화폐의 종류, 발달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화폐의

변천배경에 대해 정리해보기
현명하게
돈을
쓰기
위한
선택
Ⅰ. 금융과
3.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금융회사 집주변 금융회사를 찾아보고 회사명, 업무의 종류 등을 조사

의사결정

- 금융회사의 뜻과 하는 일
4. 소중한 개인 정보
- 개인 정보의 중요성 및 보호하는 방법

하여 각 금융회사가 하는 일을 비교해보기
경북 경찰청 사이트의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접속하여
‘보이스피싱’ 등을 같이 체험해 보고 느낀 소감과 함께
피싱방지를 위한 대처법을 정리하기

1. 계획적인 소비 생활
- 일상생활에서 돈관리의 중요성 용돈규칙을 만들고 2주간 금감원 용돈기입장에 용돈 사용
2. 용돈 관리의 달인
내역과 용돈 결산서 작성해보기
- 용돈관리의 중요성
교육부의 ‘주니어커리어넷’에 접속하여 본인의 진로 흥미
3. 직업 생활 탐구, 아무튼 소득!

Ⅱ. 수입과
- 소득의 방법 및 종류
지출관리
4. 돈이 되는 정보
- 구매의사결정시 정보의 중요성
5. 물건값을 치르는 수단
- 다양한 지불수단의 장단점
1. 슬기로운 저축 생활
- 저축의 장점 및 다양한 방법
2. 저축하는 좋은 습관

탐색을 해보고, 추천 직업 중 적성과 잘 맞는 한 가지를 선
택하여 선택한 이유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적어
보기
KDI에서 제작한 ‘비합리적 소비란 무엇일까? 합리적인 소
비자가 되는 법!’ 영상을 본 후 비합리적 소비의 종류와 합
리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알아보기
은행연합회에서 제작한 ‘돈이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영
상을 시청하여 다양한 지불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
에 어떤 지불수단이 새로 생길지 생각해보기
시중에 있는 은행 2곳을 골라 각 은행의 금융상품(예·적
금 등)을 조사해보고 각 금융상품 간의 차이점을 작성해보기
실제 통장개설을 해보며 통장을 개설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사하기
Ⅲ. 저축과 - 실제 통장개설 및 입출금 경험
한국은행이 제작한 가격 변동 요인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소감
투자 3. 만 원이 만 원이 아니야!
- 시간에 따라 돈의 가치 변화

문 제출하기 및 통계청 사이트 ‘통계로 시간여행’에 접속하여,
짜장면 등 특정 제품의 물가가 얼마나 변동하였는지 조사하기

4. 투자 클라쓰

금융감독원 「청소년 주식투자 금융교육 동영상」(2편)을

- 현명한 투자를 위한 태도
1. 신용이 재산

시청한 후 바람직한 투자 자세에 대해 적어보기

Ⅳ. 신용과 - 신용의 의미 및 장단점
부채관리 2. 신용 관리는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의 ‘달려라! 신용퀴즈왕!’ 게임을 해보고 게임을
하면서 신용에 대해 새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적어보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신용 관리 말판 놀이’를 해보고 학생

- 부채의 의미 및 신용과의 관계 의 점수를 적은 후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기
1. 이런 일이 생기다니
손해보험회사 중 한 곳을 골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Ⅴ. 보험과 - 생활속에서 겪는 위험사례
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손해보험협회
은퇴설계 2. 보험으로 위험을 철벽 방어하기 의 손해보험학습센터 속 ‘내 위험 체크’를 통해 나에게 발
- 보험의 종류 및 가입시 주의할 점 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와 관련된 보험들을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