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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 국회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공동으로 주
최하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님께도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당국 및 금융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지
만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이용 애로사항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
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심화로 금리와 수수료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
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등에서의 금융소외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ICT기술과 금융산업이 융합되면서 스마트뱅킹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간
편결제·송금과 같은 핀테크를 접목한 디지털금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은 분명 우리사회에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시니어계층은 그 활용 및 접근성에 있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 되면 모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등장한 디지털금융이 아이러니하게도 시니어계층을 점점 배제하게 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20%를 넘고 있지만, 이들의 모바일뱅킹 이용 비
율은 5% 수준인 것을 미루어보면 여전히 입·출금과 같은 간단한 금융거래도 오프라
인점포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시중은행의 금융거래 중
90%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오프라인점포 축
소 및 비대면거래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에 문을 닫은
시중은행의 점포수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는데, 기존 거래방식에 익숙한
시니어계층의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시니어계층을 위한 디지털금융시대의 금융서비스 정책은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포용
적 금융이어야 합니다. 금융소외를 해소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다각적
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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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향후 건강한 디지털금융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시니어 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로 인한 금융소외 실태 및 향후과제’ 국회정책포
럼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 구조와 현재의 금융환경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을 주관하는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 민 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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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노웅래
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정보화 추진을 시작으로 정보
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한 이후 2000년대 말 스마트폰의 확
산으로 급속한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화와 스마트화 추진과정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고령자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
으로부터 외면되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시 소외계
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이용이 기본적인 생활방식이 되는 지식정보사회
에서 정보격차는 개인적으로 직업선택의 제약과 소득격차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갈등과 문화적 단절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으
로는 인적자원의 공급 제한과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
키게 됩니다.
특히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
다.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일상 및 경제활동을 포함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효과적 수
단으로서 정보화 기기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층이 디지털 활용능력은 가장 떨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은 친고령 기술
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와 융합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과 소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년층들은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
는 과정의 장벽이 높아 결국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고 단절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
실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ICT와 산업간의 융복합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
이고 앞으로 더욱 빠르게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산업도 ICT와 융복합되어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익숙한 노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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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정보의 역기능으로 인해 또 다른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층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실질적으로 노년층 디지털정보 격차해소로 이어져
디지털금융환경에서 금융소외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기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노 웅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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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계층의 디지털금융소외 실태와 대응방안
손성동·이은영 박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연구소)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시니어계층의 디지털금융소외 실태와 대응방안
손성동·이은영(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연구소)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디지털금융거래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실을 특히 시니어세대의 디지털 금융
소외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소외
실태를 정리하고, 두 번째로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 이용에 대한 인지적, 태도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조사 결과와 해외 시니어 디지털금융 포용 사례들을 참고하여
향후 국내 시니어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정보화 실태 조사 및 디지털 지급결제 조사 결과(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2018년 한국은행 자료)에 근거할 때, 국내 인구의 정보화 수준,
온라인/모바일뱅킹 및 지급결제 이용자 비중, 이용 서비스의 내용 등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률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고령층內 연소노인(young old)과 후기노인(old old)의 정보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인구(전체 인구의 10%)의 절대 다수(66.7%)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고, 향후 인터넷 이용 의향도 높지 않은 등 이들의 일상이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0대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및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률은 각각 5.5%(전체
평균 46.0%), 2.1%(전체 평균 26.1%)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디지털금융 거래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주로 수동적인 계기(거래은행의 권유 등)로 이용을 시작하지만 절차의
복잡성, 사용미숙 등으로 이용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급결제
영역의 경우 연령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60대 이상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오프라인 상품대금을 결제하거나 공과금 등 요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금융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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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포함한 보안장치에 대한 불신 등의 보안 이슈가 주요 원인이었는데,
고령층에서는 기술적 미숙이나 이해력 부족 등이 더 중요한 원인 이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금융 이용 행동의 근간이 되는 태도적 영향요인을 보다 심도 있
게 파악하기 위해 50세 이상의 시니어 집합교육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금융 이용 경험 및 태도, 향후 이용의사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질
적 조사(qualitative research)를 설계하였다. 2018년 8월 말~9월 초 사이 연령, 성
별을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된 시니어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면접 내
용의 전사자료(transcription) 및 현장노트를 활용한 3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쳐 4개
주제, 7개 영역, 27개 의미영역을 도출하였다.

<FGI 분석 결과: 7개 주제 영역의 주요 내용>

⓵ 정보화 수준 및 정보화에 대한 태도: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죽을 때까지 배워
야 한다” vs. “노후에는 생활 반경과 인간관계의 축소가 필요하다”)가 정보화
수준에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남. 전자일수록 정보화 수준 높고, 연령의 증
가에 따라 전자에서 후자로 태도가 변화되는 경향을 보임.
⓶ 금융거래 전반의 특징: 액티브시니어의 디지털금융 이용 여부 및 정도는 성별
보다는 본인 재량의 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았음.
노후의 경제적 여유 정도가 디지털금융 이용 심도와 상관이 높았음(“저축한 돈
이 없어 디지털뱅킹은 알 필요 없다” 등).
⓷ 디지털금융 거래에 대한 만족감: 현재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으로 주
요 이유는 ‘편이성’(“은행을 매번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무거운 물건도 배달
시킬 수 있다” 등), 유행을 따라 갈 수 있다는 자부심, 재미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 등임. 특히 거래 금융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보안에 대
한 불안감이 낮고 신기술 전반에 대한 수용도와 신뢰도가 높고 강하게 나타남.
⓸ 디지털금융 거래의 불편함: 금융앱의 범용성 부족, 다단계 인증절차 등 복잡성,
기술적 불안전성, 과도한 마케팅 정보 수령 등이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됨 (안드
로이드 위주의 보안 프로그램, 다수의 id/pw를 기억해야 하는 불편함, 글씨 크
기를 확대하면 화면이 깨어짐, 얼굴인식 등 바이오인증의 오작동 등)
⓹ 디지털금융 거래의 불안감: 보안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 보안수단에 대한 불신
은 면접대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단순한 보안 경고문 이상의 정
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입장이 모든 기관에서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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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향후 디지털금융 이용 의향: 60대 중반 정도가 디지털금융에 대한 관심과 실제
사용이 줄어드는 시점으로 보임. 은행지점 폐쇄에 대해 거부감이 심하고, 후기
고령층을 위해 일정 비율로 상존해야 한다고 생각; 바이오인증 등 신기술 이용
을 위한 최신기기 구입비용 또는 이용료 지원 요구 의견도 있음.
⓻ 디지털금융교육 필요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고 있을수록 추가적 교육 요구가
높고, 실제 거래 방법에 대한 교육, 보안 및 피해예방교육 요구가 높음. 후기
노인의 교육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이들을 위해서는 추가적 보호 장치가 필
요하다는 입장. 중소규모의 집합교육, 시연(試演)교육 형식을 가장 선호하며, 일
대일 형식은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로 부담스러워 함.

기존 전국 조사 및 본 질적 조사 결과에 기반할 때 국내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
소외는 특히 후기 노인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 금융기관 대면
창구의 축소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에 대한
불안감, 거래의 복잡성 등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으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 학계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시니어세대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과 함께
디지털금융교육을 확대하는 한 편, 교육효과의 한계가 있는 후기 노인을 위한 대안적
채널 개발 및 추가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특성이 공존하는
시니어세대에 대한 심도 있는 기초 조사 및 시니어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오프라인 및 콜센터 중심의 시니어 보호정책에서 진일보 하여
디지털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지털금융교육 등을 통해 시니어 세대가
정보화 시대의 편익을 공유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시니어 정보화 지침(Silver Infocomm Initiative)’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기관은 물론 ICT업계,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 이용에 있어 핵심적 영향요인인
보안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영국 의회의 금융소외실태조사("Tackling financial exclusion: A country that
works for everyone?") 결과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보안 수준(level of protection)
자체는 충분히 유지하되, 사용방법 및 인증 과정('interface, use and passing
security')은 지극히 간소화(radically simplify)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촉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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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영국 FCA의 ‘규제 모래상자(regulation sandbox)’1) 사례를 참고하여,
ICT 및 핀테크 산업의 다양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실험을 시도하고 특히
시니어세대 등 금융소외 집단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검체계와 기준 또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은행 및 금융기관은 디지털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간편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한편, 현행 규제의 틀 내에서 시니어세대의 금융포용을 위해
제공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미국 True Link
Financial社의 시니어 등 특수 고객 대상 선불카드 개발 사례 참고). 미국의 경우
대형은행의 지점 폐쇄에 따른 대안적 모델로 원거리에 있는 직원과의 화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디오뱅킹’이 주목받고 있고, 영국에서는 전국적인 우체국 망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은행 지점 폐쇄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소외 현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금융기관은 이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인식하고, 시니어세대를 포함한 지역사회 대상의 디지털금융교육에 사회공헌
활동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IMDA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자원봉사 인력은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 대형 은행의 사례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자원봉사 활동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디지털금융 교육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직원 본인의 자긍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영국 Barclays 은행의 "Digital
Eagles", Lloyds의 “Digital Champions" 참고). 본 연구의 질적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 이러한 활동을 통한 금융기관과에 대한 신뢰 관계의 형성은 디지털금융
서비스 시장의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상의 대응 방안들이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은 디지털금융소외 현상을 보다 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니어세대의 다양한 하위 집단별 요구를 심층조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니즈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고령층 대상 사회봉사단체,
지역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전문가 자원을 정책,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1) sandbox: 컴퓨터 용어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時 그 사용영역을 제한해 둠으로써 전체 사용 환경
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 놓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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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국내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전체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77.7%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모바일정보화시
대로의 진화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일상의 편익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하는 방식,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며, 무통장 사회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및 지급결제서비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금융시장은 장소와 시간
에 구애받지 않는 편이성이라는 수요측 니즈와 대면채널 대비 비용우위라는 공급측
유인이 모두 존재하여 향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2018). 디지털
금융시장의 확대로 오프라인 영업점은 축소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2015년 3천924곳에서 2017년 3천575곳으로 감소(2년 새 9% 감소)했다.
디지털 금융시장의 확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은 문명발전의 혜택을 받
지 못함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에 직면하고, 사회발전의 역설에 노출되게 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성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낳은 사회적 현상으로부터의 소외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률의 연령별 이용 격차는 매우 크
고, 만 65세 이상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비중은 2017년 기준 26.2%에 불과하다. 핀
테크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금융시장이 심화될수록 디지털 기기 및 금융지식에
대한 지식 부족, 심리적 취약성 등으로 인한 고령층의 부적응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손지연, 2017). 아날로그 세대의 마지막 주자이면서 동시에 디지털세대
에 속하는 베이비붐 세대조차 빠르게 변하는 모바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자녀세대
와 세대간 갈등에 노출(권순재·김미령, 2014)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될수
록 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래의 고령자인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현재의 노년세대의 경우 디지털시대의 삶에 적응하고 주류에 합류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미령 외, 2012).
디지털 금융시장의 확대와 오프라인 영업망의 축소로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금융소외(digital financial exclusive)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외
(financial exclusion)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해주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금융소외는 지리적·신체적 배제, 비용관련 배제 등을 의
미하며, 협의의 금융소외는 저신용이나 저소득층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이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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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의미한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반대로 금융소외자들의 금융서비스 접
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제반 방법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라 한
다. 디지털 금융소외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서툰 결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금
융생활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포용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각광받는 디지
털 기기가 오히려 금융소외를 심화시키는 역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생활
이 오프라인 영업점 중심에서 모바일 등으로의 이동이 심화될수록 디지털 기기의 조
작에 서툰 고령자의 금융소외가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2. 연구 목적
현재 전국 단위의 정보소외 실태 조사를 통해 고령층 디지털금융소외 인구의 전체
적 규모 및 개략적(descriptive) 실태가 파악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기존
조사연구에서 파악된 시니어계층의 디지털금융소외 현황을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로
국내 시니어세대를 대상으로 질적 조사 방법인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
단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디지털금융 이용에 대한 시니어세대의 태도적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시니어세대의 인식 및 태도적 측면에서 디지털금융 이용과 관련된
보다 심화된 특성들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령층 대상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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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결과
1. 시니어세대의 정보소외 실태
1) 시니어세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현재 국내 일반 국민의
89.5%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90.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에 비해 국내 장노년
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5.2%, 인터넷 이용률은 66.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저소
득층, 장애인, 농어민 집단 등 다른 정보취약 집단과 비교할 경우에도 가장 낮은 수
준이다.
<표Ⅱ-1> 정보취약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 추이(%)
일반국민

취약계층 평균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장노년층

2015

82.5

54.9

70.6

62.6

54.3

49.3

2016

85.0

61.2

73.1

66.8

59.6

57.2

2017

89.5

66.7

77.5

72.4

66.6

65.2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표Ⅱ-2>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 추이(%)
일반국민

취약계층 평균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장노년층

2015

85.1

56.5

73.9

66.8

56.2

50.0

2016

88.3

63.4

76.0

70.6

59.9

59.3

2017

90.3

70.1

79.2

74.5

67.5

66.5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특히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장노년층 중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화 수준이 급속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자료(2017)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의 경우, 60대에서 81.2%, 70세 이상에서 31.2%로 급속히 낮
아졌고,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도, 60대 82.5%에서 70세 이상은 31.8%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장노년층 내에서도 연소노인(young old)과 후기노인(old old)의 정보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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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률(%)

<그림Ⅱ-2>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표Ⅱ-3> 연령별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률(%)
전체

50대

60대

70대 이상

스마트폰 이용률

90.8*

97.1

81.2

31.2

인터넷 이용률

87.8*

98.7

82.5

31.8

주: 표Ⅱ-1, Ⅱ-2의 자료 출처인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의 조사 결과와 근소한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바른ICT연구소(임지선·박근용, 2017)에 의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시
간은 주당 평균 18.8시간으로 타 연령층(20~50대)의 30.1시간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사용 용도의 카테고리별로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뉴스 검색 용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뉴스 검색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은 타 연령층 대비 130% 수준에 이르렀으며, 금융 거래를 위한 사용시간도 타 연령과 유
사한 수준(94%)임에 비해 인터넷 쇼핑(24%)을 위해서는 이용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Ⅱ-3> 고령층의 타연령층 대비 카테고리별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비중(%)

자료: 바른ICT연구소, 2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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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격차는 고령층에서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연령층
의 경우 학력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시간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데 반해(고졸 이하:
27.4시간, 대학재학 이상: 29.5시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고졸 이하가 16.8시간, 대학
재학 이상이 21.1시간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용도별로 세분하여 비교할 경우, 사용
방법이 비교적 까다로운 금융앱에서 교육수준별 사용시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고교
졸업 집단의 금융앱 이용시간이 대학 졸업 집단의 52%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Ⅱ-4> 고령층의 교육수준에 따른 모바일 앱 사용시간 비교(%)

자료: 바른ICT연구소, 2017.6.6.

성별 스마트폰 이용 패턴도 고령층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소영·박근용,
2017). 모바일앱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용시간이 길지만, 50대 이상의 남성의 경우 주당 평균 2시간 37분, 60대 남성의 경우
1시간 31분 정도 여성에 비해 더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남성의 은
퇴가 본격화되면서 여유시간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Ⅱ-5> 연령*성별 모바일 앱 주당 평균이용 시간

주) 관측기간: 2016.6.27.~10.2(14주간), 표본 수: 남성 2965개, 여성 3152개
자료: 바른ICT연구소,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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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0대 이상의 남성은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앱을 이용하고
있었다, 게임과 카카오톡 같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제외하면 여성보다 소셜미디어, 금융,
부동산, 스포츠, 여행,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하고 있었
다. 50대 남성은 40대 남성에 비해 전체 사용시간은 더 적었지만, 소셜미디어(카페, 블로
그, SNS, 게시판 등) 관련 앱을 더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등의 이유
로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이를 모바일 세계에서 보완하려는 경향이 반
영된 결과로 보인다.

2) 시니어세대의 인터넷 비이용자 현황
국내 3세 이상 인구 중 약 10%인 489만 명 정도가 2017년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86.3%로(70대 이상이 66.7%)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 외에도 비이용자의 성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주부 및 무직 직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중이 각각 전체
비이용자의 62.7%, 77.3%(주부 39.5%), 64.4%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비이용자의 약
77%는 평생 인터넷 이용 경험이 없는 未경험자였다. 연령별 인터넷 비이용률은 60대 인
구의 17.5%에서 70대의 68.2%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의 일상이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이 없고 방
법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두 번째로 빈번한 이유였다.
<그림Ⅱ-6> 연령별 인터넷 비이용률 및 비이용자 수(%, 천명)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인터넷 비이용자의 향후 인터넷 이용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응
답에서 인터넷 미경험자, 중단자 모두 60대 미만 연령층의 이용 의향이 각각 69.8%,
84%로 높은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각각 9.4%, 10%로 매우 낮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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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정보화교육에 대한 자발적 니즈 자체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
는 결과다.
<표Ⅱ-4> 연령*이용경험 유무별 인터넷 비용자의 향후 이용의향(%)
인터넷 비이용자

향후 이용의향

60대 미만

60대 이상

미경험자

76.9

14.6

69.8

9.4

중단자

23.1

32.6

84.0

10.0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2.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소외 실태
1) 시니어세대의 인터넷금융 이용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의 전국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인터넷금융 이용 현황을 살
펴본 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생활 및 금융거래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 현재 국내 12세 이상 인구의 53.8%가 PC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0대 연령층에서는 26.0%, 70대 이상에서는 8.9%
만이 인터넷금융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56.0%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
하거나 예약·예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 비해, 60대와 70대 이상의 인터넷쇼핑
이용률은 각각 19.0%와 6.7%에 불과했다.
<표Ⅱ-5> 연령별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쇼핑 이용률(%)
전체

50대

60대

70대 이상

인터넷금융거래

53.8

46.2

26.1

8.9

인터넷물품구입
및 예약·예매

56.0

36.2

19.0

6.7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 시니어세대의 모바일금융 이용 현황
한국은행(2018)의 모바일금융 이용에 대한 전국조사 결과에서도, 모바일 금융서비
스가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고령층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가계의 46.0%가 모바일뱅킹을 이용 중이나, 50대와 60대 이상의 모바일뱅킹 이용
률은 각각 33.5%, 5.5%에 머물고 있다. 모바일지급결제 서비스도 전체의 26.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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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중이나, 50대의 8.5%, 60대 이상의 2.1%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모든 지급결제 영역에서 이용률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오프라인 상품대금결제 및 공과금 등 요금납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림Ⅱ-7> 연령별 모바일뱅킹 이용률(%) <그림Ⅱ-8> 연령별 모바일 지급결제 이용률(%)

자료: 한국은행, 2018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를 연령별로 비교한 한 결과에서, 고령층의
경우 주로 수동적인 계기(거래은행의 권유, 프로모션 혜택 제공, 모바일기기 구입 등)
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지만, 구매절차 복잡성, 인터넷 사용미숙 등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Ⅱ-9> 연령별 모바일뱅킹 이용 계기(%)

<그림Ⅱ-10> 연령별 모바일지급결제 이용 계기(%)

자료: 한국은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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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니어세대의 모바일금융 비이용자 현황
한국은행 조사(2018)에 따르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매절차의 복잡성이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공인인증
서 등 안전장치 불신, 사용 중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 우려, 인터넷 사용 미숙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유 중 연령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인터넷 사용 미숙과 구매절
차의 복잡성이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인터넷 사용미숙과 구매절차의 복잡성 같은
기술적 이슈로 인한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안전장치 불신 등 보안 이슈보다 더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중 모바일기기에 보안설정을 하지 않는 비율
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전혀 하지 않는 비중이 50대의
51.4%, 60대 이상의 83.8%로 높게 나타나 고령층의 낮은 보안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Ⅱ-11> 연령별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미사용 이유*(%)

전체

구매절차
복잡
75.6

개인정보
유출 우려
75.3

안전장치
불신
72.6

실수로
인한 손실
69.7

인터넷
사용 미숙
65.6

20대

42.1

63.2

60

56.7

20.3

30대

51.3

65.8

64.3

59.9

29.3

40대

65.6

73.9

69.8

64.6

43.2

50대

77.6

76.3

72

67.6

66.4

60대 이상

86.9

78.6

77.2

76.3

85.4

주: 이용하지 않는 사유별 동의정도를 점수화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값
자료: 한국은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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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연구 결과의 시사점
국내 전국 단위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시니어세대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화
수준 및 디지털금융 이용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디지털금융 접근
성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정보소외가 금융소외로 연
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니어계층 대상 정보소외 대책은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오프라인 거래시 추가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에 치중되어 있
다.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디지털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디지털금융“을 금융교육과 금융소외 예방대책의 한 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 금융소외 정책 대응 현황>
 금감원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실시
-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 무료로 실시 중(CFP 등 경력 5년 이상인 자)
- 상담 이후 스스로 자산 관리 할 수 있도록 재무교육 제공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 예방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 대한노인회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13.7.8.)
-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을 찾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에 대한 맞춤형 교육
· 2017년 현재 총 116회, 10,558명의 고령자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
-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 금융상담‧금융교육을 실시
 “함께가는 참사랑협의회” 등을 통한 상시 네트워크 구축
- 금감원은 대한노인회 등의 단체와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특수계층 금융소비자의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
- 협의회 참여 단체와 공동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실시 예정
 은행권은 전용 상담전화*(전담 상담원)를 운영하여 고령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
- 일반고객 상담전화 대비 쉬운 용어 사용, 느린 말로 응대, ARS 입력제한 시간 연장
운영(예: 6초 → 15초)
 대형 점포 또는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창구｣를
운영,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 시, 전화로 일부 거래를 처리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어르
신 전용 전화｣를 운영
- 현재 16개 은행의 총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거래) 창구를 운영 중이며, 5
개 은행(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 총 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구축
 증권: 투자형 상품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숙려제 도입’ 등 별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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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금융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안
내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는 등 신규 이용을 유인하는 한편, 지속
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범용성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사한 서
비스가 범람하고 이용범위가 상이하여 다수의 앱 설치 및 가입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현재 모바일지급결제시장은 정보과부하와 이용의 어려움으로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모바일 지급서비스간 통합·제휴 등을 통해 서비스의 범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관련 보안문제 또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금융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인증서 불신 등 보안 관련 우려가 여전히 높아 이
를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자의 정교하고 안전한 보안기술 개
발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 피해 구제방안 등 제도·정책 측면의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히 시니어 모바일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기기 보안
설정과 비밀번호 관리방법 등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리고, 아울러 이용자 본인이 모바
일 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적극 홍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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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GI 조사 및 결과

1. 조사 개요
본 연구는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 이용 행동의 근간이 되는 태도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조사(qualitative research)로 설계되었다. 디지털금융에 대한 접
근성, 이용 심도, 만족도 및 불만 요인, 비이용 이유, 향후 이용 의향 등에 대한 시니
어세대의 태도적 영향 요인과 디지털금융 교육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유의미한 면접대상 그룹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2)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조사 예산의 제약 등으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거주 50대 이상 시니
어로 한정했다. 디지털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
로 고학력, 고소득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니어 집합교육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연령과 성별을 주요 기준으로 적용하여, 50~60대 초반
의 연소 노인, 60대 중반~70대 중반의 중고령자, 70대 중반 이상의 초고령자 등의 세
집단과, 각 연령 집단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집단으로 면접대상 구성을
시도했으나, 실제 조사가 각 접촉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접대상
구성이 최초 설계된 기준을 정확히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초고령자 집단이 제외
되고, 중고령자 집단 일부에서만 성별로 구분된 집단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50+센터, 노인종합복지관, 교육인생이모작센터 등 3개 집합교육
기관에서 각각 연소노인 중심 집단 10명, 남성 중고령자 집단 6명, 여성 중고령자 집
단 5명, 전직 교원 출신 중고령자 집단 7명 등 총 4개 집단, 2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령 분포 및 성별 비중은 아래 <표Ⅲ-1>와 같다. 면접대상
중 9명(32.1%)이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고, 이들 중 남성은 4명, 여성은 5
명이었다.

2) 연구 초기에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종합복지관을 이용 중인 후기 노인 일부를 대상으
로 파일럿 조사를 시도했으나, 디지털금융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유
의한 조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질적조사로 선회하는 과정을 거쳤다. 후기 노인들에
대한 파일럿 조사는 일대일 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어 약 20부 정도 수거되었는데, 본 FGI의
조사결과 분석의 참고자료 수준에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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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FGI 면접대상의 성별, 연령, 디지털금융 이용 경험별 분포
남성

13(46.4%)

50~54세

4(14.3%)

여성

15(53.6%)

55~59세

2( 7.1%)

있음

19(67.9%)

60~64세

7(25.0%)

없음

9(32.1%)

65~69세

8(28.6%)

28(100.0%)

70세 이상

7(25.0%)

성별

디지털금융
이용경험
전체

연령

<표Ⅲ-2> FGI 면접대상의 개별 프로파일
서울시50+센터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교육인생이모작센터

(n=10)

(n1=7, n2=5)

(n=7)

구
분

성
별

연
령

디지털금융
이용 현황

구
분

성
별

연
령

디지털금융
이용 현황

구
분

성
별

연
령

디지털금융
이용 현황

E1

남

67

뱅킹,
지급결제

E11

남

66

이용 안함

E22

여

66

이용중단
(은퇴 후)

E2

여

55

PC뱅킹,
지급결제

E12

남

64

뱅킹, 非뱅킹,
E23
지급 결제

여

66

이용 중단
(기기교체後)

E3

여

52

이용 중단
(피해 후)

E13

남

70

뱅킹,
지급결제

E24

남

63

뱅킹,
지급결제

E4

여

55

뱅킹,
지급결제

E14

남

71

뱅킹,
지급결제

E25

남

71

이용 안함

E5

여

63

뱅킹,
지급결제

E15

남

66

뱅킹,
지급결제

E26

남

66

뱅킹,
지급결제

E6

여

53

뱅킹,
지급결제

E16

남

72

이용 안함

E27

남

63

뱅킹,
지급결제

E7

여

53

뱅킹,
지급결제

E17

여

64

이용 안함

E28

남

67

뱅킹,
지급결제

E8

여

64

뱅킹, 주식,
지급결제

E18

여

74

뱅킹,
지급결제

E9

여

51

뱅킹, 주식,
지급결제

E19

여

69

이용 안함
(시도後 포기)

E10

남

63

이용 안함

E20

여

71

뱅킹,
지급결제

E21

여

80

뱅킹,
지급결제

주: 음영영역은 현재 디지털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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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합교육기관별 면접대상 각자의 세부적 특징은 위의 <표Ⅲ-2>와 같다. 연소
노인 중심의 서울시50+센터의 조사대상은 대다수가 정보화 수준이 높고 디지털금융
이용 경험이 풍부한 다소 동질적인 디지털 리더 집단이었고, 노인종합복지관 및 교육
인생이모작센터의 조사대상은 정보화 및 디지털금융 이용 수준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분포된 집단이었다.
2) 자료수집
실제 조사는 2018년 8월 22일 1개 그룹 총 10명(서울시50+센터), 8월 30일 2개
그룹 총 11명(분당노인종합복지관), 9월 5일 1개 그룹 총 7명(교육인생이모작센터)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 조사 당 면접 인원은 5~10인 사이였으며, 집단
면접 시간은 그룹 당 최소 40분~최대 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각 조사에는 연구자 2인이 함께 참여하여, 1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1명은 현
장노트를 작성하고 녹음을 하였다. 사전에 집단면접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진행자는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 디지털금융을 이
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토론 참여를 유도했다. 면접조사의 가이드라인은 아래 <표
Ⅲ-3>과 같다.
<표Ⅲ-3> FGI 가이드라인
구분

도입

전개

탐색 영역

질문

디지털기기
이용 정도

- 컴퓨터, 스마트폰, 기타 모바일 기기 보유 여부, 사용 경험 범위
- 인터넷 이용 빈도, 용도(뉴스, 금융, 쇼핑,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게임)

정보화시대로
의 진화에
대한 태도

디지털뱅킹,
지급결제,
부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에 대한
태도

- 디지털기기가 우리의 일상 바꾸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태도: 예)
변화에 순응 한다, 나와는 별개다, 두려움이 있다 등
- 은행 점포 축소에 대한 태도
- 디지털뱅킹(조회, 송금, 금융상품 정보) 경험, 시작 계기 및 지속
사용 여부
- 디지털 지급결제(홈쇼핑, 인터넷/모바일쇼핑, 전자지갑, 모바일
T-money, 인터넷 세금 전자납부 등) 경험
- 모바일금융 부가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내용 기록, 모바일 선물
수령, 위치기반 알림, 가격 비교, 가계부 앱, 금융상품 조회 등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생각(금리 우위, 송금 용이, 예금자보호)
- 개인정보활용 동의에 대한 태도
<현재 이용자>
-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표현 하고 점수의 근거 설명
- 지인이나 친구 권유 의사 및 권유 포인트
- 아쉬운 점, 걱정, 불안함 등
<미이용자>
- 미사용 이유: 무관심, 거부감, 지식 부족, 자신 없음, 불안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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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사람들의 이용 정도, 권유 여부
- 이용할 경우의 혜택에 대한 지식 정도

마무리

보안문제에
대한 생각

-

향후
디지털금융
이용 의사

- 향후 디지털뱅킹, 지급결제, 모바일 부가서비스 이용 의사(현재
이용자는 이용 범위 확대 의사):
예) 비은행거래, 지급결제(쇼핑, 용돈 송금, 기프트콘 전송 등)
- 이용 전제 조건 여부

디지털조력자,
금융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생각

-

공인인증서, 기타 보안 및 본인인증 장치에 대한 신뢰 정도
바이오인증 방식에 대한 태도
본인 또는 지인 정보 도용, 금융사기 등 피해 경험 여부
금융사기방지 교육 받은 경험 여부

주관적 금융지식 및 정보화 수준(10점 만점)
디지털 조력자 존재 여부 및 누구인지 확인
금융기관의 고령자 전담 채널, 창구, 상담 이용 경험
향후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교육 니즈, 내용 및
선호하는 교육 방법

3) 분석방법
FGI 조사 자료 분석의 첫 단계로 전사된(transcribe) 조사 내용기록물과 현장노트를 활
용, 의미자료를 추출하였다. Krueger & Casey(2009)에 근거, 자료로부터 나타난 경향과
패턴, 빈도, 강도, 특수한 반응, 정서 등을 고려하기 위해 의미자료와 축어록을 비교하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1단계에서 추출된 의미자료를
선택하고 명명화 작업을 하였다. 예산 및 시간 제약 등으로 감수자를 통해 분류 영역과 범
주화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지는 못 했으나, 분석의 세 번째 단계로 2인의 연
구자가 명명화된 의미범주를 원본 조사 내용기록과 대조하며 의미자료 빈도를 재확인한 결
과, 최종적으로 4개의 주제, 7개의 영역, 27개의 의미범주가 도출되었다.

2. FGI 조사 결과
1) 분석 결과
본 연구 결과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 이용 특징에 대한 4개 주제, 7개 영역, 27
개의 의미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들 중 조사진행자의 질문요구에 대한 응답 항목을
제외하면, ‘피해, 실수, 분실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많은 자료가 보고된 영역으로 나
타났다. ‘시대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 ‘인증, 보안장치에 대한 불신’, ‘은퇴/
나이 들어감에 따른 간소화’, ‘디지털금융이용 방법 부족’ 등이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
된 의미범주에 속했다. 이하는 각 영역별 요약과 대표적인 주요 반응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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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시니어세대 디지털금융 이용 특징에 대한 FGI 결과 분석
주제

경험영역
(사례수)

정보화에
대한
태도

1. 정보화 수준 및
이에 대한 태도
(22)

1-1. 디지털기기 이용 심도*
1-2. 전직장의 영향 vs. 손주와의 교감
1-3. 노후에 대한 태도*

10
4
8

2. 시니어세대의
금융거래 특징
(42)

2-1.
2-2.
2-3.
2-4.

디지털금융 거래의 심도*
가계재무관리 담당자 여부*, 성별 차이
금융자산의 감소, 경제적 여유 부족
휴면계좌 확인 니즈

23
15
2
2

3. 디지털금융
거래에 대한
만족감
(29)

3-1.
3-2.
3-3.
3-4.

만족도*
시대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
금융기관과의 신뢰관계 형성 여부
디지털조력자*

12
6
3
8

4. 디지털금융
거래의 불편함
(13)

4-1.
4-2.
4-3.
4-4.

절차의 복잡함, 범용성 부족
기술의 불안정성
정보이용동의 절차, 과도한 마케팅정보
비밀번호 관리 어려움

2
4
4
3

5. 디지털금융
거래에 대한
불안함
(17)

5-1. 인증절차, 보안장치에 대한 불신
5-2. 피해, 실수, 분실에 대한 불안함
5-3.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6
7
4

6. 디지털금융
이용 의향
(25)

6-1.
6-2.
6-3.
6-4.
6-5.

은퇴/나이 들어감에 따른 간소화
지점 폐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최신기기 구입 능력 제한적
바이오인증 이용에 대한 태도*
창구수수료 지불의사

6
5
1
10
3

7. 디지털금융교육
필요성 및 내용
(12)

7-1.
7-2.
7-3.
7-4.

디지털금융 이용방법 교육 부족
보안 교육 니즈
교육의 한계 존재
소규모 집합교육 선호

6
4
1
1

디지털
금융
이용
심도

디지털
금융
이용
태도

디지털
금융교육
니즈

의미범주

의미자료수
(사례수)

주: 의미범주 중 * 표시된 경우는 조사진행자가 모든 면접대상자들로부터 응답을 요구했던
내용이므로 자료수가 과장되어 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영역 1. 정보화 수준 및 정보화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의 경우 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에서부터 완전히 무
관심한 경우까지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과반수 이상이 하루 1시간 이상
씩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정보화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특히 전직 금융기관, IT 업계 종사자, 기타 화이트칼라 직군에 종사하는 등 컴퓨
터와 인터넷 환경에 생애주기의 초기부터 노출되어 디지털 기기가 익숙한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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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다만 은퇴 이후에는 세대간 소통을 위해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활용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시니어세대의 정보화수준은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죽을 때 까지 배워야 한다”는 태도, 배우는 기쁨이 삶의 활력소라는
태도를 가진 경우일수록 정보화 수준도 높았다. 이들은 은퇴 후 스스로 교육기관을
찾아 정보화교육을 받고, 손주들에게 드론을 띄어 놀아주며, 모바일패드로 그림책과
각종 콘텐츠를 보여주는 등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 삶을 즐기고 있었다. 반면, 노후에
는 생활 반경과 인간관계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삶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수록 정보화 수준이 낮았다. 개인별 차이는 있었지만 이러한 태도
는 상대적으로 고령일수록 더 빈번했고, 이는 인지적, 신체적 능력의 감소와 이에 대
한 적응 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역 2. 시니어세대의 금융거래 특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대다수는 각종 디지털 뱅킹 및 지급결제(카드앱, 모바일 T머니,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를 사용 중이었고, 대출, 주식 및 펀드, 보험 조회 등
비은행상품을 거래한 경험도 일부 있었다. 다만, 전자지갑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거래
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금융 이용 정도는 성별 보다는 가계의 주요 재무관리 담당자인지의 여부 또
는 현재 본인 재량의 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인이 주 담당이 아닌 경우 디지털금융 이용을 덜 하는 경향은 있으나, 주 재무관리
담당자임에도 대면채널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은퇴전 금융IT 업무를 담당했었지
만 부인이 거래를 전담하는 경우 현재 본인은 활발히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노후 생활의 간소화 태도, 보안에 대한 조심스러움 등도 빈번히 등장하는 이유였
지만, 금융자산 자체가 많지 않아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보이는 등
경제적 수준이 금융거래에 대한 관심도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연
금소득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전직 교원 시니어들에게서도 이러한 노후의 경제적 부
담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왔다(“금융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참고로, FGI에 앞서 시도했던 차상위 계층 시니어 대상 파일럿 설문
조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지배적이었는데, 자산과 소득의 부족과 이를 어떻게 보충
할 것인가가 후기고령층 시니어의 지배적인 관심사였다.
다만, 은퇴 이전에 시간이 없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계좌 정보나, 기록 조회 등
휴면 계좌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세 기관 면접대상 모두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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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3. 디지털금융 거래에 대한 만족감
디지털뱅킹 및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주
요 근거는 ‘편이성’이었다. “은행을 매번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집 앞까지 무거운
물건도 배달시킬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등. 現 이용자의 만족도
점수는(1~10점) 중 5~10점 사이에 분포했고, 7~8점이 가장 많았다.
최신 기술이나 유행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재미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 또
한 디지털금융 이용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접대
상들이 같은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효과(peer pressure)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동료효과는 여성 중고령자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금융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정도는 디지털금융 이용 만족도는 물론
거래 태도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신뢰
하고 있는 경우는 새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낮은 등 무
조건 신뢰하는 경향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태도는 여성 집단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
다.
여성 중고령자 집단에서 10점을 주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이들은 디지털금융
이용 태도 전반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새로
운 기술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높았고, 보안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낮은 등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해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역 4. 디지털금융 거래의 불편함
디지털금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접대상에서도 거래의 불편함이 지적되
었고,

만족도 점수의 주요 감점 요인이었다. 금융앱의 범용성 부족, 다단계 인증절차

등 거래 절차의 복잡성, 기술적 불안정성 등이 디지털금융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되었
다.
안드로이드, IE 위주의 보안 프로그램 개발로 아이폰, 애플, 크롬, 사파리 이용자
의 경우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디지털 지급결제 취급 매장이 제한적이어서 확대될
필요가 있음도 지적되었다. 일부 면접대상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많아져서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고 충분한 경쟁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기변경시 공인인증서 재설치의 번거로움, 통화 도중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적되었고, 화면 구성이 일목요연하지 않은 점, 반응 속도가 느린 점, 글씨
크기를 확대하면 화면이 깨지는 점 등 기술적 개선의 부분에서도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로 인한 과도한 마케팅 정보가 디지털금융 거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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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 표시의 경우 “전체 선택”이라는 옵션 자체
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다수는 선택 동의 부분을 제외하고 동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미 단골 상점이 전송하는 문자서비스를 수령하고 있는 상
태에서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그 혜택에 대한 기대보다 더 강
했다.
시니어세대의 기억력 감퇴 등으로 인해 다수의 id/pw를 기억하기 어렵거나 번거
로운 점도 세 기관 모두에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바이오인증 수단에 대해서는 긍정
적인 경우 보다는 기술적 안정성이 불충분하고, 6자리 비밀번호 등 현재 인증수단으
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었다.

영역 5. 디지털금융 거래에 대한 불안감
보안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 보안수단에 대한 불신은 디지털금융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대다수의 면접대상에서 보편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보안에 대한 우려, 피해 경험
등은 디지털금융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용
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더 신중한 집단과 좀 더 쉽게 신뢰하는 집단은 존재했지
만, 절대 다수는 피해, 실수, 분실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스마트폰 거래의 안전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경우는 PC뱅킹만 이용하거나 전담
인적 채널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바일뱅킹이나 지급결제 서비스의
혜택을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자발적인 비이
용자로 보인다. 이용자의 경우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기기 분실에 대
한 불안과 두려움이 컸고, 이러한 불안감은 디지털금융 부가서비스 이용 정도에 영향
을 주고 있었다.
보안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입장이 세
기관에서 모두 언급되었다. 보안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기 분실시 기록을
일괄 삭제하거나 심지어 기기를 폭파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영역 6. 디지털금융 이용 의향
본 면접대상의 다수는 건강하고 사회경제적위치가 높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세대에 해당하여 연령의 효과가 이용 심도와 무관한 경우도 있었지만(가장
고령인 E21, E18이 주식거래 등 가장 폭 넓게 디지털금융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피
해 트라우마가 있는 E3의 경우 젊은 편에 속했지만 이용 재개 의사가 없는 등) 전체
적으로는 은퇴 이후 금융거래를 포함한 생활방식에 변화를 주었거나 인지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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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저하에 따른 적응과정이 금융거래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60대 중반 연령층의 경우 기능적으로는 이해력이 좋고 잘 이용할 수 있으나 점차
디지털금융 거래에 대한 접근을 자제하거나 기피하는 태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때 60
대 중반이 디지털금융 사용을 줄여가는 시점으로 보인다. 면접대상 중 7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금융 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이용의사도 없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가계 재무관리 주관자가 아닌 경우 이러한 무관심은 더욱 확연히 나타났고, 후기 고
령자 대상 파일럿조사에서도 디지털금융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면접대상의 대부분은 은행지점 폐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태에서 창구 업무를 줄이는 것, 통장을 없애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의 경우도
상존하고, 후기 고령층의 경우 다른 채널 이용이 힘든데 지속적으로 창구수수료를 부
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점의 축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 여전히 금융상품 정보
를 얻고 거래하는 부분에서는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금융 거래에 대한 불안함이 높은 집단에서는 지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창구수수료도 안전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이오인증 등 금융서비스 중 스마트폰의 용량 등의 측면에서 기기의
최신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용의향이 있어도
이용의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기기 구입비용이나 이용료 지원에 대한 니즈
가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

영역 7. 디지털금융교육 필요성 및 내용
대체로 현재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고 있을수록 추가적인 교육에 대해 적극적이었
고, 기존 노후 금융 대책 중심의 금융교육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실질적인 금융거
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자주 언급되었다. 일부 디지
털금융 비이용자 중 최적화된 교육 기회가 없었던 경우 향후 교육 의지가 강했다(“물
어보기 눈치 보이고, 스스로하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교육과 피해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강도가 가장
강했다. 기본적인 보안교육(바이러스 패치 설치, 휴대폰 잠금 기능 이용 등) 이상의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 니즈를 언급했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대처 방법,
피해보상 범위에 대한 안내 등 사후적 구제 방법에 대한 니즈도 강하게 나타났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보안 강화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이 양립했다. 또한,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디지털 기기 사용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모든 후기 노인을 대상
으로 디지털교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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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연소노인 집단에서는 아직 시니어세대라는 구분이 부담스럽고 디
지털금융 교육은 전국민 대상으로 해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교육의 형식으
로는 중소규모 집합교육, 시연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일대일 교육의 경우 오히려 부
담스러워 했다.

2) 결과 요약
전반적으로 본 조사의 면접대상자들은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로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금융 거래에 익숙한 액티브 시니어였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 거래의 편이성으로 인한 만족도 수준이 높았고 이용에 대
한 자신감 또한 매우 강했다. 보안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디지털금융 이용여부나 만족
도 수준을 막론하고 개인의 태도와도 연관이 많아 보였는데, 보안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 적은 것과 관련한 요인은 금융거래 기관과의 신뢰관계 형성 여부였다.
비이용자의 경우,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트라우마나 피해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인 경우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간소화, 현재에 대한 자족
등 노후생활에 대한 가치관으로 인해 시도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시도 의사가 없는 경
우가 존재했다. 이들은 번거로운 일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는데, 이는 후기 고
령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융 거래도 새로운 거래방식을 배우기 보다는 기존의 방
식을 고정화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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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응방안
기존 전국조사 결과 및 조사연구에 기반할 때 국내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
소외는 특히 후기 노인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 금융기관 대면
창구의 축소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에 대한
불안감, 거래의 복잡성 등 시니어세대의 디지털금융으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 학계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세대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과
함께 디지털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교육효과의 한계가
있는 후기 노인을 위한 대안적 채널 개발 및 추가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특성이 공존하는 시니어세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기초조사와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시니어 전문가 집단의 input이 디지털금융표용 관련 정책, 상품 및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투입될 필요가 있다.

1.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전담기구 설치
디지털 금융활동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필수요소이자 디지털시
대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다.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금융이 금융활동의 장애요소로 작용한
다면 이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디지털 금융교육은 디지털시대 금융포용의 핵심
요소이자,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의도치 않게 디지털 금융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금융포용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금융포용의 장애요인에는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이 존재한다. 공
급측면의 금융소외 요인에는 규제에 따른 제약과 지리적 장애 등이 있으며, 수요측면
의 요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금융이해력, 언어 장애 등을 들 수 있다(Atkinson and
Messy, 2013). 따라서 공급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금융포용 정책은 금융서비스의 효
과적인 활용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OECD/INFE, 2015). 본 보고서
는 특히 금융교육이 금융이해력 제고, 심리적 장애 극복, 금융상황 인식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융포용의 수요측면 장애요인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이는 디지털 금융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디지털 금융교
육은 수요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금융이 주로 공급측 요인에
의해 크게 발전했다 하더라도 디지털금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은 수요측 요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반 금융교육에 비해 디지털 금융교육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일반 금융교
육이 금융이해력 제고에 초점을 둔다면 디지털 금융교육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금
융생활 영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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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익숙해야 하고, 모바일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제반 금융
콘텐츠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보다는 활용법 중심
의 실제적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교육은 디지털 기구 활용법 교육과
일반 금융교육, 앱의 구현 및 자유로운 활용 등이 결합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안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FGI에서도 드러났듯이 보안문제
는 시니어들이 디지털금융을 활용하는데 커다란 심리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소외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시니어에게 디지털 감
수성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IMDA(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는 2007년 11월에 50세 이상 시
니어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The Silver Infocomm Intiative(SII)를 시
작했다(부록 1 참고). SII는 50세 이상 시니어의 IT 인지도 및 문해율을 제고함으로써
시니어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재 약 20만 명의 시니어가 SII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SII는 크게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 있는 주말 축제를 컨셉으로
하는 Silver IT Fest, 고령자 친화적 정보사회 학습 허브인 Silver Infocomm
Junctions(SIJ), 시니어와 손자녀의 유대강화를 위한 Intergen IT Bootcamps, 시니
어가

동년배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Silver

Infocomm

Wellness

Ambassadors(SIWA), IT교육에 자원봉사자 참여문화를 조장하기 위한 Friends of
Silver Infocomms(FSI) 등이 그것이다. IMDA는 더 나아가 실버세대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학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IM

Silver

Portal

(www.IMSilver.org)을 개설했다. 포털에서는 5개 분야에 대한 동영상과 pdf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Ⅳ-1> IM Silver Portal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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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사례는 시니어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시니어 디
지털 금융교육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재미형ㆍ참여형ㆍ실습형 교육이어
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라도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교육의 효과
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일반 금융교육에도 적용되는 요소이겠지만, 디지털 금융
교육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기의 활용과 보안문제에 심리적 장
벽이 크기 때문이다. 시니어들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생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재미를 들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재
미를 부여하면서 시니어들이 디지털 사회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참여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능한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교육과정에 스
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친숙한 가족 등의 동참을 적극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디
지털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활용하게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앱 등 디지
털 금융생활 기구들을 타인의 도움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에서 실습형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이상과 같은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전국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독립된 기구는 예산으로 움직여야 하
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비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 단체 운영자금의 출처, 그리고 조직 운영상 민간부문
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김준기, 1998)는 점을 감안해 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디지털금융 접근성 제고
디지털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시니어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물리적 접근성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접근성이다. 물리적 접근성은 디지털의 속성상 거리보다는 디지
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는 앞의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디
지털 소외(digital divide)가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와 디지털금융 소외
(digital financial exclusion)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의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패러다
임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교육 내용은 아직 PC 기반
의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진 측면이 있다(손지연, 2017)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디지털금융 접근성 제고의 근간이기
도 하다.
디지털금융 접근성에 대한 다른 하나의 관점은 심리적 접근성으로 보안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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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떨쳐내는 것을 말한다. 앞의 탐색적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보안문제로 한번이라
도 홍역을 치루고난 사람은 두 번 다시 디지털금융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고, 현재 디
지털금융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보안문제를 그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디지털금융 보안문제는 금융기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불안이 상존하는 것은 더 한층의 혁신이 요구되는 이유로 모자람이 없
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니어의 불안에 눈을 감거나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보안문제에 접근할 때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넘어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시각
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전용 금융회사를 표방하는 미국의 트루링크파이낸
셜(True Link Financial) 사례(김원제 외, 2018)는 좋은 본보기라 할만하다. 아래 인
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트루링크파이낸셜이 그다지 특별한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 하
지만 사전에 또는 사후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유용한 시
각을 제공한다. 즉 가족이라는 조력자가 시니어의 금융생활 안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디지털 금융수
단을 활용하고 있는 시니어가 결제시 인출에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가족 등 조력자
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결제되는 방법의 보급 및 확산을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트루링크파이낸셜 사례>
트루링크파이낸셜은 2012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설립된 신용카드회사이다.
이 회사의 창업자 카이 스틴치콤베(Kai Stinchcombe)는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었
다. 어느 날 그는 치매를 앓고 있던 자신의 할머니가 텔레마케터와 판매원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니어전용 신용카드회
사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카드(debit card)를 만
들어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현금카드는 시니어의 가족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
로 시니어의 카드사용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사용처를 특정 식료품 가게나
약국 등으로만 한정할 수 있어 금융사기로 인한 무분별한 지출을 예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평소와 다른 미심쩍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들에게 이
메일이나 문자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기능도 있다. (pp109-110)

보안문제는 비단 금융회사만의 일은 아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차적으로 보안
문제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보안패치 설치법 등을 안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채널 활용에 제약이 큰 후기 고령층에 대해서는 대면채널을 통한 비대면
채널 활용기회 부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에에서는 2015년부터 은행연합회
(BBA)가 지점 폐쇄와 관련해 자율규약을 제정·시행 중이다. 규약에는 은행이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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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하기 이전에 은행 자체평가 및 지역 상인 등이 참여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
다고 명시돼 있다.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어 모바일 뱅킹 지원 등 지점 폐쇄 이후에
도 대체 이용 방안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주중에 요일을 나눠 인접한 2개 점포 중
1개만 운영하거나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점포를 운용하는 방안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일본 금융청3)은 2018년 8월 15일 주말과 공휴일로 정해져 있던 금
융기관 휴업일 규정을 개정해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
은행이나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이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 점포망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금융소외 현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금융기관은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추가적 금융소외 문제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인식하고, 시니어세대를 포함한
지역사회 대상의 디지털금융교육에 사회공헌 활동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자원봉사 활동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디지털금융
교육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직원 본인의 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부록 1 참고). 본 연구의 질적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 이러한 활동을 통한 금융기관과의 신뢰관계 형성은 디지털금융 서비스
시장의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의 시니어금융포용 상품 및 서비스>
 미국 TrueLink Financial사는 치매노인 등 자율적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는 고
객을 위해 가족이나 후견인이 카드사용 패턴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개발; 미국 Oceans Bank는 노인보호시설 내 비디오ATM을 배치함으로써 필
요시 지점 직원에게 화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영국 Barclays 은행의 "Digital Eagles", Lloyds의 “Digital Champions" 등
대형 은행의 임직원이 지역 비영리단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금융교육을 제공 중이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싱가포르 IMDA의 SII 운영에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자원봉사 인력은 시니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3. 디지털 금융소외 실태 파악
디지털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디지털 금융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교육의
확산과 함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디지털 금융교육 전담기구만으로는 부족하다. 디지털 금융교육 실행기구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물론 디지털 금융소외의 해소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디지털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제도
3) https://www.fsa.go.jp/news/30/ginkou/20180815-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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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뒷받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포용의 발상지4)인 영국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2016년 5월 금융소외 위원회
(Committee on Financial Exclusion)를 설립해 금융소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년 뒤인 2016년 5월에는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담은 종합보고서(Tackling
financial exclusion: A country that works everyone?)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에서
는 몇몇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조사와 디지털 금융 사용실태 관련 조사
가 실시한 바 있다. 이들 조사에서는 디지털 금융소외의 주 대상자들인 시니어도 포
함되어 있긴 하지만, 인구비례 할당이라는 조사방법의 특성상 일부만 반영되어 시니
어의 디지털 이용 및 소외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사분야 역시 은행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시니어들이 백세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보험 및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과 관련한 조사는 이뤄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의 조사들에서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이 시니어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다.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고령 시니어 계층이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거대한 집단의 상당수가 디지털 금융소외 계층으로 전
락한다면 IT코리아의 위상은 추락하고 국민들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5)은 하
락할 것이다. 특히 많은 고령자들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거동이
불편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디지털 금융생활은 금융웰빙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소외의 현실과 금융생활 전반,
그리고 금융웰빙 관련 니즈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
는 게 우선이다. 미래의 기회는 불편한 진실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있는 법이다.
시니어 계층은 저소득자나 새터민, 이민자 등과는 금융소외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인구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특화된 조사
가 필요하다. 시니어 계층이라고 모두를 하나의 동질집단(cohort)으로 묶을 수 없다.
가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액티브 시니어와 그렇지 않
은 사람, 남성과 여성 등 시니어 계층 역시 다양한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에
서는 이런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
4)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는 은행지점 폐쇄로 소비자들이 은행서비스에 물리적인 제한
을 받게 되자, 영국의 경제지리학자인 Andrew Leyshon이 이런 현상을 지칭하며 유행한
용어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지역적으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이 어렵고 일부 계층이 금융기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심을 증대했다(KB금융
지주 경영연구소, 2013).
5)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은 금융생활에서 얻는 높은 수준의 만족으로 뜻하는 말로 미
국 금융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금융의무를 다하고 미래의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하
며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금융선택이 가능한 상태.”(김정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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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외 시니어 디지털금융교육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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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정부의 'Senior Infocomm Initiative(SII)’ 및 전담
포탈 ‘IM Silver’
1) IMDA 및 Senior Infocomm Initiative(SII) 개요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경제화의 흐름 속에서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선도적
글로벌 거점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SG:D(Singapore Digital)라는 국가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
 이의 주관 부서로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산하의

정보미디어개발청(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IMDA)을 발족하고, 디지털 산업환경체계로의 전환, 구성원의 정
보화 역량 제고, 디지털 포용 등 전국적 디지털화의 노력을 통합적으로 운영
(unify nation-wide digitalisation efforts)
- 2016년 10월, 기존 정보통신개발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IDA)
과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을 통합하여 정보미디
어개발청(IMDA)으로 재편
<그림 부록-1> 싱가포르의 SG:D(Singapore Digital)의 핵심 목표

자료: http://imda.gov.sg/sii

 특히 지역사회(Community)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규제적 지원 체계를 갖춤
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
- 디지털 리터러시, 주요 정보통신 기술 및 접근 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해
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Media Literacy Council,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등의 타 부처와 협업하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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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비자교육 내용 중 디지털포용(digital inclusion) 정책은 디지털화의 혜
택에서 제외되는 사회 구성원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니
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정보 취약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함.
 Silver Info-comm Initiative(이하 SII)는 이들 중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싱가포
르 정부의 디지털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계, 학계 및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파
트너십에 기반하여 시니어 정보화 교육 및 정보 인프라를 지원
 시니어세대는 그들의 교육적 배경, 언어 및 정보화 역량이 타 집단과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 이들 세대의 정보화 역량 및 인식 제고를 통해 디지
털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수요조사 및 피드백을 통해 IT 교육 강좌, 동료
시니어들에 의한 교육 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
며, 2016년 현재까지 약 107,000회의 교육장이 마련되었음.
<그림 부록-2> 싱가포르 IMDA의 SII 초기 화면

자료: http://imda.gov.sg/sii

 SII는 다각적 접근, 밀접한 파트너십, 적극적인 자원봉사, 정부 지원의 지속성 등
4가지 요인에 크게 의존하여 운영 중인데, 특히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협업모델
은 SII의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
 현재 SII의 파트너십은 공적 영역, 시민 단체, 기업체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
며 아래의 단체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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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 싱가포르 SII 파트너십 기관들
공공기관
· Skillsfuture
Singapore(前 Singapore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 People’s Association, ·
Lifelong Learning
Institute,
·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 Nanyang Polytechnic
· Temasek Polytechnic
· Ngee Ann Polytechnic
· GovTech
· MOE schools
· 기타 모바일 앱을 제공
중인 정부기관(예:
Municipal Services
Office, Land Transport
Authority, Sports
Singapore 등)

시민단체
· Chinese Development
Assistance Council
· RSVP Singapore
· The Organisation of
Senior Volunteers
· Northeast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 Caritas Singapore
· Singapore Computer
Society

·
·
·
·
·
·
·
·
·
·
·
·
·
·
·
·
·
·

기업체
Apple
Google
Microsoft
Samsung
Singtel
M1 Limited
POSB Bank
IBM
Accenture
Sapura
Cognizant
Dell
Hewlett Packet
Enterprise
Netlink Trust
Oracle
PriceWaterHouse
Coopers
Singapore Pools
Tata Consultancy

자료: http://imda.gov.sg/sii

2) SII(Senior Infocomm Initiative)의 주요 프로그램
 IMDA의 SII 하에 지난 9여 년간 추진되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현재 홈
페이지에서는 아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⓵ Silver Infocomm Curriculum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으며,
기초 정보화 과정인 iBEGIN과 생활 밀착형 정보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iLIVE
등의 두 가지 과정으로 개설됨. 약 20여개의 주제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음.
- iBEGIN: 기초 ICT 기술(컴퓨터 이용 방법, 인터넷 탐색, 이메일 보내기, 문자
보내기, 영상통화 밤법, 정보보안 방법 등)
- iLIVE: 온라인 지급결제, 티켓 예약,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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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 iBEGIN과 iLIVE의 내용
iBegin
· Basic Computer skills on
Windows7
· e-Communications
· Internet
· Chinese input via Hanyu Pinyin
· Chinese input via Handwriting
device
· Basic Computer skills on
Windows8
· Introduction to iOS
· Introduction to Android
· Introduction to Mac

iLive

· e-Travel
· e-Transactions and Infocomm
security
· Digital photo management
· e-Entertainment
· Social networking
· Blogging
· Digital video management
· iBanking
· Health information, tools and
services
· Online storage and sharing(Cloud
computing)
· Government e-Services
· Navigating around Singapore
· Mobile apps for government
Services

⓶ Silver Infocomm Junctions(SIJ)
 시니어에 맞춤화된 정보화 훈련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는 정보화교육
허브(senior-friendly infocomm learning hubs)로, 민영복지단체(Voluntary
Welfare Organisations), PA’s Grassroots’ Organisations 및 비영리단체에 의
해 운영됨..


‘Silver

Infocomm

Curriculum’에

근거하여

3개

트랙(iBEGIN,

iLIVE,

iDISCOVER)으로 구성된 20개 주제에 대한 강좌를 제공
- 4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기초 정보통신 기술,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사
이버 보안(가짜 뉴스 판독법 등의 내용 포함) 등의 내용을 교육
- 기초 과정 수강 이후 심화 과정을 통해 동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cyber
guides'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음.
 2018년 5월 현재 싱가포르 전역에 약 30여개의 SIJ가 존재하며, 2007년 11월 개
설 이후 약 200만 명 정도의 시니어 인구가 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음.
- SIJ 배치 지역 및 제공 중인 IT 과정은 SII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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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 SIJ에서 제공 중인 수업 시간표의 예시

자료: www.imda.gov.sg/SII

⓷ Basic Digital Skills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기초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SkillsFuture for Digital Community(SFDC)의 1일 입문 교육 프
로그램을 일부 지정된 SIJ에서 제공 중
- 예) 인터넷 정보 찾기, 이메일 및 챗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지급결제,
디지털 정부 서비스 접근하기 등
 기초 디지털 기술과 함께 사이버 보안,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방법을 포함한 정보
식별 방법, 디지털 세계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 교육 등도 포함됨.
 BDS(Basic Digital Skills) 퀴즈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화 수준을 테스트 할 수 있
는 툴을 제공 중
- 퀴즈 링크: https://gems.gevme.com/75301390/registration/order/form
- 내용의 구성: 온라인 정보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지급결제, 디지털 정부
서비스 이용, 온라인 보안 등
- 약 5~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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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4> IMDA의 BDS(Basic Digital Skills) 퀴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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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Digital Clinics
 시니어가 스마트폰 이용 방법에 대해 ‘일대일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능숙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다음의 교육 내용을 포함함:
- Wi-fi hotspots 접속 방법 등 인터넷 접속 환경의 맞춤화
- 스마트폰 사용 환경 및 기능을 필요에 따라 맞춤화하는 방법(예: 글씨 크기, 돋
보기 기능의 사용, 목소리-문자 전환 기능, 클라우드 환경 이용 방법 등)
-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앱이나 모바일 뱅킹 및 지급결제의 사용 방법
- national initiatives like SGSecure 참여 활동
 IMDA의 SII 프로그램 하에 다양한 기관들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Corporate
Friends of Silver Infocomm(FSI)’의 지원으로 운영됨.
- 첫 Digital Clinic은 2017년 6월 IMDA’s Silver IT Fest roadshow의 일부로
진행했는데, 당시 큰 호응을 얻어 이후 파트너십을 다양화 하고 규모도 확대됨.
- 2018년 9월까지 IBM의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인 ‘Changi Business
Park(CBP) Gives 2017’와의 파트너십으로 클리닉이 진행되면서, 총 8개 회사
4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30여개의 Digital Clinic에 참여
 Digital Clinic은 모든 연령집단에 열려있지만 시니어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walk-in 선착순으로 인당 약 20여분 씩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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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DA의 사이트 및 모바일 공지를 통해 향후 일정 및 장소를 알림
- 주로 공공도서관 및 공공기관 창구를 이용하여 매주 오후 약 3시간 정도의 일
정으로 운영
예) 2018년 10월 2일, 오후 2~5시, Ang Mo Kio Public Library 등
<그림 부록-5> Digital Clinics 알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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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Intergen IT Bootcamp
 시니어들이 손자녀로부터 기초적인 정보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현재 280개 이상의 캠프를 통해 약 5,500명의 시니어가 교육을 받았음.
- 2010년 시작 당시 IDA(현 IMDA) 금융 포용의 수단으로 초중고 학교 및 지역사
회 파트너와 합작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15년부터는 North East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NE CDC)과
POSB와 파트너십을 맺고 싱가포르 북동부 지역 시니어 및 학생 손자녀 대상으
로 ‘North East Eldersurf Intergen Bootcamp’를 운영 중
⓺ SG:D Friends Programme
 시니어를 포함, 학생, 저소득 가계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IMDA에서 제공하는
Digital readiness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후원 자격 등록 절차
- 후원자 등록 링크:
https://www.ifaq.gov.sg/SGD_Friends/apps/SGD_FriendsRegistration.aspx

 법인 후원 기관의 경우 아래 중 어떤 형태로든 참여 가능
- 1) DR 활동에 기업체 소속 자원봉사자를 파견
- 2) DR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해당 기관의 창구(touchpoints)에서 운영
- 3) 직원들의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을 제고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4) DR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 전파

3) 시니어 온라인 정보화교육 포탈 ‘IM Silver’
 2017년 6월에는 IT 교육 수요 및 SII의 각종 활동에 참여 수요가 있는 시니어를
위한 포탈 IM Silver을 개설하고,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링크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
<표 부록-3> 싱가포르 IMSilver의 메뉴 구성
메인 메뉴

하위 메뉴
- 데스크탑 컴퓨터 이용, 디지털정부 서비스 이용, 모바일 기기
온라인 학습
이용,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제작 과정 등
개설 과정 및
- Silver Digital Creators, Silver Infocomm Junctions, PA
프로그램
Senior Academy
BDS Quiz
- 기초 디지털기술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퀴즈
Silver IT Fest - Roadshows, IT Classes
- SG:D Friends, SIWA(Silver Infocomm Wellness
Volunteer
Ambassa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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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6> 싱가포르 IMDA의 IMSilver 초기 화면

⓵ 온라인 학습: 시니어의 특성을 반영한 6개 주요 영역별로 IMDA의 파트너십 기업
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컨텐츠를 연결
⓶ 개설 과정 및 프로그램: IMDA가 전국도서관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 중인
SDC 과정, SIJ에서 제공되는 기초적인 정보화 과정, IMDA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PA(People's Association)의 Senior Academy가 제공하는 심화 과정 등이 있음.
 ‘Silver Digital Creators(SDC)’ 과정은 보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창의적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니어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임.
- 디지털 사진, 영화 제작, 디지털 음악 및 미술, 코딩, 서적 발간 등의 5개 과정
이 제공되며, 5개 과정 모두를 이수할 경우 ‘Apple Regional Training Centre
certificate of recognition’을 수여함.
- 각 과정은 6시간 과정으로, 이틀간 반나절씩 진행되며, 수강료는 과정 당 38달
러임(SkillsFuture Credits를 활용해 할인도 가능)
 SIJ는 전 절(1.2)-⓶)에서 설명한 기초 정보화 과정을 제공하는 학습 허브로 복지
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 제공 중
 PA Senior Academy의 과정은 전국 단위의 주민센터(community club, center)
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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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를 활용해 가족들과 더 잘 소통하고, 온라인 환경의 혜택을 누리며, 취업가능
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니어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2017년
현재 약 140,000명의 시니어가 수강함.
⓷ BDS Quiz: 전 절(1.2)-⓷)에서 설명한 기초 디지털 지식 퀴즈(BDS Quiz) 링크와
일상 생활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SkillsFuture for Digital
Community(SFDC)의 1일 기초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SIJ 정보를 제공
⓸ Silver IT Fest (Plus):

IMDA가 교육기관(Institutes of Higher Learning:

IHLs), 파트너십 업체 및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연간 단위로 기획하는 일련의 이벤
트(전시, 인터액티브 강좌, 워크샵, IT 수업 및 세미나 등)로,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술을 경험함으로써 일상에서의 IT의 혜택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도
록 도우며 참여 기관들의 시니어 중심의 사고를 독려하기 위해 제공
 Roadshow는 시니어에게 정보기술의 재미를 알리고, 일상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축제 개념의 이벤트로, 인기 모바일 앱이
나 필수 디지털정부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미니 강좌(bite-sized tutorials) 등을
제공하며, 보다 심화된 트레이닝을 원하는 경우, 4개국 언어로 제공되는 IT
Classes 등록이 가능함.
<그림 부록-7> Roadshow의 예: “Tutorials @ Learning Island”

“45분짜리 미니 강좌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커뮤니케이션, 여가 및 교통이용 등에
필요한 모바일 앱에 대해 배우세요!! 모든 강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오실 것을 권합니다. 강좌가 시작되기 30분 전
에 오시면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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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17 to 19 Aug, Friday- Sunday
 시간: 11am - 7pm
 장소: Toa Payoh HDB Hub Atrium
 후원: SG:D Friends

□ E-Payment Learning Journey: 디지털금융교육 로드쇼
 2018년부터 금융기관 및 교통카드(MR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니어를 위한 디지
털금융교육 로드쇼로 기획되었으며, 50세 이상의 시니어 중 온라인 지급결제를 경
험해보지 못한 시니어를 주요 대상으로 함.
- 청년층과 기업의 자원봉사자(Friends of Silver Infocomm)의 지원으로 운영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물품 구입 등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결제를 경험하고 익숙해
지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3시간짜리 강의 형식으로 제공됨.
- 은행앱 다운로드, 안전한 거래를 위한 tip, 교통카드(MRT)를 온라인 카드로 전
환하는 방법, QR코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시니어들의 온라인 지급결제로의 첫 걸음을 독려하기 위해 파트너십 기업들의 포
인트 적립 및 먹거리 할인 등을 제공
- 2018년 9월 로드쇼에서는 DBS, OCBC, UOB 등이 해당 기관의 금융앱을 설치
한 경우, 5달러 포인트 적립을 통해 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2018년 연간 50회 세션을 6개 지역에서 기획하여 2,000명 이상의 시니어의 참여
를 유도할 예정
<그림 부록-8> “E-Payment Learning Journey” 포스터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온라인
지급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0세 이상이
고, 온라인 지급결제를 처음 이용하시며, 다음 내용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세요:
- QR코드를 사용 해 결제하는 방법
-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송금하기
- 온라인 MRT 카드 이용하기
-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등.”
“여러분의 시작을 돕기 위해 DBS의 PayLah!, OCBC Pay Anyone 또는 UOB
Mighty 등을 설치하는 분께는 5달러 포인트가 적립되고, 모바일 MRT카드를 성공적
으로 설치하시는 분들께는 10달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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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장소: Woodlands Regional Library

11월
 장소: McPherson Community Club

 일자: 20 Sep, 2018

 일자: 17 Nov, 2018

 시간: 9.00am - 7pm
 시간: 9.00am - 7pm
* 매 정시에 수업이 시작되며, 한 세션당 3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 세션은 4시에
시작하여 7에 끝납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비는 5달러입니다.
 준비물: 스마트폰, ATM 카드, MRT 카드

⓹ Volunteer: 시니어의 정보화 교육에 열정이 있는 개인 및 기업, 또는 정보화 수준
및 기술에 있어 강한 리더십을 가진 시니어 세대가 각각 Friends of Silver
Infocomm(“FSI”), Silver Infocomm Wellness Ambassador(SIWA)로 등록하여
SII의 다양한 활동들을 후원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
 Friends of Silver Infocomm: 2016년 8월, SII 주도로 시니어들의 디지털 포용
에 열정을 가진 자원봉사자에게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함.
- IT 워크샵 및 강좌의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결정적이며, 매 년 약
500명의 성인 및 대학생 자원봉자사자들이 SII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앞 절(1.2)-⓺)의 SG:D Friends programme가 시니어 뿐 아니라 전 시민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면, FSI는 특히 시니어의 금융포용을 돕기 위한 봉사자를 지칭
 개인회원 뿐 아니라 기업체와 공적 영역의 법인회원의 참여도 독려하고있는데, 법
인 FSI(Corporate FSI)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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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됨.
- 기관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있는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연간 단위로 공지
- 참여 빈도에 대한 최소 의무 기준은 없으나, 통상 봉사 세션 당 3~4 시간 정도
가 소요되며, 각 FSI는 연간 2~4회 정도의 세션에 참여할 것을 권유
 개인회원(청년, 성인 및 은퇴자) 및 법인회원의 임직원이 FSI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술적 역량과 관심사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컴퓨터, 타블렛 기기 및 스마트폰에 익숙해야 함.
- 시니어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정
- 시니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술 옹호자(tech advocates)로 역할
<표 부록-4> 기업 Friends of Silver Infocomm 명단(2017년 현재)

 Silver Infocomm Wellness Ambassador(SIWA)는 시니어들에 의한 시니어 교육
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IMDA와 Peoples’ Association Active Ageing
Council(PAAAC)이 공동으로 주관함.
 50세 이상의 시니어들 중 소셜네트워킹, 블로깅, e뱅킹 등을 통해 IT를 활용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동료 시니어들도 그들의 삶 속에 IT를 채택하도록 독려하
는데 열의가 있는 시니어들이 참여
- 이러한 시니어들이 스스로 온라인으로 SIWA로 등록하거나 동료들에 의해 추천
(nominate)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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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째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63명의 SIWA가 활동하고 있음.
- 2017년 한 해 동안 약 80명의 추천을 받았고, 이들 중 31명의 SIWA이 선발됨.
- 2017년 SIWA 소개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o5EsEuG24M
 IMDA는 PAAAC는 이들 SIWA 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Tech Silver Project”를
기획 중인데, 우선 선발된 약 29 명의 SIWA가 동료 시니어들에게 IT 기술을 전달
하는 데 필요한 역량(soft skills and tech. skills)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
로써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기타 IMDA의 디지털포용 정책 중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그 밖에 ‘저소득층’ 시니어 가계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인 IM Bonding Learing
Project와 IMDA로 재편되기 이전 IDA 체제 하에 운영하기 시작했던 Silver IT
Care(시니어가

동료

시니어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SIWA와

유사),

Silver

Infocomm Hotspots(각종 디지털기기를 갖춘 물리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SIJ와 유사) 등이 있음.
□ IM Bonding Learning
 디지털 세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시니어를 위한 일대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부(IMDA), 시민단체(Lions Befrienders: LB), 기업(POSB 은행) 등 3자간 협업
모델로 각 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의 취지로 개발.
- Lions Befrienders(LB): 고령 가구의 지역사회 통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약
20년 이상 운영된 사회봉사단체, 고립위기에 놓인 노인 가구 방문, 주간활동센
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
- POSB 은행(현 DBS Group에서 인수): 약 1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국민’ 은행(고객 수 400만 명, 50개 지점, 1000여개의 ATM 등)
 전체 커리큘럼은 8주간 운영되며, 8차례의 3시간짜리 세션으로 구성됨.


IMDA가 저소득층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시작한 Home
Access Programme의 일부로, 2017년 4월 현재 약 8,000 가구가 지원을 받았
고, 이후 16,000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
- 저소득층 가구 중 자녀가 없는 가구는 Home Access Programme를 통해, 학
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는 NEU PC Plus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지원
받고 있음.

68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2017년 현재 IMDA는 POSB, NTUC FairPrice Foundation, NetLink Trust 등
의 업체들의 지원으로 약 900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가정용 브로드밴드 및 타블렛
PC를 무상 지원(대여)
- 단, 가구원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공적 부조의 대상인 가구인 경우만 해당하는
등 적격 요건이 있으며, IMDA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형태로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면서

타

블렛 PC 구입을 지원 받을 수 있음.
 IM Bonding Project의 주요 대상은 60~80세 연령의 시니어 저소득층이며, 타블
렛 PC를 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이들 삶의
편이성을 제고하고, 가족과 지인들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제공
- 교육 내용은 저소득층 시니어가 사회적 접속(social connectedness)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예) 인터넷, 디지털TV, 온
라인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POSB의 Digibank와 Paylah! 앱 사용법 등
□ Silver IT Care
 2013년 10월 IDA, RSVP(Organisation for Senior Volunteers), Council for
Third Age(C3A)2013와의 3자 협업 모델로 출발
 정보화 수준이 높고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시니어 자원을 활
용하여, 시니어 Infocomm Helpdesk에 배치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해 조언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
 2016년 현재 41명의 시니어가 기초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전화 안내원으로
훈련되었고, 전화 통화를 통해 해결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기기를 RSVP Bishan
Junction 8로 가져오면 컴퓨터 수리 전문 시니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한편, 1일 모바일 IT 클리닉 형식으로 Bukit Batok주민센터 등에서 Microsoft
Singapore 등과 함께 고장난 컴퓨터나 랩톱 수리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Ain
Society, Beyond Social Services,Jamiyah Children's Home등의 자선단체
(VWO)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2013년~2016년 2월 현재 사이, 약 760건의 핫라인 문의 및 컴퓨터 수리가 이루
어졌으며, 2014년 10월부터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Silver IT Car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이를 통해 문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기존 해결안을 트래킹함으로써 응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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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줄이고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Silver Infocomm Hotspots
 Silver Infocomm Hotspots(SIHs)는 시니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되어 정보통
신 기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춘 장소로, 해당 장소의 소유주는 IDA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니어들이 무료로 정보통신 기기와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지원하
고 있음.
 2010년 3월~2013년 3월 사이, 목표로 했던 100개를 초과하여 124개의 SIH가 설
치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주민센터, 문화센터(self-help group centres) 및 집합주
거시설 등에 배치되었으며, 24개 공공 도서관을 모두 포함함.
 IDA는 이러한 SIH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장소 당 3,600 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니어들이 사용 가능하기에 적합한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SIH는 또한 거점 지역, 공동 관심사 또는 프로그램 등에 기반하여 3 곳 이상의 클
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트너들이 자원을 모아 하드웨어 구입이나
인터넷 서비스 계약시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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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금융소외 위원회와 시니어세대의 금융소외 실태
 본 장에서는 2016년 5월 영국 상원의 금융소외 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Exclusion)에서 공개된 영국 금융소외 실태조사 종합보고서(Tackling financial
exclusion: A country that works everyone?)의 내용 중 시니어계층의 금융소
외 실태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였음.
 영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1,160만명(80세 이상 310만명)에서 2039년
1,800만명(630만명)으로 추정됨.
 연령증가에 따른 재정적 위치, 금융 니즈 및 상품 선택의 폭이 변화되는 현상은
영국의 노인에게서도 비슷하게 경험되고 있으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가격 정책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예: 보험상품) 고령층의 금융소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Later Life Ambitions에 의하면, 특히 은행 및 우체국 지점의 폐쇄, 온라인 뱅
킹으로의 전향, 농어촌 지역의 제한된 이동수단, 움직이거나 온라인 기기 활용
을 제한하는 신체적 쇠약 등으로 이러한 현상은 악화되는 추세
 Finance Foundation의 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80세 이상 인구 중 약 1/3이 현
금인출기계 이용 경험이 全無하며, 10명 중 4명은 시력 저하나 손가락 관절 약화
로 ATM 사용이 제한적이며, 비슷한 비중의 노인들이 스스로 실수할까봐 또는 너
무 빨리 응답을 요구해서 등의 이유로 기계사용을 어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고령 집단의 현금 선호와 대면 접촉 의존 경향, 신체적 인지적 변화로 인한 기
술 기피현상은 영국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은행 지점의 패쇄는 특히 고령층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
대응해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음.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digital exclusion) 현상은 은행 지점 패쇄로 인한 고
령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 하고 있음을 지적
-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입문 단계에서 조차 다중의 로그인, 비밀번호, PIN 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함으로 인해 고령층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온라인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그만큼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확신을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반드시
기술적인 보안장치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술적 역량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능숙하게 기

71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기를 이용할 줄 알더라도 향후에는 그렇지 못 할 가능성이 큼.
- 즉,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력을 유지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 보조
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나 이는 매우 제한적임.
- 예) 기억 상실을 경험하는 노인이 신뢰할 만한 carer 등을 통해 제3자가 안전
하게 접근가능하나 변호사만큼의 통제력은 행사할 수 없는 금융상품 등
 현재 몇몇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고객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매우 좋음.
- Barclays 은행: ‘Barclays Digital Eagles’로 불리는 15,000여명의 직원이 고객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지점에서는 “tea and teach"
세션을 통해 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Lloyds

은행:

2018년

현재

약

25,0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Digital

Champions’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인, 영세 사업자, 자선단체들이 온라인 환
경에서 생활하거나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진입 과정을 지원
<그림 부록-9> Barclays Digital Eagles 홈페이지 및 제공 중인 디지털교육 내용

72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자료: www.barclays.co.uk/digital-confidence/eagles/
<그림 부록-10> Lloyds Digital Champions 소개 홈페이지

자료:www.lloydsbankinggroup.com/media/digital-insight/digital-champions-fra
mework/
 그 밖에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2016년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대형 금융기관들이 기술의 측면에서 취약 고객층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방법을 검토하도록 유도
 다만, Financial Foundation는 기업과 시장이 규제 당국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
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고령 친화적인 상품 디자인, 서비스, 기술 개발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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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는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더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
- 규제의 측면에서는 ‘안전 지대(safe spaces)’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의 금융 포
용을 돕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독려하는 방법 등
 같은 맥락에서 Age UK는 핀테크 솔루션이 고령층에 맞춤화되어 발전할 것을 제
안하고 있는데, 즉,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 및 승인 과정(“passing security") 에
서는 그 절차를 급진적으로 단순화(radically simplify)하되, 안전성 차제의 수준은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주장
 결론적으로, 정부 및 규제 당국은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들이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에서 고령층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혁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혁신의 핵심 목표는 접근성, 안전성 및 인터페이스가 고령자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단순화 되되, 보안성 자체는 이들의 신뢰를 얻고 채택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보장
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및 앱의 개발에 맞춰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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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금융기관의 시니어 대상 디지털금융 포용 사례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을 중심로 Video ATM, Video 교육 프로그램 등 화상 서
비스를 접목하여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활발
- 은행이 온라인 정보화교육 플랫폼 개발자 등과 협업, 고객여부에 관계 없이 일
반 시니어를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픈한 Capital One의 사례
- 은퇴자커뮤니티 등 집합거주시설 안에 인근 은행의 직원과 영상으로 대화하며
각종 은행업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video teller machine을 설치한
OceasnFirst 은행 사례
 이와 함께 시니어 특유의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True
Link Financial 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 신체적, 인지적 쇠약으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시니어, 장애인 등을 대
상으로 사용 환경에 제한을 둔 직불카드 상품을 개발, 가족 및 후견인 등 지정
된 보호자의 보호 속에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
- 특수 계층의 니즈가 반영된 전문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
□ Capital One Financial Corp.의 온라인 뱅킹 학습 비디오 플랫폼 “Ready, Set,
BankSM"
 미국 시니어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모바일 뱅
킹 이용률이 저조한 수준임.
- 미국 65세 이상 인구의 6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 중 온라인 뱅킹
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들 중 절반이 안되는 수준
- 65세 이상 인구의 약 80%가 스마트폰 보유자이지만 이들 중 14%만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2017 Pew Research Center, OATS)
 이에 미국 은행지주회사인 Capital One Financial Corp.사는 시니어 세대에 특
화된 동영상 형식의 온라인/모바일 뱅킹 학습 프로그램인 ‘Ready, Set, Bank’를
개발함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미국 시니어 디지털 교육 전담 사회적 기업인 Older Adults Technology
Services(OATS)가 파트너로, 기업 임직원 교육용 플랫폼 개발업체인 Grovo사
가 제작자로 참여
 ‘Ready, Set, Bank: Online Banking Made Easy’는 시니어 세대에 특화된 기초
기술 교육 내용, 온라인/모바일 은행 거래에 대한 우려(concerns) 등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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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약 60여 개의 비디오 및 강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생활과 밀착된 예
시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들의 참여를 독려
- 강의 내용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뉘며, ⓵온라인 뱅킹의 장점, ⓶온라인 뱅킹의
안전성 및 보안성, ⓷온라인 뱅킹 시작하기, ⓸내 돈의 주인 되기, ⓹온라인 계
좌 관리 등임.
<그림 부록-11> ‘Ready, Set, BankSM’의 초기화면

 이 프로그램은 2016년 8월부터 전국적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OATS는 비디오 강
의 플랫폼과 함께 강사가 실제 지역사회 및 은행 지점의 환경에서의 경험과 부가
적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조화하고 있음.
<그림 부록-12> ‘Ready, Set, BanksSM’의 강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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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sFirst Bank의 ‘화상 은행업무처리 기계(video teller machine)’

<실제 사례>
미국 뉴저지州의 Applewood라는 은퇴자시설에 거주하는 83세의 Betty는 수표
를 입금하기 위해 1층 홀에 있는 OceansFirst 은행의 화상 ATM(video teller
machine)으로 다가갑니다. ATM 기계처럼 생겼지만, 이용 도중 도움이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수십 마일 떨어진 Toms River시 지점에 있는 Kevin이 나옵니다.
이름을 서로 알고 있을 정도로 둘은 친숙하며, Kevin은 Betty가 원하는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etty는 이미 컴퓨터를 쓸 줄 알고 있지만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런 화상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계를 통
해 거의 대부분의 은행 업무(수표 입금 또는 현금화, 계좌간 이체, 모기지 납입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州의 4대 은행인 OceansFirst 은행은 2014년 Freehold市의 Applewood라
는 은퇴자거주시설에 당시 실험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화상 은행업무처리 기계
(video teller machine)을 설치하여 시니어의 은행업무를 지원
- Applewood에 매점, 식당, 헤어샵,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이시설이 있었지만 은
행이 없어 불편을 겪자, 인근 OceansFirst 은행에 미니지점 설치를 요구
- 지점 형태의 운영은 비용 문제로 곤란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으나 당시 BOA 등
타 은행에서 실험 중이던 화상 은행원(video teller)을 벤치마크하여 화상 ATM
을 Applewood에 설치하기로 결정
 Video ATM은 ATM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연결 가능한 버튼이 있고, 한 행원이
10대의 기계를 통해 응대할 수 있으며, 일반 지점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를 지원함.
 어르신들은 신속히 화상 ATM의 사용 방법을 터득하였고,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
아 화상 ATM의 설치 지역을 확대
- 시니어들은 현금카드를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고, 차를 타고 은행까지 가서, 한
참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만족했고, 특히 이용 도중 버튼
을 누르면 항상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
 이후 OceansFirst 은행은 화상 ATM의 높은 수요 등에 대응하여 임직원 대상의
9주짜리 디지털행원자격증 (Certified Digital Banker) 코스를 개발, 직원들이 보
다 다양한 은행 및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
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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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뱅킹의 효과적 운영은 플랫폼의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력
을 뽑아 육성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행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말까지
500명 정도로 양성할 계획
□ True Link Financial의 True Link Visa Card
 True Link Financial은 샌프란시스코州 기반의 온라인 금융기관으로 시니어, 장
애인, 중독증상 유경험자 및 그 가족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그들의 독립성 및 재
정적 웰빙을 제고할 목적으로 설립됨.
- 2012년 11월 Kai Stinchcombe와 Claire McDonnell가 설립, 2013년 8월 첫
상품 출시
<그림 부록-13> 미국 True Link Financial사 홈페이지

 True Link는 치매 초기였던 Stinchcombe의 할머니가 텔레마케터와 기부단체의
금융사기로 인해 수만 달러의 피해를 봤던 경험을 토대로 설립
- 미국 노인의 14%가 금융사기 피해 경험이 있으며, 약 54%가 금융사기에 의해
접촉된 경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감지 기능(fraud detection)과 중독증상이 있는 고객들의
금전관리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는 연간 36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
- True Link 사는 금융사기 및 의심되는 판매자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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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융사기 탐지 알고리즘을 보유
- 미국에서는 연간 250만 명 정도가 중독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8월 True Link사는 중독으로부터 회복 중인 고객들을 위한
직불카드 전문회사인 Next Step Network, LLC.를 인수
 이들 특수 고객층이 스스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그들의 가족 또는 신탁관리자, 후
견인 등의 전문가, 대리 지급인(representive payees) 등에 의해 관리 받을 수 있
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표 상품으로 True Link 비자카드(충전식 선불카드)와 True Link Financial
Advisors(투자 및 자산관리 솔루션) 등의 자산관리서비스가 있음.
- True Link FA의 경우, 금리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 사다리와 ‘생애소
득(Life cycle income)’에 기반 한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이론에 기반, 주식,
채권, 연금 등의 상품을 포괄적으로 활용
 True Link 비자카드의 경우, 특히 시니어를 타겟으로 하는 금융사기 및 과다지출
(fraud & abuse)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두고 있음.
- 가족의 일원이 직접 카드를 충전하거나 특수 목적 신탁으로부터 지정된 자금이
공급되는 형식으로 충전
- 카드 사용 환경을 사전에 설정하여 금융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
예) 특정 텔레마케터로부터의 구입 제한, 자선단체를 선별하여 기부 여부를 결
정, ATM 사용 한도 제한 및 이용 내역에 대한 문자 수신, 문제가 있는 판매자
를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능 등 시니어 개인의 니즈에 맞춤화할 수 있음.
<그림 부록-14> 미국 True Link Financial사 직불카드 사용 환경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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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환경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 관리 수수료는 월 10달러 수준
으로, 연간 약 2,340달러의 saving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보다 저렴한 수수료의 다른 카드도 많이 있지만 시니어와 그 가족의 니즈를 충
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보호 장치를 갖춘 카드는 True Link가
유일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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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금융감독원 이봉헌 금융교육국장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에 대해 OECD/INFE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음)
▣ OECD/INFE에서는 디지털 금융서비스(DFS: Digital Finance Service: 디지털 기
술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모든 금융방식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모바일, 온라인, 무점포
거래 등을 말함)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 OECD/INFE에서는
▢ 금융의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명암
○
-

디지털
디지털
새로운
소비자

기술의 적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효익으로서
금융서비스 영역 확산과 접근성 강화로 금융포용이 확대
금융상품 등장으로 금융거래의 편의성, 신속성, 적시성이 제고
니즈에 맞춘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상품 개발 촉진

○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Risks)는
- 신종 금융사기, 정보유출, 투기적 상품(예: initial coin offerings)이 출현
-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이 디지털화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알고리즘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발생
→ 따라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시스템, 기술혁신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정도가 심화되고
㉢ 불완전판매, 피싱 사기, 정보 편취 등 소비자 피해증가가 발생함
⇒ 따라서 OECD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으로
㉠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 금융포용 정책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및 투명성 확보 등을
권고 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금융상품의 내용이 복잡하고 상품설명서의 분량이 많고, 모호한 용
어를 사용하고 디지털기기의 화면공간 부족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공시내용을 읽거
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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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고령층, 저소득층, 여성, 이민자 등 디지털 금융이해력 취약층에 대한
금융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감독기구의 역할
▢ 감독당국과 이해관계자(디지털금융서비스 개발/제공자 등)간에 긴밀한 협의*
* 디지털금융상품 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발전 측면과 무분별한 상품 범람에 따른
규제 필요성간의 조율
▢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핵심역량 개발을 지원*
* 신뢰구축 및 DFS 이용 편익 제고, 디지털 범죄 및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디지털 금융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소비자
권한 강화 등
▢ 수요자계층별로 디지털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을 적절히 활용한 금융교육 강화
▢ 디지털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등
( 금감원은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
㉠ 금년 중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와
금융정보 검색 등에 대한 고령층 전용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하고 있음
㉡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강화
㉢ 디지털 금융교육콘텐츠,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유확대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
- 각 교육기관이 개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내의 ‘금융교육 한곳에’코너에 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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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생명보험협회 박배철 본부장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빈곤’, ‘노후파산’, ‘가족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고취 및 은퇴준비 방향 제
시를 위한 교육 필요
▢ 현재 생명보험협회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을 시행
중
 2012년도 은퇴준비 토크콘서트 순회강연을 시작으로 ’13년도부터 찾아가는 노후준
비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
<연도별 교육실시 현황>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인 원

1,842명

6,887명 10,756명

수행업체

imbc

능률협회

2015년

2016년

2017년

15,132명 15,369명 15,705명
생산성본부

2018년
10,000명
이상

능률협회

▢ 2018년도는 합리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의료비, 노후소득, 인적관계, 여가생활
등 재무/비재무적인 노후준비 방향을 제시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고취 및 효과적인 은퇴준비 방안 제시를 위해 “행복수명
100세 시대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라’”라는 캠페인 진행 중
 노후의료비 노후의료비, 노후소득 등 균형 있는 재무적 노후준비 방향을 제시하고, 인
적관계, 여가생활 등 적극적인 사회지향적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실천 가이드를
제시하고, 노후준비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하고 교육함.
- 2018년 현재 전문강사 20명 운영
 2018년 100회 이상 10,000명 이상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7년 179회, 15,705명 교육 완료
▢ 2018년도 주요 사업추진 방향은 아래 네 개 분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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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자 맞춤 교육
2018
추 진
방 향

: 대상별(직업, 연령) 콘텐츠 차별화한 표준교안 제작
② 재무/비재무 병행교육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무/비재무적 균형있는 교육실시
③ 교육 집중도 제고 : 강의 인원수 조정, 강의수 확대
④ 전문 강사진 구성 : 재무/은퇴설계 전문가 양성, 관리

① 수요자 맞춤 교육: 연령대별 표준교안(전연령층, 3~40대, 50대 이상) 및 공직자,
군인 등을 위한 강의 교안을 제작하여 대상별 맞춤 강의 실시
<연령별/대상별 강의 교안>

[30~40대] 경제교육/자산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재무중심의 현명한 미래설계 과정 등 교
육
[50대 이상] 은퇴후 건강, 경제, 인간관계 등 재무/비재무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
실시
[공무원/군인] 성공적 은퇴생활을 위한 재무적(공무원/군인연금)‧ 비재무적(건강습관, 대
인관계 등) 인생설계 등 교육

② 재무/비재무 병행교육: 재무,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은퇴 후 건강과 사
회적 활동, 원만한 인간관계 등을 통해 노후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③ 교육 집중도 제고: 강의 인원수 조정, 강의횟수 확대를 통해 강의당 평균 100명
이내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여 교육 집중도 제고
☞ 2017년도 1회당 평균 88명 대상 강의 (179회 강의)
④ 노후교육 전문 강사진 구성: 강의 시연 등을 통해 재무/은퇴설계 전문가 등 우
수 강사를 선발하여 노후 강의의 질적수준 향상
☞ 2018년도 29명의 전문강사 선발, 운영 (2017년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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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대한노인회 중앙회 황진수 선임이사

▢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금융거래의 편리성, 합리성이 시니어 세대에도 공유될 수 있
어야 한다는 매우 유익한 발표
▢ 다만, 노인의 금융문제에 있어 특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
▢ 특히 시니어금융교육은 맞춤형으로 하되, 상류, 중류, 하류노인을 구분하여 중류
노인에 집중할 필요
려할.
사회학 이론 중 노화에 대한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of aging)에 근거
하면, 특정 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는 그 사회의 현대화 정도와 반비례한다고 주
장함. 즉, LTE급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는 노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노인 계
층을 소외시킴.
려할.
대체로 전기노인(65-74세)의 경우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지만, 후기노인(75세
이후)의 경우는 관습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게 됨.
려할.
우리나라는 전체 노인의 10% 정도가 상류 노인, 20% 정도는 중류 노인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나머지 70% 내외가 하류 노인 집단임.
- 상류 노인의 경우, 주로 변호사, 세무사 상담을 통해 금융 거래
- 하류 노인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49.6%가 빈곤선 이하, 70%가
기초노령연금수령자이며, 국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자 166만명 중 30%가
노인임.
※ 영국 Southampton 대학교 Zaidi 교수의 ‘Global AgeWatch Index’, 노인인
구의 소득, 교육, 여가, 건강 부문 중 소득 분야 우리나라는 67등(2016)
⇒ 따라서, 시니어 대상 디지털금융교육은 베이비부머(1955년~63년생) 712만명, 중류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일 것임.
▢ 노인의 금융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첨단기기, 전자제품을 활용하는 디지털금융교육
도 필요하지만, 노인 빈곤에 대한 정책 제시가 절실함.
려할.
노인의 금융거래 관련 주요 관심분야(상담사례):
- 재산상속, 증여문제와 세금(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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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의 분쟁문제-법적, 인간관계
- 사회단체, 복지기관 후원했을 때의 문제
- 금융사기 및 투자 문제-다단계, 보이스피싱, 스미싱
- 종이통장이 불편하지 않다-차라리 노약자 우대창구를 두어라
려할.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불효자식 방지법"이 입법과정에는 실패했지만 심각히 검토
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 사안: 증여시 생활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이미 완료된 증여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558조를 삭제
- 형법 개정 사안: 노인학대죄와 관련, 친족 폭행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정서
적, 신체적, 재정상의 학대로까지 범위 확대, 주변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등)
※ 현재 친족 폭행 사건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자 반의사불벌죄(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로 규
정돼 있기에 합의 남발로 친족 폭행 사건의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
려할.
싱가포르, 중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효자봉양법: 동거 또는 별거 상태이든 자녀가 빈곤한 부모를 봉양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공공복지시설 등을 통해 부양하고 비용을 자녀에게 청구, 자녀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노동 또는 징역
- 효자송금법: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생활비나 용돈을 연말 세금정산시 공제하는
제도
⇒ 노인 금융문제는 노인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적, 구조적 문제(정부정책, 연금, 기
본소득, 노인취업 등)에 대한 부분과 노인의 금융거래시 테크니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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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국회 보험과 미래포럼 장만영 공동대표
(숭실대 경영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먼저, 시니어계층의 디지털 금융소외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발제 내용 잘 들었습
니다. 아울러 시니어계층의 디지털금융소외 현황을 정리해주신 내용과 고령층 대상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원정책계발에 참고가 될 만한 소중한 연구와 발제해 주신 손성동
소장님과 고정현 수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먼저 디지털과 금융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은 개방적
이고 첨단산업이며 소프트웨어나 기기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금융은 보수적이고 규
제산업이며 신뢰와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를
결합하는 일은 공급자나 산업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있
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시니어계층에게 있어서 디지털
이라는 새로운 기기와 기술의 경험측면의 생소함과 함께 어렵고 복잡하며 폐쇄적인
금융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의
포럼을 계기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와 고령
화 시대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디지털금융에 대한 바른 관계를 정립해 줄 것을 기대
해봅니다.
저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의 관점에서 디지털금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
계층의 금융소외와 전 연령대의 금융경험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봐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생애주기의 금융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금융지식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소개되었지만 교육이나 홍보가 모바일 뱅킹 이용률에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또한 경제적수준이나 금융기관경력, it업
계종사, 화이트칼라 등 직무 등을 통한 일상경험이 디지털금융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
안함을 상당부분 해소한다는 내용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20일의 한
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도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결과가 잘 나
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와 태도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추해보면 20대까지는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시험에 묻혀 금융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
이며 60대 이후는 금융에 대한 유인책(금융을 활용할 이유_창업, 주택구입)이 상당부
분 떨어져 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표적집단 면
접조사에 응답하신 28분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 없이 살아오신

89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분들이기에 시니어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지식, 경험 등을 개선하고자 현재, 금감원 등 공공기관
이나 금융회사를 위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지만 대부분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 일회성
이거나 이벤트로 이뤄져 온전한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5
년 실시된 학교금융교육실태조사1)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활 속의
금융교육이 아닌 지식전파위주의 교육과 외부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 공급자 관점에서
의 교육이 주를 이루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학교교과편성
과 친근한 선생님의 금융교육실시, 소외계층 등 일부계층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생
애 전주기에 걸쳐 이뤄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사회인으로 경제인으로 자라기 전에 이미 우리는 금융을 접하게 됩니다. 다만 그
경험이 굉장히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는 두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큰 애는 1999년생으로 세월호 세대라고도 합니
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곡을 듣거나 피
카소나 마티스 같은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태교를 하는데 이 세대의 아이들은 97
년 11월 말 IMF위기가 터지고 충격이 본격화 된 1998년도 내내 엄마의 뱃속에서 지
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태교는 연일 터져 나오는 연쇄 부도, 기업도산, 실직, 가계
경제파산 등 암울하고 우울한 이야기로 이뤄집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인지 모르겠지
만 큰 애인 아들은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고 합
니다. 추석명절동안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길래 나가서 하나 사자고 했더니 꿰매
신으면 된다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말입니다. 더 큰 문
제는 자신의 친구들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둘째아이입니다. 4살 터울로 200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2001년
말 IMF위기에서 벗어났고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태교는 “오 필승
코리아”였고 “경기가 나아지면서 소비가 미덕인 때”였습니다. 6학년이 되던 해 “살게
있으니 돈을 달라”는 아이에게 작은 돈이 없다며 엄마가 5만 원짜리를 주면서 필요한
것을 사고 거스름돈은 가져오라고 했는데 밤 10시가 넘어도 아이가 들어오질 않았다
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 왜 아직 안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엄마 아직 3만
원이 남았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중 3인데 자기네 반 아이들 모
두 한명도 빠짐없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금융위, 학교금융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최종보고서_경인교대(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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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들의 이야기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융이
나 경제를 접하는 방법이 이렇게 극단적인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 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
득합니다.
현명한 소비와 지출, 건강한 가계 재정을 위해서는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현대사회는 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의 금융교육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이유는 어려서의 금융교육이 성인 및 노년기의 금융활동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
입니다. 금융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교육부재는 금융불신과 금융소외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금융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금융을 행복한 삶을 위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가치로 접근하지 못
하고 사후적인 기능으로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을 접하는 순간이 부모의
가난이나 사업실패, 또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알바와 학자금대출, 결혼하여 신혼집을
장만하기 위해 전세금대출이나 일상적인 예비자금을 쓰기위한 마이너스대출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그를 변제하지 못해 발생되는 사건(연체, 대출
추심)등 부정적 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거
나 가입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거나 보상과정에서도 가입시 약속과 다른 경우도
금융의 부정적 요소를 증대시키는 요소라고도 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
회초년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사전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이나 경험이
성장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금융제도에 노출된다는데 있
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축보다는 소비우선의 생활패턴과 목돈마련보다는 투자(대
출)우선의 경제생활에 익숙한 결과로 보입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카드
할인이나 카드사용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돈”으로 여기는 등 카드사
용을 부추기는 사회적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즉,
관리인인 금융사(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이 돈을 맡긴 고객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내용이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기사 등은 금융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기 어렵게 만
드는 요소라고도 보입니다. 이렇듯 금융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나 기억이 없는 상황에
서 금융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 금융교육 내지 일상 금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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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융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금융이해도와 정보격차에 대한 대안
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금융교육입니다. 금융교육도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하는
교육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
리나라의 금융교육교육은 학교교육과정과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등의 참여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부모나 학생들 모두 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학교선생님이 연수를 받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
다.
이렇듯 아직 우리나라는 금융이나 경제교육에 대한 학교교육이 법률로 강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은 당연히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
다.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사 등을 통한 금융교육이 주기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
지만 이는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이벤트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문자문맹은 생활의 불편
을 가져오지만 금융문맹은 그 사람의 생존을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져가는 현 상황에서 금융소외나 금
융문맹은 인생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니어금융교
육협의회의 정책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시니어계층만이 아닌 생애 전주기에서 꼭
다뤄지고 이뤄져야할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켜주신 것으로 생각되어 큰 의
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행복한 인생을 위해 금융은 필수이며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과 마주하며 생활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핀테크에 따른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소외를 더욱 더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디지털금융소외는 단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를 넘어 재산보호 및 자신증식의 기회 배제 또는 금융피해 가중된다는 의미와도 같습
니다. 조금 전 발제해주신 고정현 수석님의 예시와 같이 손주 등 가족을 통한 디지털
접근과 디지털금융접근경험이 시니어 계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니어계층의 금융교육은 물론 어려서부터 올바른 금융가치관 및 습관형성
을 위해 경제 및 금융의 조기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금
융교육이 일회성이나 지식주입의 방식으로 재미를 창출하지 못했다면 오늘 포럼을 기
점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금융교육으로 재미와 참여, 실습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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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봅니다. 또한 세대가 세대(젊은세대가 노년세대, 전기노인세대가 후기노인세대)를
포용하는 디지털금융이 되도록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직장, 은퇴를 앞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위주의 금융지식과 행동들이 이뤄질 때 행복한 노
년,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금
융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 생애 전주기에서 금융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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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성영애 회장(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려할.
디지털 금융과 비대면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금융소외집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려할.
고령자를 포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시니어 금융교육 전담기구의 설치에 전
적으로 동의함.
- 전담교육기구를 통하여 시니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교육교재와 교육방법
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 고령자에 대한 금
융교육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함.
려할.
또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특히 교육효과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해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교육 내용과 접근 방법을 조사할 필요
려할.
디지털 금융교육은 시니어의 디지털 금융역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교육
을 해결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만큼,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적 보완과 함께 후기 노인들(old old)을 대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시니어전담창구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을 검토
려할.
또한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인해 조력자를 가장한 재산갈취 등 새로운 신종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 등도 사전에 모색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
- 금융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정보격차에도 주목하여, 디지털 금융상품의 공시투
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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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시니어를 디지털금융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또 금융의 장점을 더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정책 및 입
법 전문가들이 중요한 이슈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로 우선순위가 높은가는 관련 공공기관의 위상, 역할, 기업이나 시민
단체의 참여, 연구기관에서 인력 등의 상황을 보면,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매우 크고
아쉬움이 크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립에서는 기존의 “접근-역량-활용 강화”의 3단계
접근을 주로 하여왔다. 시니어 세대가 금융사기나 사기에 노출되는 위험도 높고, 피해
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접근-역량-활용-위험관리”의
4단계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시니어
를 디지털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을 고
민하는데는 우선 시니어 디지털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시니어 디지털금융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OECD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수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사용자 2016
년부터 일반 모바일폰 6천여명 사용자의 대상으로 휴대폰앱 사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
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세대별, 성별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정
책 시사점을 논의하여 왔다. 예를 들자면, 60대 이상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주당 평균 18.8시간으로 타 연령층(20~50대)의 30.1시간의 63% 수준이었다. 사용 용
도의 카테고리별로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뉴스 검색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타 연령층 대비 139% 수준에 이르렀으며, 금융 거래를 위한 사용시간도 타 연령과
유사한 수준(94%)으로, 시니어는 뉴스 및 금융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생활경험 및 환경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음악, 영화, 쇼핑 등의 사용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림 1> 시니어의 타연령층 대비 카테고리별 사용시간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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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뉴스레터, http://www.barunict.kr
교육수준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격차는 고령층에서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연령층의 경우 학력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시간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데 반해(고
졸 이하: 27.4시간, 대학재학 이상: 29.5시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고졸 이하가
16.8시간, 대학 재학 이상이 21.1시간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용도별로 세분하
여 비교할 경우, 사용법이 비교적 까다로운 금융앱에서 교육수준별 사용시간의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나 고교 졸업 집단의 금융앱 이용시간이 대학 졸업 집단의 52% 수
준에 머물렀다. 즉, 금융앱의 사용의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면 잠재적 수요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 시니어 교육수준에 따른 모바일 앱 사용시간 비교

자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뉴스레터, http://www.barunict.kr
효과적인 시니어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교재, 교수 방법, 강사 등을 잘 양성하고,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
다. 이러한 교육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바른ICT연구소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대학생 및 학원강

사들도 효과적이지만, 시니어에 의한 교육도 상당히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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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을 갖춘 시니어들이 강사 인력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니어의 디지털 금융 이슈는 한 번의 스마트폰앱 정보화 교육으로 해소될 수 있
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및 정책 사안이 아니다, 시니어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자존감을 살리면서 차별화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이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수요와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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