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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소비자

역량의 내용요소와 구성요소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있어서 가정교과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하여 집필된 중학교 가정교과와 타 교과인 사회, 도덕, 기술,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교과서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은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체계화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내

용체계를 준거로 활용하여 소비자교육 내용을 검토하였고, 소비자교육

내용이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은 시민역량(65.3%), 거

래역량(27%), 재무역량(7.7%)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중학교 교

육과정에서 재무역량 내용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였으며, 가정교과는

재무역량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가정교과는 생활설계 관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그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시민역

량에서 책임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던 반면, 권리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소홀히 다루고 있어,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리주장은 가정교과에서만 다루고 있는 영

역으로 권리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하고,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적 요구와 문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정교과에서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활용’과 시

민역량의 ‘소비자 참여’의 내용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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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을 키울 수 있고, 소비자의 역할이 소비자 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능동적인 행동을 위한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 별 소

비자역량 내용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사회교과(41%)가 양적으로 가장 많

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가정교과(25.8%), 도덕교과(17%), 기술교과

(8.4%) 순이었다. 한편,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는 가정교과가 22개의 소

영역 중 17개를 다루고 있었고, 가장 다양한 소 영역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가정교과는 소비자역량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역량 교육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

을 담당해야 하는 교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소비자역량의 상

세내용을 살펴본 결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교과별로 내용제시의

특성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교과는 개인의 실제 소비생활과

연계하여 실천적 방법. 구체적 지식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교과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

고,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고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도덕교과는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

를 다루고 있었다. 여섯째,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의

연계성이 매우 부족했으며, 지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실천교

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정교과의 경우에도 타 교과와 동일한 양

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소비자교육에서의 가정교과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소비자교육의 내용구성에 있어 지식, 태도, 실천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역량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구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학교 소비자교육에서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가정교과의

역할을 타 교과와의 관련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해 소비자교육 내용의 재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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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소비자역량, 학교 소비자교육, 중학교 교과서, 가정교과

학 번 : 2017-2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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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는 과거의 긴 역사와 맞먹는 혁명적 변화가 매년 일어나고 있으

며, 인류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김난도 외, 2017).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로 소비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생활에서의 불확실성

이 증가하고, 소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새로운 유

형의 소비자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사회·경

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이 단순한 거래

자, 사용자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이민희, 2013), 더 나아가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소비자역량

함양이 요구된다.

소비자역량은 역량의 개념을 소비생활의 맥락에 새롭게 적용한 개념으

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의식과 실천양식이다

(이기춘, 양세정, 천경희, 김소라, 권혜진, 2007). 또한 변화하는 소비환경

에서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녀야

할 잠재적, 실천적 능력으로 재무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의 총체로 정

의된다(배순영, 천현진, 2010). 즉, 소비자역량은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직면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이며, 효율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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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행 뿐 아니라 소비자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사

회적 책임까지 포괄하며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지식, 태도, 실천의 총체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소비자역량은 소비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인 요소이며(김정현, 최현자, 2011), 소비자교육의 목표로서 소비자사회화

의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문점애, 2013). 특히, 청소년기는 소비가치관을

형성하고 소비자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형성된 소

비경험은 성인 소비자행동 유형을 결정하므로(허경옥, 류수걸, 한수진,

2007), 청소년이 역량 있는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실

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 이 중 학교 소

비자교육은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정숙, 2014; 문점애, 2013; 박영미,

이희숙, 2016). 한편, 소비자사회화에 있어 학교와의 상호작용이 초·중학

교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입시위주의 학업이 이뤄지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미미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미,

이희숙, 2016). 이는 청소년 시기의 소비자교육에 있어서 중학교 단계에

서 이뤄지는 학교 소비자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시사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비자교육은 가정교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

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하고, 사회, 도덕을 포함한 여러 교과에서 분절

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진화, 2011).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비자교육은 표준화된 개별 교과목이 없는 관계로 가정, 사회, 도덕 교

과 등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교

육이 다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Bannister, 1983), 각 교과

에 분산되어 지엽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은(한국소비자원, 2017),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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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육의 체계적, 통합적 접근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중학교 교육과정 가정교과에서 이루어진 소비자교육 관련 연

구는 출판사 별 소비생활 단원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김정숙, 2014;

유미란, 구혜경, 2018),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소비자교육 내용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주수언, 박명숙, 2015), 중·고등학교 소비자교육의 연계성

을 파악한 연구(박지숙, 김정숙, 2017), 교과서의 소비자교육 내용에서 특

정내용 및 관점의 반영여부를 파악하는 연구(김남은, 2018; 김지선, 2018;

문영훈, 2013; 이연숙, 2010; 주수언, 2016), 가정교과와 타 교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김지호, 이연숙, 2005; 이정윤, 유난숙, 2015; 허경옥, 류수걸,

한수진, 2007)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교과의 소비생활 단원 또는 관련 특정단

원에 한정지어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타 교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관련성이 높은 사회, 도덕교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중학교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자원관리와 환경’

영역에서 타 교과와의 관련성을 비교·분석한 연구(김지호, 이연숙; 2005)

가 있었는데,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타 교과와의 관련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없었으며, 소비자교육 내용을 소비자역량에 기초하여 분석한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이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와 구성요소 측면에서 어떠한

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가정교과의 역할을 타

교과와의 관련성 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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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을 소비자역

량의 내용요소와 구성요소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청소년의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있어 가정교과의 역할을 타 교과와의 관련성

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해 소비자

교육에 있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교과 간 소비자교

육 내용의 의미 있는 재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이 소비자역

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이 소비자역

량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을 연계하여 제시하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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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소비자역량

가. 소비자역량의 개념

소비자역량은 직무수행에서 사용하던 역량의 개념을 소비생활의 맥락

에 적용한 개념이다. 역량은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 놓인 개인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개념(McClelland,

1973)에서 시작하였고, 특정 상황,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성

공적인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 정의되

었다(Spencer & Spencer, 1993). 그 후, 직무수행에서 논의되던 역량이

인간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Rychen & Salganik, 2003), 삶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소비자학에서 역

량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김정현, 최현자, 2011; 문점애,

2013).

우선 국외 연구들의 소비자역량의 개념을 살펴보면, 소비자역량은 경

제시스템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이고(Braun,

1979),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자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로, 인지적·정의적·실천적 영역을 포괄한다

(Moschis & Churchill Jr, 1978). 또한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게 하는 개인의 능력, 재능으로 정의되었다(Dickinson, 1980). 한편, 국내

에서 소비자역량은, Braun(1979)과 Dickinson(1980)의 개념을 토대로 최

초로 정의되었는데(이민희, 2013), 소비활동의 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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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한 역량 또는 재능으로, 소비자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요

구되는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의 총체이다(이기춘, 1985).

이기춘 외(2007)에서는 소비자역량은 현대사회의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의식과 실천양식으로 소비자재무역량, 소비자거래역량, 소비

자주의역량의 총체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로서 의사결정, 문제해

결, 지식획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잠재적, 실천적 능력을 의미한

다. 또한 배순영과 천현진(2010)은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현명하고 지

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녀야 할 잠재적, 실천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역량은 소비생활의 맥락

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잠재적·실천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합리적, 효율적 역할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소비자역

량이 점차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고

소비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손지연과 이경아(2014)는 김정현과 최현자(2011)의 연구를 바탕

으로 소비자역량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그림 Ⅱ-1] 참조), 소비

자역량은 소비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의 총체이고, 소비자역량을 갖

추었을 때, 실제 삶에서 소비자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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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손지연, 이경아(2014, p.67)

[그림 Ⅱ-1] 소비자역량의 개념적 모델

나.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는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의 내용적 측면을

의미하는데,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기존에 중요했던 내용요소가 약화·

축소되기도 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내용요소가 추가되기도 한

다. 즉 소비자를 둘러싼 소비환경이 변화하면, 요구되는 소비자역량의 내

용 또한 진화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손지연, 이경아, 2014). 이에 시

대가 요구하는 소비자역량을 소비환경을 둘러싼 경제·사회·환경적인 변

화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3개년 단위로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시기별 소비환경 변화 및 문제를 예측하였는데, 정보화·세

계화·고령·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지속적인 사회변화의 흐름으로 제시

되었다. 제1차(2009-2011) 시기는 온난화·에너지 문제의 심화를 이슈화하

였고, 제2차(2012-2014) 시기는 SNS의 발달, 거래환경의 변화,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문제, 수입제품의 안전성 문제 및 분쟁문제, 소비자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예측하였다. 또한 제3차(2015-2017) 시기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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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극화, 새로운 상품·서비스·거래유형의 등장, 소비시장의 글로벌화와

소비자 안전 이슈의 부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소비자문제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소비자로서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의 급증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소비자의 재무역량의 중요성을 부각시

켰고,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생활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

부의 검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비자 안전

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였다(한국소비자원, 2017). 한편,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소비자역량(송순영, 2008), 디지털환경에서의 디지털 역량(박혜

영, 2010), 환경문제에 따른 녹색소비 역량(손상희, 김경자, 나종연, 최신

애, 2010), 식품위해 불안감의 증가로 인한 식품안전 분야의 소비자역량

(유현정, 주소현, 2012) 등도 새롭게 요구되고 강조되는 역량이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2009)는 소비환경의 변화를 크게 시장의 변

화(규제개혁, 교역자유화, 신기술, 서비스의 성장, 높은 교육수준과 낮은

정보이해력)와 소비자의 변화(인구분포변화, 가계금융위기, 시간제약)로

구분하였는데, 배순영과 손지연(2013)은 ‘환경·에너지’와 ‘사회정의’를 추

가하여 소비환경의 변화 이슈를 10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문제를 설명하고, 배순영과 천현진(2010) 연구에서 제시

된 소비자역량 내용요소를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으로 제시하였다(<표

Ⅱ-1> 참조).

<표 Ⅱ-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역량

변화이슈 소비자문제 필요 역량

규제개혁

(금융,

Ÿ 소비자 선택 범위의 확대로 현명한 선택을

위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요구됨.

Ÿ 정보이해·활용력

Ÿ 구매의사결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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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순영, 손지연(2013, pp.32-33)

통신, 운송

등 시장

자유화)

Ÿ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차선의
결정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교역
자유화

Ÿ 원산지, 제품의 품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함.
Ÿ 해외 판매자와의 전자상거래 구매는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가 어려움.

Ÿ 권리주장력
Ÿ 분쟁해결력

신기술

Ÿ 정보통신기술발전으로 구매방식 변화로 인
해 인터넷사기 및 모바일소비자문제 증가

Ÿ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지면서 제품 구매

시기 결정에 대한 부담을 느낌.

Ÿ 정보이해·활용력

Ÿ 사용 및 분쟁해결력
Ÿ 구매의사결정력

서비스의

성장

Ÿ 서비스는 구매전후에 평가가 쉽지 않고,

환불 및 피해구제가 어려움.
Ÿ 소비자의 니즈와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의 증가는 소비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함(특히 금융).

Ÿ 소비사회적응력
Ÿ 정보이해·활용력

Ÿ 구매의사결정력

인구분포
변화

(고령화)

Ÿ 고령자의 방문판매 및 신제품 수용 취약성
Ÿ 젊은 층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지식, 기술

의 부족과 충동구매로 부채 증가

Ÿ 구매의사결정력

Ÿ 정보이해 활용력

Ÿ 재무설계력
Ÿ 자산 부채관리력

가계금융

위기

Ÿ 금융문제, 부채관리 취약성

Ÿ 기대수명증가로 은퇴자금 부족

Ÿ 자산 부채관리력

Ÿ 재무설계력
Ÿ 위험대비력

시간제약
Ÿ 맞벌이 가정 증가로 구매대행서비스 증가
Ÿ 소비자불만제기 과정의 시간제약 문제

Ÿ 구매의사결정력
Ÿ 소비자분쟁해결력

높은
교육수준,

낮은 정보

이해력

Ÿ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나 정보이해력은 시장

의 정보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낮은 수준

임.
Ÿ 낮은 정보이해력으로 표시, 공시, 계약서

등 정보제공정책의 효과가 낮아짐.

Ÿ 소비사회적응력

Ÿ 정보이해 활용력

환경·

에너지

Ÿ ‘탄소배출’이 소비자가격의 새로운 요소이
나 소비자들은 이에 둔감함.

Ÿ 친환경상품, 재활용, 재사용 등 지속가능소

비에 대한 소비자인식제고가 필요함.

Ÿ 정보이해 활용력

Ÿ 소비자책임수용력

사회정의

Ÿ 소비자 개인의 만족 뿐 아니라 다른 소비

자의 이익, 사회전반 공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

Ÿ 공정한 거래, 윤리적 소비 등 실천 관심

필요

Ÿ 소비자책임수용력

Ÿ 소비사회적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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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변화는 소비환경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는 소비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직면하게 되는 소비자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현명하게 의사결정하기 위해 소비자역량을 필요로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역량을 개념화하고, 측정 가능한 소비자역

량의 내용요소를 체계화하였다. 이는 자원의 획득, 분배, 소비, 처분의 과

정에서 요구되는 전통적 소비자의 역할에 기초하여 2007년 처음 확정되

었고, 후속 연구들에서는 그 내용체계를 계승·유지하되 세부영역을 수정

및 정교화 하였다(배순영, 천현진, 2010; 손지연, 이경아, 2014; 오수진,

배순영, 2018). 소비자역량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기초역량의 내용과 소비자 개인의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

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내용을 검토하여 체계화 되었다(손지연, 이경아,

2014).

2018 소비자역량 연구에서 소비자역량의 내용영역을 수정·보완하였고,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재무역량, 소비자거래역량, 소비자시민역량의 3개 대

영역, 7개의 중 영역으로 구분하였다(오수진, 배순영, 2018). 우선, 소비자

재무역량은 소비자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재무역량, 재무관리역량 2개의 중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재무설계, 수입·지출관리, 노후설계, 저축투자, 신

용카드·부채관리, 보험관리 6개의 소 영역으로 구성되었다(오수진, 배순

영, 2018). 이는 가족생애주기의 단계별 재무적 수요에 따라 경제적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이고(손지연, 이경아, 2014), 특히,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겪고 있는 재무관련 문제들은 더욱 다

양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역량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김정현, 최

현자, 2011).

또한, 김정현과 최현자(2011)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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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헌고찰을 통해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수입과 지출의

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노후설계, 금융시

장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2018

소비자역량 재무역량의 소 영역의 내용과 전반적으로 일치하였다.

한편, 한국은 2007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학

교 재무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일관성, 체계성 측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재무생

활이 개인의 삶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교육과정에 재무관련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다(최윤정, 2018).

다음으로, 소비자거래역량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한 과

정을 통해 소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다(배순영, 천현진, 2010).

특히, 새로운 상품·서비스와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소비자가 처리해야 하

는 정보의 양과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통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현명한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 능력이 정보와 안전에 대한 역량으로

진화하여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손지연, 이경아, 2014).

해외의 소비자역량의 내용을 살펴보면, EU는 소비자기술, 소비자 법에

대한 인식, 소비자참여의 3개 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는 구매 전, 구매단계, 구매 후 3개 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오수

진, 2018), EU와 인도네시아는 소비자역량에서 거래역량에 주목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시민역량은 성숙한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자로서 권

리를 주장하고 책무를 이행하고, 주체적인 소비문화를 확립하고 소비사

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손지연, 이경아, 2014).

소비자는 개인의 만족은 물론이고 사회의 공공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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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는 소비자시민역량이 강조되고 있다(손지연, 이경아, 2014).

일본은 소비자교육추진법에서 소비자교육의 정의를 ‘소비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생활 교육’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소비자가 소비자시

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

육’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였다(배순영, 손지연, 2013). 즉, 일본은

소비자로서 효율적 역할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다하는

소비자시민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역량의 내용체계는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요구되는

소비자역량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을 통합적으

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소비자교육 내용의 기준으로 활용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는 소비자역량의 결합된 총체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의미하는데, 소비자역량의 3대 구성요소는 소비자지식, 소비자태

도, 소비자실천이다(이기춘 외, 2007). 지식과 실천은 인지적이고 표면적

인 영역이며, 태도는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영역을 의미한다(Spencer &

Spencer, 1993). 즉, 소비자역량은 지식, 태도, 실천이라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의 총체이다.

먼저, 소비자역량의 3대 구성요소 중 소비자지식은 소비자역량 중 인

지적 영역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해

해야 할 사실, 개념 및 관념 등의 인지적 능력을 의미하고, 현명한 의사

결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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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1985). 소비자지식은 정보탐색을 통해 형성된 특정 영역에 대한 소비

자의 지식과 이해 수준을 의미한다(손지연, 이경아, 2014).

지식은 크게 추상적 지식과 구체적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Schahn & Holzer, 1990), 추상적 지식은 일반지식을 의미하는 반면 구

체적 지식은 구체적인 실천·행동 관련 지식으로 실행전략 관련 지식으로

볼 수 있다(손상희 외, 2010). 소비자지식에서 추상적 지식은 개념, 관념

을 의미하고 구체적 지식은 실천·행동 관련방법,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 세계화와 같은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확

산되어 거래환경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정보는 양적으로 팽창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소비자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다(이민희, 2013). 지식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제

품을 구체적인 속성, 편의보다 브랜드나 피상적인 특징을 통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지식수준이 높은 소비자는 구체적인 속성, 편의를 고려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mith & Park, 1992).

또한, 지식을 갖춘 소비자는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Owen, 1976). 즉, 지식을 갖춘 소비자

는 소비자권리를 주장하고, 소비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음으로 소비자태도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일련의 신념, 감정이고

(이기춘, 1985), 소비생활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자신감, 동기 등의 내적

요소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잠재적 역량으로 가치, 신념 등을 포함하고

있다(손지연, 이경아, 2014). 또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신념,

평가 이외에 개인의 가치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치는 옳고 그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개인이 지닌 믿음으로 간주된다(손상희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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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비자태도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선호·비선호의 심리적 성

향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이 지닌 믿음이기도

하다.

소비자역할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

경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바람직한 소비자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기춘, 1985). 또한 태도의 변화는 행동의도를 변화시키고, 행

동으로 실현될 잠재성을 높일 수 있다(Francis et al., 2004). 소비자가 지

니는 의식은 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소비태도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Benn,

2004). 즉, 소비자태도는 소비자행동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실천은 소비자기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는

데, 지식의 응용 및 실천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이기춘, 1985). 소비자실

천은 소비생활의 맥락에서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 태도를 적용할 수 있

는 실천적 능력으로, 소비자행동 또는 행동의향을 대리변수로 사용 가능

하다(손지연, 이경아, 2014). 이는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대한 응용적, 실

천적 영역이며, 소비자의 행동적 차원의 능력이다(이혜인, 2013).

또한 소비자실천은 소비생활에서 사실 뿐 아니라 가치도 고려하여, 자

신과 타인을 위해 윤리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여 수행하기 위해 요

구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황덕순, 김미라, 1997). 즉,

소비자실천은 단순히 지식, 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판

단을 통해 최선의 행동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식은 소비자역량함양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습득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소비자태도를 거쳐 행동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소비자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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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의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

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총체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역량함양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이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을 총체적

으로 연계하여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

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은 2006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 구매와 관련된 판단능력,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소비자기본계획은 학교 내 소비자교육

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내 소비자교육의 내실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

여 학교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학교 소비자교육은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평등한 교

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김정숙, 2014; 문점애, 2013; 박영미, 이희숙, 2016). 학

교 소비자교육은 가정과 사회를 이어주는 예비적 단계로 미래사회를 책

임질 역량 있는 소비자를 키워가는 과정이다(김정숙, 2014). 특히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소비자 행동 패턴은 성인으로 이어지므로(Moore &

Moschis, 1980), 청소년 시기의 학교 소비자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한편, 청소년의 성장 발달단계 중, 초·중학교 단계에서 이뤄지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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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의 상호작용이 소비자사회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나,

입시위주의 학업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소비자사회화에 대

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미, 이희숙, 2016). 이는 청소

년 시기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 이뤄지는 소비자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

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비자교육은 표준화된 개별 교과목이 없는 관계

로 가정, 사회, 도덕 교과 등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에서 분절적으로 다루

어지고 있다. 소비자교육이 다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Bannister, 1983), 각 교과에 분산되어 지엽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은

(한국소비자원, 2017), 소비자교육의 체계적, 통합적 접근의 한계가 있음

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은 통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는 범교과 학습주제를 제시하였다. 범교과 학습주제는 국가적·사회적 차

원에서 요구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러 교과에 걸쳐 교수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이미숙, 최홍원, 박상철, 이희승, 2009). 소비자교육, 경

제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비

자교육이 제외되고, 소비자교육 내용이 경제·금융교육의 하위요소로 편

재되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이 범교과 학습주제에서

도 제외되어 지속성, 체계성, 통합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며(오수

진, 2015), 이는 소비자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17).

따라서 중학교 소비자교육이 소비자역량을 함양하기에 적절한지를 파

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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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교과에서의 소비자교육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학교 소비자교육은 주로 가정교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고(박형준, 2003; 이진화, 2011), 중학교 가정교과는 공통필수

교과에 해당되어 청소년기의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문영훈, 2013).

가정교과는 실천교과로서,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역

량을 길러주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 소비자교육 측면에서는 학습자들

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주체로서

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한편, 가정교과에서 소비자교육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

(1987-1992)에서 소비자의 의의와 역할, 합리적인 소비생활, 가정자원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다루며 본격적으로 ‘소비’라는 용어가 강조되기 시작되

었고, 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구매의 원리,

소비자정보의 활용, 소비자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소비자교육

의 내용체계의 토대가 되었다(유미란, 구혜경, 2018).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로 통합되면서 소비자교육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청소년의

소비생활’이 소단원으로 편제된 이후 그 내용구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7).

이와 같이 가정교과에서 소비자교육은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 중 ‘청

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소비생활

은 가정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가정생활과 안

전’ 영역의 의·식·주 ‘생활문화’와 ‘안전’, 그리고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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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애설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중학교 가정교과 내용

체계에서 소비자교육 관련 내용요소를 살펴보면 <표 Ⅱ-2>와 같다.

<표 Ⅱ–2>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소비자교육 관련 내용요소

주1. 출처: 2015 개정기술(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

주2. 소비자교육 관련 내용 음영처리함.

중학교 가정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이 소비생활 단원을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비생활은 가정생활의 의식주, 안전, 생애설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비생활 단원에 국한하지 않고 가정교과의

전체적인 영역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타 교과에서의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독립된 교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여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인간발달과 가족
발달

Ÿ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Ÿ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

관계
Ÿ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Ÿ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가정생활과 안전

생활문화

Ÿ 청소년기의 영양과 식행동

Ÿ 식사의 계획과 선택

Ÿ 옷차림과 의복 마련

Ÿ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

안전

Ÿ 청소년기 생활문제와 예방

Ÿ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

Ÿ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

Ÿ 주거 환경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
관리

Ÿ 청소년 자기 관리

Ÿ 의복 관리와 재활용

Ÿ 청소년기 소비생활

생애설계
Ÿ 저출산·고령사회와 일·가정 양립

Ÿ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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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교과에 분산되어 다루어 왔다. 소비자교육은 가정교과가 아닌 타 교

과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주요 교과는 사회교과와 도덕교과로 볼 수 있다.

먼저, 사회교과는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필요한 지식, 기능을

익히고,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 태도를 지닌 민주시민으

로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로서, 소비자교육 측면에서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변동을 이해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파악하고 소비자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교육부, 2015).

한편, 소비자교육은 소비의 대상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

며, 재무교육 역시 소비자교육의 일부로 포함된다. 특히 사회교과는 경제

교육의 흐름 내에 속하는 재무교육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재무교육의 목표·내용·방법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인 ‘초·중·고 재무교

육 표준안’에서 재무교육의 목표를 재무현상에 대한 이해, 재무지식의 활

용, 경제가치의 내면화, 합리적 선택과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사회교과 교육과정이 포괄하고 있었다(허수미, 2017).

이와 같이 실제 재무관련 내용은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에서 주로 다루

고 있으나, 고등학교 경제는 선택비율이 1% 내외인 선택과목으로 실질

적으로 사회교과를 통해 재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윤정, 2018).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무교육에 있어 공통교육과정인 중

학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사회교과 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의 다학문적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최윤정, 2018).

다음으로, 도덕교과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가치를 내면화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인격의 토대를 마련하는 교과로

서,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하여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내면화하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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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삶을 위한 실천적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교육

부, 2015).

이와 같이 사회교과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재무교육, 소비자를 둘러

싼 사회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도덕교과는 소비생

활을 성찰하고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을 위한 태도와 노력에 대한 내용들

을 다루고 있었다. 소비자교육에 있어 각 교과는 고유의 성격,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가정생활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가정생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교

과와 도덕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유태명, 이

수희, 2010). 또한 가정교과는 많은 교과와 다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

며,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도 교과에 따라 제시 방법 또는

내용의 깊이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안소은, 2012).

따라서 소비자교육이 가정교과 내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과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여 타 교과와의 관련성을 통해 가정교과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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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고찰

가. 가정교과에서의 소비자교육 관련연구

중학교 교육과정 가정교과에서 이루어진 소비자교육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출판사 별 소비생활 단원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김정숙,

2014; 유미란, 구혜경, 2018),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소비자교육 내용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주수언, 박명숙, 2015), 중·고등학교 소비자교육의

연계성을 파악한 연구(박지숙, 김정숙, 2017), 교과서의 소비자교육 내용

에서 특정내용 및 관점의 반영여부를 파악하는 연구(김남은, 2018; 김지

선, 2018; 문영훈, 2013; 이연숙, 2010; 주수언, 2016), 가정교과와 타 교과

를 비교·분석한 연구(김지호, 이연숙, 2005; 유난숙, 이정윤, 2015; 허경

옥, 류수걸, 한수진, 2007)가 있었다.

우선, 김정숙(2014)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청소

년의 소비생활 단원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실생활에

적용하기 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재무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부

족하고, 소비자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

지 않아 소비자주권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재무관리 내용과 소비자주권 관련 내용이 부족함은 유미란과 구혜경

(2018)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청소년 소비생활 단

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드러났는데, 성취기준에서 재무설계, 소비

자주권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소

비 혹은 윤리적 소비 관련 내용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주수언과 박명숙(2015)은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시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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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소비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변천사를 연구하였으며, 1차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내용의 흐름이 가정경제의 이해,

재무관리의 개념에서 소비문화의 개념으로 교육내용이 심화되고 있었으

며, 소비생활이 가계경제의 관념에서 개인의 합리적 소비의사결정이 강

조되었고, 나아가 소비자주권, 역할, 책임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으로 확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박지숙과 김정숙(2017)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소

비자교육내용을 학교 급별 연계성에 기초하여 연구하였는데, 바람직한

소비문화 형성과 진로와 직업의 영역은 발전적으로 연계되었으나, 소비

자분쟁의 해결방안 영역은 축소되었으며, 소비생활 영역의 학습요소들이

학교 급별로 심화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교과에서 윤리적 소비의 내용

이 미흡하고(김남은, 2018), ESD 내용과 관점이 불충분함을 지적하였는

데(김지선, 2018), 이는 유미란과 구혜경(2018)이 윤리적 소비 혹은 지속

가능한 소비의 성취기준이 부족함을 지적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김

남은(2018)은 현재 가정교과서의 12종 중 4종 교과서는 윤리적 소비 내

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고, 그 외 8종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명확한 정

의가 부족하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책임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김지선(2018)은 중학교

가정교과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역 별 구성 비율과, 교육내용 형태, 관점으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문영훈(2013)은 가정교과서 소비자교육 단원을 전통적·비판적 관

점으로 분석하고, 비판적 패러다임의 교수·학습전략인 실천적 추론의 교

과서 반영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통적 관점이 비판적 관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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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하였고, 실천적 추론과정에서 행동의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행동을

평가하는 요소는 일부 활동과제를 제외하고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숙(2010)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가정교과서 12종의 ‘청

소년 자기관리’와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에서 실천적 문제해결과정, 지

속가능한 삶을 위한 소비생활, 진로교육 등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

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중

점 사항들이 본문에 반영되는 정도, 반영내용, 형태가 교과서 마다 상이

하므로 가정과 교사는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검토하여 수업을 준비하

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실천적 문제해결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중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여전히 가

정교과서의 소비생활 단원에 전통적 관점이 우세하다는 문영훈(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교과와 타 교과를 비교·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지

호와 이연숙(2005)은 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

와 환경’ 영역이 다른 교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고,

9개 교과 중 음악을 제외한 8개 교과의 내용이 가정교과와 관련성이 있

었으며, 가장 관련성이 높은 내용은 소비자관련 내용이었다. 그러나 각

교과마다 같은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내용의 깊이와 폭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정윤과 유난숙(2015)과 허경옥, 류수걸과 한수진(2007)은 가

정, 사회, 도덕 교과서의 소비자교육의 중복되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

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윤과 유난숙(2015)은 2009 개정 교육

과정 중 고등학교 기술 가정교과서와 사회, 도덕교과서의 소비생활 영역

내용 중복요소를 파악한 결과, ‘소비자 정보’, ‘소비의 경제적 영향’,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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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과 지속가능성’, ‘소비와 지속가능성’이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교과서의 소비생활 단원 또는 관련 특정

단원에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교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관련성이 높은 사회, 도덕과의 비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지금까지 소비자교육 내용을 소비자역량의 내용체계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

용을 소비자역량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 타 교과에서의 소비자교육 관련연구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이루어진 소비자교육 내용의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도덕, 가정교과를 비

교·분석한 연구(김상화, 2005), 중학교 교육과정 사회교과에서 소비자교

육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연구(이주현,

2003),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 사회교과에 나타난 소비자교육 내용을 분

석한 연구(박형준, 2003)가 있었고, 사회교과에서 재무교육 내용을 분석

한 연구(허수미, 2017; 유혜림, 2015)가 있었다.

우선, 김상화(2005)는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소비자

교육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도덕, 가정교과목을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 범교과적 특성이 강한 소비자교육에서 3과목이 상호보완적인 성

격을 보이고 있으며, 각 과목별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소비자교육의 영

역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분과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교육의

내용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주현(2003)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사회교과 교육과정에

서의 소비자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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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사회교과에서는 경제교육 내용 중 소비자교육의

비중이 낮고, 소비자교육의 내용이 경제의 개념과 연관되지 않고 추상적

인 개념으로 진술되어 있어 실생활과 연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그리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은 소비가치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할 때 친구들과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효과가 크다

는 것이 밝혀졌다.

박형준(2003)은 제7차 교육과정 사회교과에 나타난 소비자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고등학교 생활경제 과목이 가장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중3 사회에서는 명시적으로 소비자교육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소비자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교과에서 재무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허수미, 2017; 유

혜림, 2015)는 공통적으로 중학교 사회교과 교육과정에서 재무소비자교

육이 부실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허수미

(2017)는 중등 사회교과의 재무관련 단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재무교

육이 개인적 유용성만 강조되고 있고, 지식, 태도, 행동이 균형 있게 다

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혜림(2015)은 중학교 사회

는 공통교육과정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학교 시기에

재무교육영역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소비자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로

는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교과에 있어서 경제윤리교육의 개선방향을 제

시한 연구(이철훈, 2008)에 불과했다. 이철훈(2008)은 중·고등학교 도덕·

윤리교과에 있어서 경제윤리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도덕·윤리

교과가 경제학적 기초적인 개념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규범적인 교과로의 전문성,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음을 문제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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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같이 중학교 타 교과에서 이루어진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사회교과에서 소비자교육 내용 분석, 재무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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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을 소비자역

량의 내용요소와 구성요소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청소년의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있어 가정교과의 역할을 타 교과와의 관련성

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해 집필된 중학교 교과서에서 소비자

교육의 내용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소비자교육 내용을 maxq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세내

용으로 코딩하였고, 코딩된 상세내용을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와 구성요

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소비자교육 내용의 전체적 경향성, 교과 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소비자교육 내용이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지식, 소비자

태도, 소비자실천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통해 소비자역량 형성을 위한 가정교과 소비자교

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대상 및 분석내용 모형은 [그림 Ⅲ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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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분석대상 및 분석내용 모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와 타 교과의 사회, 도덕,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교

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가정 교과서는 외형적으로 동일교과로

구분되지만, 내재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가정, 기술 교과로 분리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교과서 선정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

초하여 집필된 기술·가정 12종 중 가장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출판사

에서 집필된 2종의 교과서를 선정하였고, 타 교과도 동일 출판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 목록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분석대상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약어 출판연도
기술·가정Ⅰ,Ⅱ 천재교육 기술·가정A 2018
국어 Ⅰ,Ⅱ 천재교육 국어A 2018
수학 Ⅰ,Ⅱ 천재교육 수학A 2018
사회 Ⅰ,Ⅱ 천재교육 사회A 2018
도덕 Ⅰ,Ⅱ 천재교육 도덕A 2018
미술 Ⅰ,Ⅱ 천재교육 미술A 2018
체육 천재교육 체육A 2018

기술·가정Ⅰ,Ⅱ 동아출판 기술·가정B 2018

분석대상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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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교육이 지니고 있는 다학문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전체 교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

며, 교과의 단원, 영역을 한정짓지 않고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추

출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교육 관련된 내용의 범주는 <표 Ⅲ-2>의 소

비자역량의 내용요소를 근거로 하였고, 소비자역량의 개념적 모델[그림

Ⅱ-1]에 기초하여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와 소비환경의 맥락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였다. 소비환경의 맥락과 관련된 내용은 소비환경에 영향

을 주는 사회변화와 관련된 내용과 소비환경에 기초가 되는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단, 예비조사를 통해 소비자교육 관련 내용

이 제시되지 않은 음악, 과학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은 자료의 타당

한 추론을 위한 일련의 연구방법으로(Krippendorff, 1980), 텍스트의 내용

및 맥락의 의미를 찾는 데 그 의미가 있다(Hsieh & Shannon, 2005).

교과서 내용분석은 3단계의 과정이 있다. 첫째, 교과서 내용을 체계적

으로 범주화한다. 둘째, 범주화된 내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을 한다. 마

지막으로 범주의 신뢰도와 해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평가자를

선정하여 검토한다(Wade, 1993). 두 번째 단계에서 양적분석은 특정 주

국어 Ⅰ,Ⅱ 동아출판 국어B 2018
수학 Ⅰ,Ⅱ 동아출판 수학B 2018
사회 Ⅰ,Ⅱ 동아출판 사회B 2018
도덕 Ⅰ,Ⅱ 동아출판 도덕B 2018
미술 Ⅰ,Ⅱ 동아출판 미술B 2018
체육 동아출판 체육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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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용어와 관련된 내용의 빈도, 비중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검토하는 것

이고, 질적분석은 서술방식을 추론하는 것이다(Krippendorff, 1980) 양적

분석은 내용에 내포된 의미체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분석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조용환, 1990).

그리고 양적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분석범주와 분석단위이다. 분석

범주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분, 항목을 의미하고, 분석단위는

분석범주에서 분류하여 집계할 수 있는 내용의 최소단위를 의미한다(강

민석, 2008). 분석단위는 단어, 문장, 단락, 이미지 등 양적으로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기록단위(coding unit)와 메시지를 읽으면서 문맥중심으로

구분하는 문맥단위(context unit)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맥락단위의 크기

에 대한 논리적 제한은 없다(Krippendorff, 1980).

본 연구에서는 Krippendorf(1980)의 내용분석방법에 기초하여,

Wade(1993)의 3단계 과정에 따라 내용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양적·

질적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본문, 보충

자료, 그림, 활동과제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설명을 모두 포함

하였다. 본문의 분석단위는 형식적 단락인 기록단위를 분석단위로 설정

하였고, 그림, 활동과제, 보충자료, 부연설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분석단위에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주제, 맥락,

활동, 역량의 구성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의 3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화 과정은 데이터,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분석을 위해 설계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하였다. maxqda를 활용하여,

분석단위 별로 상세내용으로 코딩하고, 코딩된 상세내용을 소비자역량

내용요소와 구성요소의 분석준거를 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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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교과 별 상세내용 분석을 통해 내용제시

의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범주화된 내용은 교사경력 10년

이상의 석사과정 1인과 교사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1인의 동

료평가자를 통해 점검하였고, 불일치할 경우 토론 및 협의의 과정을 통

해 재분류하였다.

3. 분석준거

가. 소비자역량 내용요소 분석준거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 분석준거는 성인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평가하

기 위해 설정된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 2018년 소비자역량지표 체계를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새롭게 완성된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측정상의 불일치로 2018년 역량지표에서 제외된 시

민역량에 속하는 ‘소비사회 적응’이 역량의 내용요소로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4년 역량지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포함시켰다. 또한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구매 전 단계에 이뤄지는

‘구매계획’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소비환경의 맥락에 해당되는 소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와 시장경제의 이해의 내용은 ‘소비환경 및

트렌드의 이해’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소비자역량 내용요소

분석준거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2014, 2018 소비자역량지표와 소비자역량 내용요소 분석준거

대영역 2014 2018
분석준거

중영역 소영역

재무역량 재무설계 재무설계 재무설계 - 재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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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8 소비자역량지표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주 2. 재구성된 내용은 음영처리 함.

나.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분석준거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해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소비

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어 있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에 대한 분석준거를 <표 Ⅲ-3>과 같이 설정하였

다.

자산·부채관
리

- 수입·지출 관리

- 노후설계

재무관리 재무관리

- 저축·투자

- 신용카드·부채관리

- 보험관리
재무관리

거래역량

정보이해·활

용

정보이해·활

용

정보이해·활

용

- 정보탐색·선별

- 표시·정보 이해
-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매의사
결정

구매의사
결정

구매의사
결정

- 구매계획

- 가격
- 계약·거래조건

- 품질비교
사용·

분쟁해결

사용·

분쟁해결

사용·

분쟁해결

- 분쟁해결

- 안전한 사용

시민역량

권리주장
권리주장

권리주장
- 소비자관련법 · 제도이해
-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

책임수용 책임수용

- 윤리적 소비

- 녹색소비

- 소비자 참여책임수용
소비사회

적응

소비사회

적응

-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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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의 분석준거

역량의

구성요소
정의 분석준거 예시

지식

역량을 구성하는
인지적 영역으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해해야 하는 사실,
개념 및 관념을 의
미함.

Ÿ 사실, 개념, 관념을
설명하는 추상적 지
식

Ÿ 실천전략을 제시하
는 일반적, 구체적
지식

추상적 지식) 소비자 신용
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신
용을 담보로 소득을 앞당
겨 쓰는 것으로, 개인이나
가계의 소비 행동과 관련
하여 신용이 사용되는 것
을 의미한다.
구체적 지식) 할인 판매 기
간이나 상설 할인 판매점
을 이용하면 옷을 더 저렴
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전자
상거래나 홈쇼핑 등 온라
인 구매를 이용하면 편리
하게 의복을 마련할 수 있
다.

태도

역량을 구성하는
정의적 영역으로
특정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과 신념
을 의미함.

Ÿ 긍정적, 부정적 인
식과 신념

Ÿ 긍정적, 부정적 평
가와 감정

Ÿ 가치와 관련된 옳고
그름, 타당성 여부
를 다루는 내용

Ÿ 의견, 생각, 감정을
나누는 내용

Ÿ 성찰·반성하는 내용

예시1) 유전자 재조합 식품
재배에 대한 찬성 또는 반
대의 근거를 조사하여 자
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해
보자.
예시2) 소비자의 역할을 바
르게 알고, 자신의 이익만
을 추구하기보다 공정무역,
소비 절제와 나눔, 기부 등
과 같이 환경과 사회를 생
각하는 책임 있는 소비 행
동을 해야 한다.
예시3) 조사한 환경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
고 모둠의 의견을 모아 발
표해 보자.
예시4) 일상생활의 구매 행
위가 이와 관련을 맺고 있
는 세계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성적
저널을 써 보자.

실천
역량을 구성하는
실천적 영역으로
지식의 응용 및 실

Ÿ 내 삶에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응용 및
실행해 보는 내용

예시1) 현재 자신의 재무목
표를 적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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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준거는 이기춘(1985)의 지식, 태도, 실천의 정의에 기초

하여 설정하였다. 지식은 Schahn & Holzer(1990)의 지식분류를 참고하

여 사실, 개념, 관념을 설명하는 추상적 지식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구

체적 지식을 모두 지식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과 신념, 소비생활

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자신감, 동기,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와 감정, 긍

정적 부정적 심적 성향, 가치와 관련된 옳고 그름, 타당성 여부를 다루는

내용을 태도로 범주화하고, 학생들의 의견, 생각, 감정을 나누는 내용, 성

찰·반성하는 내용을 태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천은 내 삶에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응용 및 실행해 보는

내용으로 범주화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적 방법을 찾아보는 내용은

지식의 응용으로 보고 실천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행의 개념임.

Ÿ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적 방안을 찾는
내용

자.
예시2) 지난 달 우리 집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
량과 쓰레기 배출량을 조
사하여 가정에서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구해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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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중학교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을

소비자역량의 내용요소에 기초하여 분석하여, 전체적 경향성과 교과 별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자교육 내용이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이 연계되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소비자역량 내용요소

가. 소비자역량 내용요소의 전체적 경향성

현행 중학교 소비자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표 Ⅲ-2>를 분석준

거로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 내용을 살펴보았다. 내용

분석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 내용
단위: 개

중 소 구분 가정 사회 도덕 기술 국어 미술 수학 체육 계

재무

설계

재무
설계

A 　 3 　 　 　 　 　 　 3
B 　 3 　 　 　 　 　 　 3

수입·
지출 관리

A 1 　 　 　 　 　 　 　 1
B 1 　 　 　 　 　 　 　 1

노후설계
A 　 　 　 　 　 　 　 　 　
B 　 2 　 　 　 　 　 　 2

재무

관리

저축·투자
A 　 14 　 　 　 　 　 　 14
B 　 10 　 　 　 　 　 　 10

신용카드·
부채관리

A 　 10 　 　 　 　 　 　 10
B 　 4 　 　 　 　 　 　 4

보험관리
A 　 2 　 　 　 　 　 　 2
B 　 1 　 　 　 　 　 　 1

재무역량

A 1 29 　 　 　 　 　 　 30
B 1 20 　 　 　 　 　 　 21
평균 1 24.5 　 　 　 　 　 　 25.5
교과

내(%)
1% 1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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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해

·활용

정보탐색·
선별

A 6 　 　 　 　 　 　 　 6
B 9 　 　 　 　 　 　 　 9

표시·정보
이해

A 5 　 　 1 　 　 　 1 7
B 10 　 　 　 　 　 　 　 10

정보통신
기술 활용

A 　 　 10 9 　 　 　 　 19
B 3 　 9 16 　 　 　 　 28

구매

의사

결정

구매계획
A 12 7 　 　 　 　 　 　 19
B 9 7 　 　 　 　 　 　 16

가격
A 2 　 　 　 　 　 　 　 2
B 2 　 　 　 　 　 1 　 3

계약·거래
조건

A 1 　 　 　 　 　 　 　 1
B 1 　 　 　 　 　 　 　 1

품질비교
A 5 　 　 　 　 　 　 　 5
B 4 　 　 　 　 　 　 　 4

사용·

분쟁

해결

분쟁해결
A 7 　 　 　 　 　 　 　 7
B 3 　 　 　 　 　 　 　 3

안전한
사용

A 4 3 　 2 　 　 　 　 9
B 11 2 　 1 　 　 　 17 31

거래역량

A 42 10 10 12 　 　 　 1 75
B 52 9 9 17 　 　 1 17 105
평균 47 9.5 9.5 14.5 　 　 0.5 9 90
교과

내(%)
55% 7% 17% 52% 　 　 17% 100% 27%

권리

주장

소비자
관련법 ·
제도이해

A 2 　 　 　 　 　 　 　 2

B 6 　 　 　 　 　 　 　 6

소비자
권리인식
및

권리사용

A 2 　 　 　 　 　 　 　 2

B 2 　 　 　 　 　 　 　 2

책임

수용

윤리적
소비

A 5 8 　 　 12 　 　 　 25
B 8 7 　 　 　 　 　 　 15

녹색소비
A 16 18 39 13 2 5 2 　 95
B 13 23 35 6 4 5 3 　 89

소비자
참여

A 　 4 　 　 　 　 　 　 4
B 1 3 　 　 　 　 　 　 4

소비

사회

적응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A 1 86 11 5 　 　 　 　 103

B 4 56 9 3 　 　 　 　 72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A 8 　 　 　 　 　 　 　 8

B 8 　 　 　 　 　 　 　 8

시민역량

A 34 116 50 18 14 5 2 　 239
B 42 89 44 9 4 5 3 　 196
평균 38 102.5 47 13.5 9 5 2.5 　 217.5
교과

내(%)
44% 75% 83% 48% 100% 100% 83% 　 65.3%

총합계

A 77 155 60 30 14 5 2 1 344
B 95 118 53 26 4 5 4 17 322
평균 86 136.5 56.5 28 9 5 3 9 333

교과

별(%)

25.8

%

41.0

%

17.0

%
8.4% 2.7% 1.5% 0.9% 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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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소비자역량 내용을 대 영역 기준으로

살펴보면([그림 Ⅳ-1] 참조), 시민역량(평균: 217.5개, 65.3%), 거래역량

(평균: 90개, 27%), 재무역량(평균: 25.5개, 7.7%)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한편, A, B출판사 모두 시민역량(A: 69.5%; B: 60.9%), 거래역량(A:

21.8%; B: 32.6%), 재무역량(A: 8.7%; B: 6.5%)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A출판사가 B출판사 대비 재무역량, 시민역량을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고, B출판사는 거래역량을 A출판사 대비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

었다.

[그림 Ⅳ-1] 소비자역량의 대 영역 비중

다음으로, 중 영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민역량의 ‘책임수용’, ‘소비사

회 적응’ 순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반면, 재무역량의 ‘재무 설

계’, 시민역량의 ‘권리주장’은 미미하게 다루고 있었다([그림 Ⅳ-2] 참조).

[그림 Ⅳ-2] 소비자역량의 중 영역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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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 영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 영역은 총 22개의 내용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B출판사는 22개 모든 소 영역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고, A출판사는 재무역량의 노후설계를 제외한 21개의 소 영역을 다

루고 있었다.

한편, 소 영역 내용의 다루는 요소의 양을 상위 30%, 하위 30%로 구

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2> 참조). A, B 출판사 공통적으로 상

위 30%에 해당되는 소 영역은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매계

획’이었고, 시민역량의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의

이해’였다. 또한 A, B 출판사 공통적으로 하위 30%에 해당되는 소 영역

은 재무역량의 ‘수입·지출관리’, ‘노후설계’, ‘보험관리’, 거래역량의 ‘가격,

계약·거래 조건’ 그리고 시민역량의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의 내

용이었다.

<표 Ⅳ-2> 소비자역량의 소 영역 내용 구성

주. A, B 출판사에 중복되는 경우, 음영 처리함.

구분 대 영역 A B

상위
30%

재무역량 저축·투자(14)

거래역량
정보통신기술 활용(19)
구매계획(19)

정보통신기술 활용(28)
구매계획(16)
안전한 사용(31)

시민역량
윤리적 소비(25)
녹색소비(95)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102)

윤리적 소비(15)
녹색소비(89)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72)

하위
30%

재무역량
수입·지출 관리(1)
노후설계(0)
보험관리(2)

재무설계(3)
수입·지출 관리(1)
노후설계(2)
보험관리(1)

거래역량
가격(2)
계약·거래 조건(1)

가격(3)
계약·거래 조건(1)
분쟁해결(3)

시민역량
소비자관련법·제도 이해(2)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2)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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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별 소비자역량 내용 구성의 경

향성을 살펴보면([그림 Ⅳ-3] 참조), 분석대상 8교과 중 사회교과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소비자역량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평균: 41%), 가정교과

(평균: 25.8%), 도덕교과(평균: 17%), 기술교과(8.4%), 그 외 교과(7.8%)

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교과의 교과 내 소비자역량의 비중은 가

정교과는 거래역량, 시민역량 순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재무역량은 거의

없었다. 사회교과는 시민역량, 재무역량, 거래역량 순이었고, 재무역량은

사회교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다. 도덕교과는 시민역량, 거래역량 순이

었고, 재무역량은 다루지 않고 있었다. 한편, 기술교과는 출판사에 따라

거래역량, 시민역량의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교과는 시민역

량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거래역량 순이었다.

[그림 Ⅳ-3] 교과 별 소비자역량의 구성

한편, 비중이 높은 가정, 사회, 도덕 3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소비자역

량의 내용 구성([그림 Ⅳ-4] 참조)을 통해,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 살펴보

면, 가정교과는 소비자역량의 소 영역 22개 중 17개, 사회교과는 11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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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도덕교과는 3개의 소 영역을 다루고 있었다. 즉, 사회교과가 양적으

로 가장 많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는 가정

교과가 가장 다양한 소 영역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외 교과 중, 기술교과는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민역량

의 ‘녹색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를 국어교과는 시민역량의 ‘윤리

적 소비’, ‘녹색소비’를, 미술교과와 수학교과는 시민역량의 ‘녹색소비’ 그

리고 체육교과는 거래역량의 ‘안전한 사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림 Ⅳ-4] 가정, 사회, 도덕 교과의 소비자역량 소 영역 내용 구성

추가적으로,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소 영역을 살펴보면, A,

B 출판사 공통적으로 재무역량의 ‘재무 설계’, ‘노후설계’, ‘저축·투자’, ‘신

용카드·부채관리’, ‘보험관리’는 제시하지 않고 있었고, 특히 A출판사는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그리고 시민역량의 ‘소비자 참여’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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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지 않았다(<표 Ⅳ-3> 참조)

<표 Ⅳ-3>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소 영역

대 영역 A B

재무역량

재무 설계

노후설계

저축·투자

신용카드·부채관리

보험관리

재무 설계

노후설계

저축·투자

신용카드·부채관리

보험관리
거래역량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민역량 소비자 참여

나. 교과 별 소비자역량 상세내용 경향

교과별 상세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내용제시 방식의 특성을 가정교과와

타 교과의 관련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재무역량 상세내용 분석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거래역량의 상세내용 분석에 기초하여,

내용제시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재무역량의 교과 별 상세내용

중

영역
소 영역 교과

상세내용

A B

재무

설계

재무 설계 사회
Ÿ 생애 주기에 따른 미래계획

Ÿ 자금마련계획
Ÿ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생활

수입·지출

관리
가정

Ÿ 가족생활 주기별 수입·지출

관리

Ÿ 가족생활 주기별 수입·지출

관리

노후설계 사회
Ÿ 노후 삶 대비 노력

Ÿ 노년기 자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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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소 영역 포함 교과목 수를 기재함.

먼저 재무 설계 역량에서 가정, 사회 교과 모두 생애주기에 따른 수

입·지출 변화와 관리내용을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 ‘노후설계’

는 사회교과 B출판사에서만 다루고 있었는데, 퇴직 시기를 가늠해 보고

퇴직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용을 제

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무관리 역량의 ‘저축·투자’는 사회교과에서 재무의 의미,

재무상품 종류, 자산의 의미, 자산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

데, A출판사는 재무상품의 종류와 재무상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

고, B출판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위한 자산관리의 필요성, 자산관

리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있었다.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출판사 별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용의 방향성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노후설계’를 다루고 있는 B출판사의 경우 중단원의 제목이 ‘지속가

능한 경제생활’이고 A출판의 경우 ‘재무의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중단원의 제목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내용의 차이로 이어졌다.

교과서 내용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면, A출판사는 저축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반면, B출판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위

해 자산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었다.

재무

관리

저축·투자 사회

Ÿ 다양한 재무상품

Ÿ 저축의 중요성

Ÿ 돈 모으기

Ÿ 자산 개념

Ÿ 자산 관리

Ÿ 재무의 정의

Ÿ 다양한 재무상품

Ÿ 자산 관리 방법

Ÿ 자산 관리의 필요성

Ÿ 자산 포트폴리오

신용카드·

부채관리
사회

Ÿ 약속에 대한 인식

Ÿ 신용의 의미와 문제점

Ÿ 신용관리의 필요성

Ÿ 통신비 미납으로 신용문제

Ÿ 신용의 의미와 문제점

Ÿ 신용관리의 필요성

보험관리 사회 Ÿ 보험의 의미 Ÿ 보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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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 상품자산 관리를 하려면 소득과 소비를 고려하여 저축부터 시작해야

한다(사회2, A, p63).

우리는 일생 동안 소득과 소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

활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나 주택마련,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뜻

밖의 사고나 질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의 지출에도 대비해야 한다(사회2, B,

p59).

 한편, ‘신용카드·부채관리’는 사회교과에서 신용의 의미와 문제점, 신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A출판사는 신용의 문제

를 친구와의 약속과 연결시켜 제시하고 통신비 미납에 따른 신용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제시

하고 있었다. ‘보험관리’는 두 출판사 모두 보험의 의미를 가볍게 언급하

고 있었다.

2) 거래역량 상세내용 분석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거래역량의 상세내용을 분석에 기초하

여, 내용제시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거래역량 교과 별 상세내용

중

영역
소 영역 교과

상세내용
A B

정보

이해·

활용

정보탐색·

선별
가정

Ÿ 소비자 정보의 의미

Ÿ 소비자 정보의 원천

Ÿ 소비자 정보 선별 필요성

Ÿ 광고 비판적 분석

Ÿ 소비자 정보의 의미

Ÿ 소비자 정보의 원천

Ÿ 소비자 정보 선별 필요성

표시·정보

이해

(3)

가정

Ÿ 의복 품질표시

Ÿ 식품 표시정보

Ÿ 상품에 표시된 소비자정보

Ÿ 의복 품질표시

Ÿ 식품 표시정보

Ÿ 상품에 표시된 소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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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소 영역 포함 교과목 수를 기재함.

우선, 정보이해·활용 역량의 ‘정보탐색 및 선별’은 가정교과에서 소비

자정보의 의미, 소비자정보 원천의 종류, 소비자 정보의 선별 필요성을

다루고 있었으며, A출판사의 경우 활동과제를 통해 광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시·정보 이해’는 가정교과에서 상품에 표시된 소비자정보, 의복품질

기술
Ÿ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체육 Ÿ 영양표시 정보

정보통신

기술 활용

(3)

가정

Ÿ 전자상거래

Ÿ 모바일 쇼핑 주의사항

Ÿ 스마트폰 결제사기

피해예방

도덕

Ÿ 사이버 공간의 특성

Ÿ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

Ÿ 미디어 문해력

Ÿ 정보화 사회의 도덕적 책임

Ÿ 정보통신 매체의 올바른

활용능력

기술

Ÿ 정보통신기술의 의미와

특성

Ÿ 정보통신 매체의 사례

Ÿ 정보통신기술의 의미와

특성

Ÿ 정보통신 매체의 사례

구매

의사

결정

구매계획

(2)

가정

Ÿ 구매의사결정과정

Ÿ 의복마련계획

Ÿ 합리적인 소비계획

Ÿ 구매의사결정과정

Ÿ 식품 구입계획

Ÿ 의복마련계획

사회
Ÿ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계획

Ÿ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계획

가격 가정
Ÿ 대안평가표

Ÿ 구매 장소에 따른 가격

Ÿ 거래조건에 따른 가격비교

Ÿ 구매 시기/구매 장소 결정
계약·거래

조건
가정 Ÿ 구매지불방법 Ÿ 구매지불방법

품질비교 가정
Ÿ 대안평가표

Ÿ 의·식 품질평가 및 비교
Ÿ 의·식 품질평가 및 비교

사용·

분쟁

해결

분쟁해결 가정

Ÿ 소비자문제의 종류와 특징

Ÿ 소비자문제 해결과정

Ÿ 청소년 소비자문제

해결방법

Ÿ 소비자문제의 종류와 특징

Ÿ 소비자문제 해결과정

안전한

사용

(4)

가정
Ÿ 식품의 안전성

Ÿ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Ÿ 식품의 안전성

사회 Ÿ GMO 문제

기술 Ÿ GMO 문제 Ÿ GMO 문제

체육
Ÿ 기호품의 올바른 섭취

Ÿ 약물의 올바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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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식품표시 정보를 다루고 있었다. 단, 기술교과 A출판사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체육교과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영양표시 확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가정교과는 B출판사에서만 전자상거래의 의미,

모바일 쇼핑주의사항, 스마트폰 결제사기 피해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다

루고 있었다. 도덕교과는 정보화 시대에 전자 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

해와 같은 도덕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

다. 또한 기술교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의미와 특성, 정보통신 매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모바일 쇼핑, 이용 시 주의하세요! ...중략.... 의복의 가격과 디자인만 보지 말고, 상

품평이나 구매 후기 등도 확인하자(가정1 B, p62)

스마트폰 결제 사기 피해 예방법 ...중략.... 어플리케션의 내부결제를 차단하거나 비

밀번호를 설정한다.(가정1 B, p111)

정보화 사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과 도덕적인 자세를 바

탕으로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도덕2, B, P22).

정보 통신이란 ...중략....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생산·가공하고 주고

받으며 저장하는 모든 활동을 정보 통신 기술이라 한다(기술2, B출판사, p.177).

각 교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내용제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교

과는 실제 생활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쇼핑 주의사항, 피해예방 방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면, 도덕교과는 정보화 사회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

하고 있었고, 기술교과는 정보통신기술의 의미와 특성, 사례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각 교과가 강조하는 초점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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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구매의사결정 역량의 ‘구매계획’은 가정교과에서는 구매의사

결정 과정과 의·식생활과 관련된 소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

고, 사회교과에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구매계획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가격, 품질비교’는 가정교과에서 구매 시기, 구매 장소에 따라 가격을

비교하고, 의류와 식료품의 품질을 평가,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

데, A출판사는 대안평가표를 활용하여, 가격, 품질을 비교하는 내용을 제

시하였다.

‘계약·거래 조건’은 구매지불방법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었고, 계

약조건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사용·분쟁해결 역량의 ‘분쟁해결’은 가정교과에서 소비자문제의 종류와

특징을 제시하고 있었고, 소비자문제의 해결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A출판사는 청소년 소비자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안전한 사용’은 가정교과에서는 식

품,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사회, 기술 교

과에서 GMO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체육교과의 B출판사

의 경우, 기호품의 올바른 섭취, 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3) 시민역량 상세내용 분석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시민역량의 상세내용 분석에 기초하여,

내용제시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시민역량 교과 별 상세내용

중
영역 소 영역 교과

상세내용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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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주장력

소비자
관련법 및
제도이해

가정 Ÿ 청약철회제도
Ÿ 내용증명제도

Ÿ 소비자기본법의 의미
Ÿ 내용증명제도
Ÿ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
권리인식
및

권리사용

가정 Ÿ 소비자 8대 권리 소비자 8대 권리

소비(
자)
책임
수용력

윤리적
소비
(3)

가정
Ÿ 소비와 책임
Ÿ 윤리적 소비의 정의
Ÿ 윤리적 소비 실천방안

Ÿ 소비자 책임
Ÿ 윤리적 소비의 정의
Ÿ 윤리적 소비 실천방안
Ÿ 공유경제 실천방안
Ÿ 패스트패션과 슬로패션

사회
Ÿ 공정무역
Ÿ 자원의 글로벌 이동의 영향
Ÿ 윤리적 소비의 실천

Ÿ 공정무역
Ÿ 연대와 협력
Ÿ 지역간 불평등 완화
Ÿ 의류산업의 세계화 영향

국어
Ÿ 공정무역
Ÿ 착한소비

녹색소비
(7)

가정
Ÿ 친환경 의·식·주 생활
Ÿ 의복재활용
Ÿ 로컬푸드

Ÿ 친환경 의·식생활
Ÿ 의복재활용, 업사이클링
Ÿ 로컬푸드, 탄소발자국

사회

Ÿ 환경문제와 환경이슈
Ÿ 미세먼지 문제와 대책
Ÿ 소비습관과 환경
Ÿ 로컬푸드와 글로벌푸드
Ÿ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천

Ÿ 환경문제와 환경이슈
Ÿ 미세먼지 문제와 대책
Ÿ 로컬푸드 운동
Ÿ 쓰레기 종량제
Ÿ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덕

Ÿ 인간중심주의 자연관과
환경문제

Ÿ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Ÿ 소비와 환경 가치관
Ÿ 소비생활 성찰
Ÿ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
Ÿ 음식물 쓰레기 감량방안
Ÿ 로컬푸드 운동
Ÿ 물자국, 햄버거 커넥션
Ÿ 환경문제와 환경이슈
Ÿ 환경 친화적 삶을 위한
개인·사회·국가·지구적 노력

Ÿ 지속가능한 발전

Ÿ 인간중심주의 자연관과
환경문제

Ÿ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Ÿ 소비생활과 환경
Ÿ 소비생활 성찰
Ÿ 환경친화적 삶이 필요한
이유

Ÿ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
Ÿ 쓰레기 감량방안
Ÿ 로컬푸드 운동
Ÿ 햄버거 커넥션, 탄소발자국
Ÿ 환경 친화적 삶을 위한
개인·사회·국가·지구적 노력

기술

Ÿ 기술의 발달과 환경문제
Ÿ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Ÿ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Ÿ 유통과정과 환경
Ÿ 에너지 고갈문제와 절약

Ÿ 기술의 발달과 환경문제
Ÿ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Ÿ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Ÿ 에너지 고갈문제와 절약

국어 Ÿ 쓰레기에 대한 생각
Ÿ 전기절약 방법 토의

Ÿ 석유낭비 문제
Ÿ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

수학 Ÿ 탄소발자국 계산
Ÿ 음식물 쓰레기 감량 계산

Ÿ 그린 포인트 제도
Ÿ 이산화탄소 감량 계산

미술

Ÿ 환경관련 미술작품
Ÿ 디자이너의 환경 친화적
노력

Ÿ 에코디자인

Ÿ 자연과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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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소 영역 포함 교과목 수를 기재함.

먼저, 권리주장은 가정교과에서만 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관련법 및

제도이해’는 내용증명제도, 청약철회제도,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와 같은

소비자관련 제도를 언급하고 있었고, ‘소비자권리인식 및 권리 사용’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책임수용은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고 있었으나, 제시하는 내

용의 초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윤리적 소비’의 경우, 가정교과는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의 중요한 역할임을 설명하고, 윤리적 소비의 정의와 윤리

적 소비실천 방안으로 공정무역 상품 구매, 소비절제와 나눔, 기부활동을

제시하였다. 사회교과는 자원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나의 소비가 생산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그 과정에서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무역을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국어교

과는 A출판사에서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달콤창고’로 불리는 착한

소비,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을 읽고, 착한 소비에 대해 생각, 의견을 나

소비자
참여
(2)

가정 Ÿ 프로슈머

사회 Ÿ 기업의 사회적 책임 Ÿ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비
사회
적응력

소비환경
및

트렌드의
이해
(4)

가정 Ÿ 정보화 사회의 소비환경
변화

사회

Ÿ 사회변동(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Ÿ 뉴미디어 시대
Ÿ 서비스업의 세계화
Ÿ 무인택배 시대
Ÿ 해외직구
Ÿ 시장경제의 이해

Ÿ 사회변동(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Ÿ 뉴미디어 시대
Ÿ 유통의 세계화
Ÿ 시장경제의 이해

도덕
Ÿ 정보화 시대의 특징과 문제
Ÿ 정보화 시대에 바람직한
태도

Ÿ 정보화 사회의 특징
Ÿ 정보화 사회의 바람직한
태도

기술 Ÿ 정보통신기술과 삶의 변화
Ÿ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Ÿ 정보통신기술과 삶의 변화
Ÿ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2)

가정
Ÿ 청소년의 소비성향 특징
Ÿ 바람직한 청소년 소비생활
Ÿ 비정상적인 소비행태

Ÿ 청소년 소비성향 특징
Ÿ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행동
Ÿ 블랙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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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책임 있는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란 품질과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환경에 미

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는 소비 행동을 한다. 즉 소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소비가 윤

리적 소비이다(가정1, A출판사, p123).

소비자의 역할을 바르게 알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공정 무역, 소비 절제

나 나눔, 기부 등과 같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소비 행동을 해야 한다

(가정1, B출판사, p115).

자원의 이동과 지구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원이 생산되고 이동하는 과

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중략....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원의

이용을 매개로 국가 간, 지역 간 상호 연결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사회1, A출판사,

p116).

탐구활동. 일상생활의 구매 행위가 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세계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성적 저널을 써보자(사회2, B출판사, p169).

착한 소비는 단순히 경제 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

래가 달라질 수 있다(국어2. A출판사. p166).

각 교과의 ‘윤리적 소비’ 내용제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교과는 윤

리적 소비의 정의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소비자의 역할로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었고, 사회교과는 나의 소비가 세계,

사회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생각하

도록 하는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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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녹색소비’는 체육 교과를 제외한 7개의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

었는데, 각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교과는 친환경 의·

식·주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의생활의 경우 재활

용, 업사이클링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고, 식생활의 경우 탄소발자국, 식

품이동거리를 고려한 로컬푸드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

회교과에서는 환경문제, 환경이슈 중 특히 미세먼지 대책을 언급했고, A

출판사의 경우 개인이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단체에 가입

하여 감시·관찰활동, 캠페인 활동, 후원 참여와 같은 적극적 행동이 필요

함을 강조했다. 반면, B출판사의 경우 환경이슈를 중요하게 다뤘고, 쓰레

기 종량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로컬푸드 운동과 같은 환경을 위한 제도

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덕교과는 ‘녹색소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

었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주의 자

연관과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을 비교하며,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이 환경문

제를 초래했음을 강조했다. 소비생활과 환경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환

경 친화적 소비생활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소비생활을 성찰

하고, 환경 친화적 삶을 위한 노력을 개인·사회·국가·세계적 차원에서 제

시하고 있었다.

한편, 기술교과에서는 기술의 발달과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

념,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고갈

에 대한 문제와 절약방법을 언급했다.

그 외, 국어교과에서는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 석유낭비, 전기절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일상생활 속 토의주제로 제시하고 있었고, 수학

교과에서는 수식을 계산하는 배경내용으로 탄소발자국, 쓰레기 감량방안,

그린포인트 제도, 이산화탄소 감량 , 친환경 실천방안을 고려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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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미술교과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미술작품을 감상

하고 에코디자인과 같은 환경 친화적 디자인에 대한 노력과 환경메시지

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자신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활에 유용한 소품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이

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한다(가정1, A출판사, p.105).

먼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신선도가 떨어지고 운반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살충제, 방부제 등을 사용하기도 ...중략....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도 한다. 따라

서 근거리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다(가정2, B출판사, p57).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이슈를 마주했을 때 먼저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비교

한 후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야 한다. 자신의 견해가 정해지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중략.... 스스로 노력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지속 가

능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사회2, A출판사, p194).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중략.... 쓰레기

종량제가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사회2, B출판사, p78).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

다(사회2, B출판사, p78).

우리가 환경을 고려하며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태계의 자원이 유한하고,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도덕2, A출판사, p149).

나의 소비생활(일주일간 소비한 목록, 나의 소비생활에서 반성해야 할 점) 돌아보

기. (도덕2, A출판사, p151).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작성하고 실천해 보자(도덕2,

B출판사, p145)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중략....

국제기구를 통해 지구촌의 환경문제에 대해 여러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도덕2, B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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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p148).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한편으로 무분별

한 자연 개발로 자원 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기술2, A

출판사, p234).

석유 화학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생

각해 보자(기술2, B출판사, p.247)

생활 속 문제를 찾아 토의하기. 우리 학교에서 전기 절약을 실천할 방법은 무엇인

가? (국어1, A출판사, p194)

지난 달 우리 집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과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하여 가정

에서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구해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보자(수학2, B출판사, p87).

친구들과 함께 주변의 생태 환경을 탐색하면서 환경 문제를 찾아 조사해 보고, 환경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자(미술2, A출판사, p.11).

각 교과의 ‘녹색소비’ 내용제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교과는 실제

생활에서의 의·식·주와 관련된 친환경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이 개인적

삶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었고, 사회교과는 환경문제, 환경이슈와 같은 사

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환경 친화적 노력들을 제도적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었으며, 적극적 형태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도덕교과는 인

간과 자연의 관계를 통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소비생활을 성찰하며, 환

경 친화적 삶에 대한 내용을 개인·사회·국가·세계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술교과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기술의 발

달 측면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언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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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참여’는 가정교과의 B출판사의 경우, 프로슈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었으며, 사회교과에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시키고 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적극적, 능동적 형태의 소비자 참여를 다루는 내용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사회 적응 역량의 ‘소비환경 및 트렌드의 이해’에서 가

정교과는 B출판사에서만 정보화 사회와 소비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

을 언급하고 있었고, A출판사에서는 제시내용이 없었다. 정보화 사회의

소비환경의 변화는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 활용’과도 연계성이 있는

데, 가정교과 A출판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내용도 제시하지 않은 부

분과 연결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사회교과는 시장경제의 이해 내

용, 산업화·정보화·세계화와 같은 사회변동과 서비스업·유통의 세계화,

뉴미디어 시대와 같은 최근 흐름도 언급하고 있었다. 도덕교과에서는 정

보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다루고 있었다. 기술교과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혁명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었다.

한편,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은 가정교과에서 청소년의 소비성향의 특

징을 언급하고,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행동이 소비자, 기업,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책임 있는 소비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소비자역량의 상세내용을 살펴본 결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교

과별로 내용제시의 초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교과는 개

인의 실제 삶과 연계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고, 사회교과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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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도덕교과는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관련된 책임 의식, 도덕적 문제를 다루

고 있었다.

2.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이 소비자역량의 구성요

소인 지식, 태도, 실천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Ⅳ

-7>, p58 참조.)에 근거하여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비중,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가.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비중

먼저 대 역량 기준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비중은 [그림 Ⅳ-5]와 같

다.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비중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지식의 비중이 재무

역량(76.5%), 거래역량(73.3%), 시민역량(75.4%)의 모든 대 역량에서 현

저히 높았다. 재무역량의 경우, 세 역량 중 지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태도와 실천이 같은 비중(11.8%)으로 실천의 비중이 타 역량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와 실천의 요소가 3개로 절대적 수가 미미한

관계로 비중 구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거래역

량은 지식, 태도, 실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천의 비중(10%)이

전체적 실천의 평균(7.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민역량은 태도의

요소를 타 역량 대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던 반면, 실천의

요소는 가장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모든 대 역량에서 구성

요소들의 비중이 지식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실천을 다루는 비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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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5] 대 역량 기준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비중

다음으로, 가정, 사회, 도덕 교과의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비중의 경

향성을 살펴보면([그림 Ⅳ-6] 참조), 가정교과는 지식(75%), 태도(15.1%),

실천(9.9%) 순으로, 사회교과는 지식(79.5%), 태도(14.3%), 실천(6.2%) 순

으로, 도덕교과는 지식(61.1%), 태도(32.7%), 실천(6.2%) 순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특히 가정교과와 사회교과는 지식의 비중이 75% 이상으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도덕교과 역시 타 요소에 비해 지식의 비중이 높

았지만(61.1%), 다른 교과 대비 태도의 비중이 32.7%로 상대적으로 높았

다.

한편, 이러한 경향을 출판사 별로 살펴보면, A출판사는 지식(74.7%),

태도(19.8%), 실천(5.5%), B출판사는 지식(75.2%), 태도(14.9%), 실천

(9.9%) 순 이였으며, 이는 가정교과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했는데, A,

B 출판사 모두 지식은 비슷한 수준(A: 75.3%; B: 74.7%),이었으나, A출

판사는 B출판사 대비 태도의 비중이 높았고(A: 18.2%; B: 12.6%), B출

판사는 A출판사 대비 실천의 비중이 높았다(A: 6.5%; B: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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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주요 교과 별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비중

나.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의 연계성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을 세 요소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살펴본 결과(<표 Ⅳ-8 참조>)는, 교과 전체적으로는 A출판사는 21

개의 제시영역 중, 저축·투자, 구매계획, 분쟁해결, 안전한 사용,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8개 영

역(38%)에서, B출판사는 22개 제시영역 중, 저축·투자, 정보통신기술 활

용, 안전한 사용,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7개

영역(31.8%)에서 지식, 태도, 실천이 연계되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교

과 별로 살펴보면, 가정교과 A출판사는 소 영역 기준 15개 제시영역 중

구매계획, 분쟁해결, 녹색소비,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4개의 영역(26.7%)

에서 B출판사는 17개의 영역 중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2개 영역(11.8%)

에서만 지식, 태도, 실천이 연계되어 드러났다. 그리고 사회교과 A출판사

는 11개 제시영역 중 저축·투자, 구매계획, 안전한 사용, 윤리적 소비, 녹

색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6개 영역(54%)에서 B출판사는 11개의

영역 중 저축·투자, 구매계획, 녹색소비 3개 영역(26.7%)에서 지식,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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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연계되어 나타났다. 도덕교과는 3개 영역 중 녹색소비 1개 영역

에서만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었다.

<표 Ⅳ-8>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연계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소비자교육 내용이 여전히 지식에 편중되

어 있었으며,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의 연계성은 매

우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정교과는 타 교과 대비 실천의

비중은 다소 높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했고,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연계

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양상을 보였다.

교과
A B

제시 구성요소 연계 제시 구성요소 연계

전체 21개

저축·투자/구매계획/분쟁해결/안전

한 사용/윤리적 소비/녹색소비/소

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소비문화

정체성 확립(8개)

22개

저축·투자/정보통신기술 활용/안전

한 사용/윤리적 소비/녹색소비/소

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7개)

가정 15개
구매계획/분쟁해결/녹색소비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4개)
17개 윤리적 소비/녹색소비(2개)

사회 11개

저축·투자/구매계획/안전한 사용

/윤리적 소비/녹색소비/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6개)

11개 저축·투자/구매계획/녹색소비(3개)

도덕 3개 녹색소비(1개) 3개 녹색소비(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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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교과 별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단위 : 개(%)

소 구분
가정 사회 도덕 기술 국어 미술 수학 체육 계

지 태 실 지 태 실 지 태 실 지 태 실 지 태 실 지 태 실 지 태 실 지 태 실 지 태 실

재무 설계
A 　 　 　 2 　 1 　 　 　 　 　 　 　 　 　 　 　 　 　 　 　 　 　 　 2 1
B 　 　 　 3 　 　 　 　 　 　 　 　 　 　 　 　 　 　 　 　 　 　 　 　 3

수입·지출 관리
A 1 　 　 　 　 　 　 　 　 　 　 　 　 　 　 　 　 　 　 　 　 　 　 　 1
B 1 　 　 　 1 1 　 　 　 　 　 　 　 　 　 　 　 　 　 　 　 　 　 　 1

노후설계
A 　 　 　 　 　 　 　 　 　 　 　 　 　 　 　 　 　 　 　 　 　 　 　 　
B 　 　 　 　 　 　 　 　 　 　 　 　 　 　 　 　 　 　 　 　 　 　 　 　 1 1

저축·투자
A 　 　 　 11 1 2 　 　 　 　 　 　 　 　 　 　 　 　 　 　 　 　 　 　 11 1 2
B 　 　 　 6 2 2 　 　 　 　 　 　 　 　 　 　 　 　 　 　 　 　 　 　 6 2 2

신용카드·부채관리
A 　 　 　 9 1 　 　 　 　 　 　 　 　 　 　 　 　 　 　 　 　 　 　 　 9 1

B 　 　 　 3 1 　 　 　 　 　 　 　 　 　 　 　 　 　 　 　 　 　 　 　 3 1

보험관리
A 　 　 　 2 　 　 　 　 　 　 　 　 　 　 　 　 　 　 　 　 　 　 　 　 2
B 　 　 　 1 　 　 　 　 　 　 　 　 　 　 　 　 　 　 　 　 　 　 　 　 1

재무역량
A 1 24 2 3 25 2 3
B 1 13 4 3 14 4 3
평균 1 19 3 3 20 3 3

정보탐색·선별
A 4 2 　 　 　 　 　 　 　 　 　 　 　 　 　 　 　 　 　 　 　 　 　 　 4 2
B 8 1 　 　 　 　 　 　 　 　 　 　 　 　 　 　 　 　 　 　 　 　 　 　 8 1

표시·정보 이해
A 5 　 　 　 　 　 　 　 　 1 　 　 　 　 　 　 　 　 　 　 　 1 　 　 7
B 6 　 4 　 　 　 　 　 　 　 　 　 　 　 　 　 　 　 　 　 　 　 　 　 6 4

정보통신기술 활용
A 　 　 　 　 　 　 7 3 　 8 1 　 　 　 　 　 　 　 　 　 　 　 　 　 15 4
B 3 　 　 　 　 　 6 3 　 15 　 1 　 　 　 　 　 　 　 　 　 　 　 　 24 3 1

구매계획
A 7 3 2 3 2 2 　 　 　 　 　 　 　 　 　 　 　 　 　 　 　 　 　 　 10 5 4
B 7 　 2 2 3 2 　 　 　 　 　 　 　 　 　 　 　 　 　 　 　 　 　 　 9 3 4

가격
A 2 　 　 　 　 　 　 　 　 　 　 　 　 　 　 　 　 　 　 　 　 　 　 　 2
B 2 　 　 　 　 　 　 　 　 　 　 　 　 　 　 　 　 　 1 　 　 　 　 　 3

계약·거래조건
A 1 　 　 　 　 　 　 　 　 　 　 　 　 　 　 　 　 　 　 　 　 　 　 　 1
B 1 　 　 　 　 　 　 　 　 　 　 　 　 　 　 　 　 　 　 　 　 　 　 　 1

품질비교
A 5 　 　 　 　 　 　 　 　 　 　 　 　 　 　 　 　 　 　 　 　 　 　 　 5
B 3 　 1 　 　 　 　 　 　 　 　 　 　 　 　 　 　 　 　 　 　 　 　 　 3 1

분쟁해결 A 5 1 1 　 　 　 　 　 　 　 　 　 　 　 　 　 　 　 　 　 　 　 　 　 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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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식, 태도, 실천은 지, 태, 실 약자로 표기.

주2. ()는 비중 %.

주3. 지식, 태도, 실천이 총체적으로 연계될 경우, 음영 처리함.

B 3 　 　 　 　 　 　 　 　 　 　 　 　 　 　 　 　 　 　 　 　 　 　 　

안전한 사용
A 3 1 　 1 1 1 　 　 　 1 1 　 　 　 　 　 　 　 　 　 　 　 　 　
B 8 3 　 　 2 　 　 　 　 1 　 　 　 　 　 　 　 　 　 　 　 12 3 2

거래역량
A 32 7 3 4 3 3 7 3 10 2 1
B 41 4 7 2 5 2 6 3 16 1 1 12 3 2
평균 37 5.5 5 3 4 2.5 6.5 3 13 1 0.5 0.5 6.5 1.5 1

소비자관련법·제도이해
A 2 　 　 　 　 　 　 　 　 　 　 　 　 　 　 　 　 　 　 　 　 　 　 　
B 6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

A 2 　 　 　 　 　 　 　 　 　 　 　 　 　 　 　 　 　 　 　 　 　 　 　
B 2 　 　 　 　 　 　 　 　 　 　 　 　 　 　 　 　 　 　 　 　 　 　 　

윤리적 소비
A 5 　 　 5 2 1 　 　 　 　 　 　 10 2 　 　 　 　 　 　 　 　 　 　
B 5 2 1 4 3 　 　 　 　 　 　 　 　 　 　 　 　 　 　 　 　 　 　 　

녹색소비
A 12 3 1 6 11 1 24 14 1 9 3 1 　 1 1 2 2 1 2 　 　 　 　 　
B 7 2 4 18 4 1 18 11 6 4 　 2 2 1 1 5 　 　 2 　 1 　 　 　

소비자 참여
A 　 　 　 3 1 　 　 　 　 　 　 　 　 　 　 　 　 　 　 　 　 　 　 　
B 1 　 　 3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A 　 　 　 80 4 2 7 4 　 5 　 　 　 　 　 　 　 　 　 　 　 　 　 　
B 4 　 　 55 　 1 7 2 　 3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A 4 4 1 　 　 　 　 　 　 　 　 　 　 　 　 　 　 　 　 　 　 　 　 　

B 4 4 　 　 　 　 　 　 　 　 　 　 　 　 　 　 　 　 　 　 　 　 　 　

시민역량

A 25 7 2 94 18 4 31 18 1 14 3 1 10 3 1 2 2 1 2

B 29 8 5 80 7 2 25 13 6 7 2 2 1 1 5 2 1

평균 27 7.5 3.5 87 13 3 28 16 3.5 11 1.5 1.5 6 2 1 3.5 1 0.5 2 0.5

합계

A 58
(75)

14
(18)

5
(6) 122 23 10 38 21 1 24 5 1 10 3 1 2 2 1 2 1

B 71
(75)

12
(13)

12
(12) 95 16 7 31 16 6 23 3 2 1 1 5 3 1 12 3 2

평균 65
(75)

13
(15)

8.5
(10)

109
(79)

20
(14)

8.5
(6)

35
(61)

19
(33)

3.5
(6) 24 2.5 2 6 2 1 3.5 1 0.5 2.5 0.5 6.5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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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을 소비자역

량의 내용요소와 구성요소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청소년의 소비자역

량 함양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있어 가정교과의 역할을 타 교과와의 관련

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 내용의 전체적 경향성

을 살펴보면, 소비자역량의 시민역량(65.3%), 거래역량(27%), 재무역량

(7.7%)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재무역량 내

용은 양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교과는 재무역량을 거의 다

루지 않고 있었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재무환경에서 위험에 쉽

게 노출되고 있으며, 재무역량의 결핍이 빈곤의 근본요인이 됨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돈의 가치, 신용,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습득하여 재무역량

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하다(이종희, 이연숙, 2015). 또한, 재무교육 도입

시기는 생활습관 및 기본 경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

년부터가 적절하다고 하였는데(최윤정, 2018), 중학교 시기는 실질적으로

재무역량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빈약

하고 체계적인 재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재무교육의 유형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인 猪瀨武則(2007)는 생활설

계 관점과 금융소비자 관점을 사회교과 외에 가정교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분하였다(猪瀨武則, 2007; 허수미, 2017에서 재인용).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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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설계적 관점은 가계의 수입·지출을 파악하여 건전한 가계관리와 미래

경제생활을 설계를 하는 것으로 가정교과의 생애설계에서 다룰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 관점은 금융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

하고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가정

교과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소비대상으로 포함시켜 교육내용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무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어 사회교과와 가

정교과가 상호보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시민역량에서 책임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비중 있게 다루

고 있었던 반면, 권리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소홀히 다루고 있어,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 소비자역량지수

결과에서 14년 조사 대비 모든 부문의 소비자역량이 고르게 향상된 반

면, 권리주장역량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학교 소비자교육의

내용구성과도 연결선 상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소비자주권이

란 생산자가 어떠한 상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며(남경희, 2000), 소비자주권의 개념이 소비자권리를

확립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성경희, 2012). 기업과 소비자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성

경희, 2012),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교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비자의 역할이 단순히 사용·거래자가 아니라 소비결과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시민역

량에서 소비자책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이나, 소비

자책임만을 강조하여 소비자권리 주장의 내용이 등한시 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권리주장은 가정교과에서만 다루고 있는 영역

으로 가정교과가 주도적으로 책임의식에 기초한 권리주장의 정당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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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적 요구와 문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역량의 ‘정보통

신기술활용’과 시민역량의 ‘소비자 참여’의 내용을 가정교과에서 소홀하

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보화 사회에 디지털기술과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

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교과에서 그 내용

을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오늘날 정보통신환경은 거래방식, 재화의 성

격과 같은 거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소비자는 거래하는 맥락에 따라

다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최지원, 전윤선, 나종연, 2015), 그에 따

른 교육내용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참여는 소비자가 프로슈머

로서 능동적으로 생산과 기업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역할이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고, 소비자와 기업이 사회

적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천혜정, 김시월, 이동일, 이지현, 2014). 이는 소비자 활동이 개인적 영역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정교과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소비환경

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고, 소비자의 역할이 적극적 형

태의 소비자 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넷째, 교과 별 소비자역량 내용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사회교과(41%)

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가정교과(25.8%), 도덕교

과(17%), 기술교과(8.4%), 그 외 교과(7.8%) 순이었다. 한편, 내용의 범

위 측면에서는 가정교과가 22개의 소 영역 중 17개를 다루고 있었고, 가

장 다양한 소 영역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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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역량의 [그림 Ⅱ-1]의 개념적 모델(손지연, 이경아, 2014)에 대

입시켜 본다면, 사회교과는 소비자를 둘러싼 소비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고, 가정교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역량의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오수진(2015)은 2015 개정 교육과

정 초등학교 교과 별 소비자교육 내용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 사회교과

는 양적으로 소비자교육 내용영역을 가장 많이 포함한 교과이지만, 소비

자교육의 핵심영역이 아닌 시장경제의 원리와 같은 경제교육 영역이 소

비자교육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사회교과는 소비자역량의 시장경제의 이해,

사회변동과 관련된 소비환경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가정교과는 소비자역량의 핵심영역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교과가 소비자역량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

고 있고,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역량 교육에 있

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교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가

정교과가 소비자교육을 위한 교과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다섯째, 소비자역량의 상세내용을 살펴본 결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

지만 교과별로 내용제시의 특성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교과

는 개인의 실제 삶과 연계된 실천적 방안, 구체적 지식을 제시하는 내용

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교과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고려하

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도덕교과는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관

련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가정교과는 실천교과로서 소비생활의 맥락에서 직면하게 되는 소비자

문제를 가치판단을 통해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소비자역량을 길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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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나(교육부, 2015), 현재 가정교과의 내용은

소비생활 맥락과의 연결성을 제시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적 방안,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소비자교육에서

가정교과는 소비생활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가치판단을 통해 바

람직한 실천양식을 갖추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그 실천의 영역이 개인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가정교과가 교과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절한 소비자교

육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교과에서 부족한 영역들은 타 교과

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의 의미 있는 재구성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

다. 사회교과와는 소비자교육과 연계되는 경제교육 측면과 소비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 소비자 정책, 사회적 행동에 관한 내용을 연계할

수 있으며, 도덕교과와는 소비생활을 위한 윤리적 판단, 성찰을 통한 바

람직한 소비태도 형성에 관련한 내용을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교과인 기술, 국어, 수학, 미술 교과의 학습내용은 특히 시민역량

의 녹색소비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습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틀로 고려할 수 있다. 즉, 다양하고 복

잡한 소비생활의 맥락과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교과

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타 교과의 영역에서 학

습경험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여섯째, 소비자교육 내용이 여전히 지식 위주(74.9%)로 이루어지고 있

었고, 태도(17.4%), 실천(7.7%)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특히, 실천교과로서

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정교과의 경우에도 지식의 비중(75%)이 현저

히 높았고, 태도(15.1%)와 실천(9.9%)의 내용이 미흡하였으며, 이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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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소비자역량 함양으로 이어지기에 어려운 한계점이

드러났다.

소비자역량 함양에 있어, 소비환경의 맥락, 학생들의 삶의 경험 맥락과

연결된 지식이 필요하며, 지식이 태도, 신념에 연계되어 삶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실천으로 전이되어야 한다.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은 3 요소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실제 삶에서의 성공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

다. 따라서 가정교과는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위해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습득에 기초하여 행동의 의도를 변화시키고

실천, 행동으로 전이되어 실제적인 소비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비

자역량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 연계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가정교과가 소비자역량 형성을 위한 소비자교

육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 집필에 있어 가정

교과는 소비자역량 함양을 소비자교육의 목표로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

가 있다. 현행 가정교과는 소비자교육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교과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소비자역량의 내

용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천교과로서 실천으로 전이될

수 있는 소비자교육을 내용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환경의 변화와 새롭게 직면

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비자역량의 내용들을 충실

히 반영하고, 내용요소의 유무만이 아니라, 지식의 습득이 가치를 내재화

하고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들의 유

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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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비자교육은 내용 영역의 광범위성에 비해 각 교과에서 부분적

인 내용만 다루고 있어 계열성, 통합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역량 중심

적 접근은 교과 이외의 다른 학습 영역도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틀

로 고려하는 것으로 교과 영역 상호 간의 통합을 강조한다(소경희,

2007). 소비자문제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좀 더 다양한 시각,

맥락에서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가정교과가 본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역할을 충실히 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교과의 다양한 학습 영역을 내용구성의 틀로 활

용하고 교육과정을 의미 있게 재구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비자역량 함양을 가정교과에서의 소비자교육을 위한 시사

점을 찾는데 있어서 교육내용의 차원에서만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가진

다. 후속연구를 통해 교과의 성격, 목표부터 내용,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

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의 교과 간 통합을 위한 교사들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소비자역량 함양을 목표로 교과 간 통합을 통한 소비자교육

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들의 협력적 접근방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정교과가 소비자교육을 위한

중심적인 교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소비자역량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의 체계를 확립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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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소비자역량에 기초한 소비자교육 내용 분석 (A 출판사)

교과 내용요소 구성
요소 내용 쪽

가정1 구매계획 지식

의복 마련 계획이란 현재 가지고 있는 의복을 파악하여
필요한 의복의 종류와 수, 마련 방법 등을 계획하는 것이
다.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면 필요한 의복을 미리 파악하
여 충동구매를 막고 의복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옷을 잘 활용하여 입을 수 있으므로 자원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66

가정1 구매계획 지식 의복 마련 계획의 순서 66

가정1 구매계획 지식
의복을 구매할 때는 먼저 작성한 의복 목록표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때 구매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복비 예산을 고려하여 구매의 우선순위를 정
한다.

67

가정1 구매계획 지식

의복은 구매 장소에 따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비교·평가해 보고 선택한다. 또한, 의복을
구매할 때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품질 표시를 반드시 확인
하여 섬유의 종류와 취급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옷
을 직접 입어 보아 잘 맞는지, 자신과 어울리는지 등을 빠
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67

가정1 구매계획 실천 자신의 의복을 정리하여 의복 목록표를 만들고, 이를 활
용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워 보자. 67

가정1 구매계획 태도 의복 구매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보고, 이를 토대로 의복
을 구매할 때 고려할 점을 정리해 보자. 67

가정1 구매계획 지식 의복 구매 시 고려할 점 67

가정1 표시정보이해 지식 의복의 품질표시 68

가정1 안전한 사용 지식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스스로 알아
서 약을 구입하고, 5.5명은 설명서를 읽지 않고 약물 복용
한다고 한다.

70

가정1 녹색소비 지식
의복은 생산되어 폐기되기까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많
은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Ⅲ-7과 같이 의복의 생산뿐만 아
니라 관리와 폐기에도 많은 자원이 사용되며, 환경을 오염
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105

가정1 녹색소비 지식 의복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105

가정1 녹색소비 지식
친환경 섬유
친환경 섬유는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제
품을 생산하여 폐기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인간과 건강을 고려한 섬유를 말한다.

111

가정1 녹색소비 태도

친환경 세제
의복과 세탁 과정에서 사용하는 합성 세제, 표백제, 섬유
유연제 등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세재
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1

가정1 녹색소비 지식 친환경 세제의 종류 111

가정1 녹색소비 지식
고쳐서 입을 수 없는 의복은 쿠션, 가방, 주머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자신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활에 유
용한 소품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 한다.

113

가정1 녹색소비 지식 의복 재활용 방법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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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1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태도 위 내용을 읽고 자신의 소비습관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자. 116

가정1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지식

청소년기에는 독립성과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면서 그림
Ⅲ-11과 같이 아동과는 구별되는 소비 성향을 보인다. 그
러나 성인 소비자에 비해 소비 경험이 부족하여 비합리적
인 소비 행동을 하기쉽다.

117

가정1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오늘날에는 청소년 소비자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청소
년을 우대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인터넷이나 휴
대 전화 등을 이용한 편리한 판매 방식과 지불 방법이 보
편화하는 등 청소년의 소비 환경이 편리해지고 있다.

117

가정1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태도

그러나 청소년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또래 친구와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소
년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청소년은 소
비자로서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117

가정1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태도

청소년은 미래의 소비 생활을 이끌 주체이다. 따라서 청소
년의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17

가정1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지식 <그림> 청소년의 소비성향과 바람직한 소비생활 117

가정1 구매계획 태도
우리는 소비를 통해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지만, 자원은 한
정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 따라
서 주어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
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

118

가정1 구매계획 지식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 의사 결정 과
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용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를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118

가정1 정보탐색선별 지식
소비자 정보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정보

118

가정1 정보탐색선별 지식 <그림> 구매의사 결정과정 118

가정1 정보탐색선별 지식 소비자 정보의 원천 118

가정1 정보탐색선별 지식 사용 후기, 알고 보니 위장 광고(뉴스 기사) 119

가정1 구매계획 지식 구매 의사 결정 과정 119
가정1 가격 지식 대안평가표 119
가정1 가격 지식 구매장소에 따른 구매실제 119
가정1 품질비교 지식 대안평가표 119

가정1 계약거래조건 지식 지불방법에 따른 구매실제 119

가정1 표시정보이해 지식 상품에 표시된 소비자 정보 120

가정1 구매계획 태도
다른 모둠과 우리 모둠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비교해
보고, 우리 모둠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할 점을 찾아보자

121

가정1 구매계획 실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여 구매 결정을 해
보자. 121

가정1 정보탐색선별 태도
모둠별로 상품 광고를 하나씩 선정하여 비판적으로 분석
해 보고,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일 때 유의할 점을 토의
해 보자.

121

가정1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

지식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
며,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
에서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 권리에 따라 안전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122

가정1
소비자권리
인식 및
권리사용

지식 <그림> 소비자의 권리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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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1 윤리적 소비 지식 소비자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으며, 소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123

가정1 윤리적 소비 지식

오늘날에는 책임 있는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윤리
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
비란 품질과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는 소비 행동을 말한다. 즉, 소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소비가 윤리적 소비이다.

123

가정1 윤리적 소비 지식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의 주권을 올바르게 실현하고 책임 있는 소비 생활
을 실천할 때,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이 향상될 뿐만 아니
라 더욱 건강한 소비 환경을 만들 수 있다.

123

가정1 윤리적 소비 지식 <그림> 소비자의 책임 123
가정1 윤리적 소비 지식 윤리적 소비의 실천 123

가정1 분쟁해결 지식

소비자 문제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
분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거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림 Ⅲ-15의 과정을 통해
서 해결할 수 있다.

124

가정1 분쟁해결 지식

소비자 문제의 종류
상품의 안전성 문제
잘못된 정보로 생긴 문제
선택의 제한성과 관련된 문제
판매 방법과 부당 계약 문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제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124

가정1 분쟁해결 지식
소비자 문제의 해결
1. 판매자나 제조업자를 통한 해결
2. 행정 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와의 상담 및 피해 구제

124

가정1 소비자관련법
·제도이해 지식

청약 철회 제도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다 단계 판매, 할부 판매 등의 특수
한 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구매한 것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124

가정1 소비자관련법
·제도이해 지식 내용 증명 제도

내용증명 작성 방법 124

가정1 분쟁해결 지식 청소년 소비자 문제 해결 방법 125

가정1 분쟁해결 지식
소비자 문제의 해결
3.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4. 법원을 통한 소송

125

가정1 분쟁해결 실천
모듬별로 다음 사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한국소비
자원,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 비슷한
상담 사례를 찾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조사해 보고, 친구
들에게 발표해 보자.

125

가정1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태도 위와 같은 소비 행태가 선량한 소비자와 기업, 국가 경제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127

가정1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실천 책임 있는 소비 생활 실천하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 보자. 127

가정1 소비문화
정체성 확립 지식

최근 책임 있는 소비자와 거리가 먼 악의적이고 비정상적
인 소비행태가 늘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악덕 소비자,
갑질 소비자, 예약 부도 문제 등이 있다.

127

가정1 녹색소비 실천

학급 단체 티셔츠 만들기
다음 사례를 읽고, 활용 방법에 따라 학급 티셔츠를 만들
어 활용해 보자.
(사례) 체육 대회를 앞두고 민지네 반에서는 학급 단체 티
셔츠를 만들기로 했다. 평소 친환경적인 의생활과 의복 고
쳐 입기에 관심이 많았던 민지는 흰색 티셔츠를 이용해
학급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안을 만들어서 스텐실로
염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민지네 학급은 학급 회의를 통해
티셔츠 도안을 결정하고 스텐실을 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급 티셔츠를 제작하였다.

130

가정2 안전한 사용 지식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
식품은 생산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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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며, 환경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정2 안전한 사용 태도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조리, 보관 등의 전 과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
이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식생활을 실천해
야 한다.

54

가정2 안전한 사용 지식 <그림> 식생활에서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
건강과 안전 위해요소 54

가정2 정보탐색선별 태도
식품을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 정보를 이
해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55

가정2 표시정보이해 지식

식품 정보 확인하기
식품 표시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식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타낸 것으로, 제품명, 중량, 원산지,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 일자, 유통 기한, 보관 방법, 영양 성분, 품질
인증 마크 등을 표시한다.

55

가정2 표시정보이해 지식 <그림> 식품표시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 55

가정2 품질비교 지식
품질 좋은 식품 선택하기
품질 좋은 식품은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식품을 구매
할 때는 식품의 모양과 색, 향 등을 확인하고, 포장이나
보관 상태가 좋은 것을 선택한다.

56

가정2 품질비교 지식 <그림> 품질 좋은 식품의 선택 방법 56

가정2 품질비교 지식 가공식품 선택방법 57

가정2 표시정보이해 지식 모둠별로 다양한 식품 표시를 모아보고, 바람직한 표시 사
례와 잘못된 표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해 보자. 58

가정2 품질비교 지식
식품 구매 장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우리 가족이 식
품별로 자주 이용하는 구매 장소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58

가정2 녹색소비 지식 식품 이동 거리란 59
가정2 녹색소비 지식 식품 이동 거리를 줄이려면 59

가정2 녹색소비 태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 문화
가족의 생활공간인 주거는 생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
까지 지속해서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따라
서 우리는 주생활 속에서 자연환경과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75

가정2 녹색소비 지식

친환경 주거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거로, 생태 주거라고도 한다. 친환
경 주거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
한다.

75

가정2 녹색소비 지식 <그림> 환경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 문화 75

가정2 수입지출관리 지식 <그림> 생애 설계의 영역 116

국어1 녹색소비 실천 우리 학교에서 전기 절약을 실천할 방법은 무엇일까?

국어2 녹색소비 태도 다음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자.
엄마, 저 풀은 이름이 뭐에요? 28

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달콤 창고에 누가 간식을 가져다 놓고 가져가는지는 아무
도 모르지만, 이 공간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
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
들끼리 살갑게 챙겨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이기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
에 달콤 창고는 이해하기 힘든 낯선 흐름이다

163

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경제가 나빠질 때 착한 소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명하게 보 여 주는 그래프가 있다. 세계 공정 무역 매출
액은 지난 20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08
년 이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
스로 돌아섰을 때에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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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정 무
역 매출액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 사이에 무려 210
퍼센트나 증가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
다.

164

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서울에 있는 한 사진관은 고객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장
애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 소외 계층
의 사람들에게 촬영권을 준다. 일대일 기부 방식을 도입하
자 손님도 늘어났다. 같은 가격에 좋은 일까지 할 수 있다
는 사실이 사람들을 움직였다. 심지어 추가로 돈을 기부하
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진을 더 많이 찍어 달라고 부
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 사진관과 같은 일대일 기부
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급격
하게 늘어나고 있다.

165

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
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더는
그것을 소비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가치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한 세계적인 커
피 회사는 2000년대 초반 제 삼 세계 커피 농부들을 정당
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손가
락질을 받은 뒤,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하며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165

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물론 착한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기업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윤리 경영이
아니라 이미지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
러나 기업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임은 분명하다.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성공하
는 사례가 거듭된다면 점차 시장의 질서도 합리적으로 바
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변해 가
고 있다.

165

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즉 자신에
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호모 에코노미
쿠스’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겨 왔다. 경제학에서 이제껏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부각해 왔던 것은 모두가 자기 위
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 기대와 달리 환
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등 온갖 문
제를 발생시켰다.

166

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착한 소비의 움직임은 그동
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利他心)이라
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어
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더욱 확산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166

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착한 소비는 단순히 경제 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착한 소
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166

국어2 윤리적 소비 태도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어떻게 읽으셨나요? 167

국어2 윤리적 소비 태도 달콤 창고'와 '일대일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추측해 보자. 168

국어2 윤리적 소비 지식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 감사절이
끝난 뒤에 연중 최대 규모의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내가 아닌 다른 사
람을 위해 소비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에 쇼핑을 하듯, 추수 감사절이 끝나고 돌아오는 화요
일에는 기부를 하여 기부 문화를 널리 퍼뜨리자는 운동입
니다. 기부를 한 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인증 사진을 올
려 주변 사람에게도 기부를 권유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
에게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돈뿐
만 아니라 음식, 교육, 시간 등으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헌혈이나 봉사 활동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

기술2 녹색소비 지식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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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2 녹색소비 태도
국가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
활 습관을 길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

164

기술2 녹색소비 지식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 164

기술2 표시정보이해 지식

에너지 절약형 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고효율 기자재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제품보다 30~40%
정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전력 저감 성능이 우수하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을 조사해 보자.

165

기술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
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뉴스, 일기 예보, 음악, 영화 등
필요한 정보를 얻어 유용하게 사용한다. 또한, 얻은 정보
를 편지나 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기도 한다. 이처럼 필요한 자료와 정
보를 수집하고 생산·처리하여 효과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정보 통신 기술이라고 한다.

180

기술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
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해 왔다.정보 통신 기술은 교육과 산업, 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
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은 시대의 발전 단계에 따라 조
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속성, 소통성, 보존성, 정확
성, 융합성, 약속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81

기술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정보 통신 기술은 형태에 따라 음성 통신, 이미지 통신,
영상 통신, 데이터 통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많이 이용되고 있
다. 멀티미디어 통신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
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주
었다.

185

기술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정보통신 기술의 형태 185

기술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전 세계와 하나로
묶는 데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보나 지식 생산의 중요
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인
류의 삶과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8

기술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최근에는 안경, 시계, 의복의 형태로 착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가 등장하였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을 영화나 지
도 검색, 디지털 교과서 등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
태그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등이 적용된 U-시티는 주변
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
를 증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다.

188

기술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미래 사회에서의 정보 통신 기술은 제조 기술, 건설 기술,
수송 기술, 생명기술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이나 학문과 융
합하여 새로운 스마트 산업을 출현시키고, 고도의 지능화
된 정보 사회로 이끌 것이다. 특히 스마트 컨버전스와 디
지털 기기의 발달로 사물인터넷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각
종 정보 매체가 출현하여 유비쿼터스 시대를 가속화할 것
이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은 점점 첨단화·지능화되어
인간 생활과 밀접한 건강·복지·교통·소비·재난 등의 다양
한 분야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89

기술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과거에는 주로 신문,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형태로 정보
를 전달하고 저장하였다. 하지만 점점 그 기능이 통합되고
디지털화하여 복합적 기능을 가진 뉴 미디어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다양하게 전달하고 오랫
동안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하여 정보의 생산과 전달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며 자발적인 콘텐츠를 생
산하는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되었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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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그림>정보통신 매체의 변화 190

기술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지금 우리는 위성 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기
술을 통해 전 세계가 간편하게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
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92

기술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그림>다양한 통신 매체의 활용 사례 192

기술2 정보통신기술
활용 태도

그러나 정보 통신 매체를 사용하면 사이버 범죄나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기 쉽고, 인터넷 중독·모방 범죄 등에 빠
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 및 이동 통신 기기를 올
바르게 활용하고, 사이버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93

기술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빅 데이터란 방대한 데이터를 획득·저장·분석하여 가치 있
는 정보와 이야기를 추출하고, 이를 의사 결정이나 미래
예측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분석
과정을 거쳐 농업,금융, 자동차, 의료 등 우리 생활에 고품
질 서비스 제공 자료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94

기술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빅데이터의 활용사례 194

기술2 안전한 사용 태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234

기술2 안전한 사용 지식 유전자 변형 식품의 장단점에 대해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자. 234

기술2 녹색소비 지식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자연 개발로 자원 고갈, 환
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 외에도
개인 정보의 유출, 생명 경시 풍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
제도 발생시켰다. 앞으로의 기술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
을 같이 향상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2

기술2 녹색소비 지식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에 필요한 것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242

기술2 녹색소비 지식 <그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 242
기술2 녹색소비 지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용한 마을 242

기술2 녹색소비 지식

하나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자
원을 사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과정을 거친
다. 이러한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환경에 악영향
을 주기도 하고, 지나치게 긴 유통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늘어나게 한다

243

기술2 녹색소비 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및 국가의 노력과 실천
이 필요하다.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방식, 먹을거리,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243

기술2 녹색소비 태도
또한, 국가 및 국제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력 기구, 국제회의 및 협약 등의 실천과 협력
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243

기술2 녹색소비 지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의 노력
국제 연합(UN)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범지구적으로
경제 성장, 사회발전, 환경 보전 등에 관한 17가지의 목표
를 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243

기술2 녹색소비 지식 <그림6-17>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의 실천적 노
력 243

기술2 녹색소비 실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빈칸에 적어 보자. 243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오늘날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
는 시장에 가지 않고 물건을 사거나 처음 가 본 곳에서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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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저작권 침해 우리는 누군가가 사이버 공간에 올린 글·그
림·음악·영화와 같은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
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비도
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11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태도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허락을 받
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무료이거나 대가를 치른
정보라도 원작자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

11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사생활 침해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적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데 이런 정보를 함부로 퍼뜨린다면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
는 모욕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명예
를 훼손당할 수 있고 심지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2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태도 따라서 이런 정보는 본인의 허락과 동의를 얻어 매우 조

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2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최근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있는 자
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
는 ‘잊힐 권리’가 새로운 권리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개인
적 정보 가운데에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개하고
알려야 할 정보가 있다.

12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태도

이런 정보를 다룰 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권
이 충돌하기 쉬우므로, 어느 권리를 우선할지 신중하게 판
단해야 한다.

12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자아 정체성 혼란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의 모습과 상관
없이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
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내 모습과
사이버 공간의 내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내 모습인
지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12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태도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의 자아 가 현실의 자아에 바
탕을 둔다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잃거나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12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현실 공간의 활동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
의 활동이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사이
버 공간에서는 아이디나 별명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자칫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도 현실의 사람이 활
동하는 공간이므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자신의 행
동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군다나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삶의 중심이 되므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도덕적 책임이 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16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정보의 영향력과 개인의 정보 생산 능력 증대 오늘날에는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도달하는 범위가 넓어
지면서 정보의 영향력이 커졌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는 일도 쉬워졌다. 예를 들면 개인이
휴대 전화로 찍은 영상이나 블로그(blog)에 올린 사소한
글이 네트워크(network)를 타고전 세계에 퍼져 화젯거리
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의 영향력과 개인의 정보 생산
능력이 커지면서 정보를 다루는 개인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과 의무도 크게 늘어났다.

16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사이버 공간의 특성 16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정보의 삭제와 수정의 어려움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널리 퍼지는 만큼 정보를 모두 삭제하거나 바로잡
기가 어렵다. 또한 정보의 양이 많으므로 정보가 수정되어
도 확인하기 어렵다.

16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태도

그러므로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기 전에 정보가 올바른 것
인지, 내가 올린 정보로 피해를 볼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17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보가 끼칠 수 있는 피해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올린 정보를 지우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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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고통을 줄 수 있고, 내 행동에 관한 정보도 계속
남아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태도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때에는 항상 도덕적 책임

을 의식하고 신중해야 한다. 17

도덕2 소비환경 및
트렌드이해 지식 블로그의 영향력과 신뢰성 19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정보, 만들
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불법 정보, 청소년에게
특히 해를 끼치는 음란물·폭력물 같은 유해 정보 등 가치
없는 정보가 있다.

22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태도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매체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찾
고, 활용하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문해력
(media literacy)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
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정보 사회의 시
민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격이다.

22

도덕2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식 미디어 문해력 22

도덕2 녹색소비 지식

근대 이후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주
체로 바라보았고, 자연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도구
로 여겼다. 이처럼 자연을 인간의 욕구나 이익 또는 필요
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이
라고 한다

145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이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연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고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자연을 원하는 대로 이
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145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산업화로 이어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열었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많
은 인구가 모여들면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그
런데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공장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을 일
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를 소비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를 불러왔다. 이
런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을 인간의도구로 바
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45

도덕2 녹색소비 태도
오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며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낸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145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발전으로 자신
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 현세대의 욕구와 미래 세대
의 욕구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례로는 생태 관광과 생태 도시가 있다.
•생태 관광: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생태계 보전
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 도시: 도시의 기능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자
연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

146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
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존하
는 관계라고 보는 관점을 생태 중심 주의적 자연관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자연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거대한 지구 생태계를 이룬다. 또한 자연의 구성원
들은 제각기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인간은 지구 생태계
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146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의 한계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
은 인간을 생태계 위기의 원인으로 여기므로 인간이 생태
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
라본다. 더 나아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경제 발전을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다.

146

도덕2 녹색소비 태도 생태계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에는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
관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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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반성하는 입장이 등장하였다. 또한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에서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생물 종 다양성 보
존과 같은 인간의 적절한 개입을 허용하자는 입장이 나타
났다. 이런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
은 인간의 장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도덕2 녹색소비 태도
개발할 것인가, 보전할 것인가?
자신이 케이블카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
인지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써 보자.

147

도덕2 녹색소비 태도

기후변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에서 개
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원조하
는 것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야 정의로운 것이
아닐까?

148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인간이 살아가려면 여러 욕구를 충족해야 하므로 소비는
인간의삶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
거나 반성이 없는 소비 생활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49

도덕2 녹색소비 지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비 생활 물질에 관한
과도한 욕망과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낭비하는 과소비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불러온다. 또한 음식물을 지나치
게 많이 남겨 쓰레기로 버리거나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
는 것처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 생활은 환경 문제
를 일으킨다.

149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우리가 환경을 고려하며 소비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태계의 자원이 유한하고,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이 어렵
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생태계의 자원과 환경은 현세대뿐
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49

도덕2 녹색소비 태도
오늘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받았다가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 친구가 내 식판을 보고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

149

도덕2 녹색소비 지식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 생활의 관계 환경에 대한 가
치관과 소비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간 중심주의
적 자연관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연을 도구로 보므로 제품
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주목할 것이다. 한편 생태 중심주의
적 자연관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연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다고 보므로 제품이 환경친화적인지를 고려해 소비할 것
이다

150

도덕2 녹색소비 태도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환경 보전
보다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생태 중심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환경 보전을 위해
인간의 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필
요를 충족하는 소비 생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50

도덕2 녹색소비 태도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과 물 발자국
다음 제품별 물 발자국을 보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써 보자.

150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생태계를 고려하는 생활 태도는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
로 나타난다.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은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소비 생활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환경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는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이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 에너지 소비
를 줄이고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환경을 고려한 소비이다

151

도덕2 녹색소비 태도
이처럼 소비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실천 노력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 더 나아가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다.

151

도덕2 녹색소비 지식

로컬푸드 운동
자신이 사는 지역 인근의 무공해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운
동이다.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독성 농약과 같은
환경 파괴 물질과 운송 과정에서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
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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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2 녹색소비 태도 나의 소비 생활 돌아보기 151
도덕2 녹색소비 지식 햄버거 커넥션 152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오늘날 환경 문제는 과거보다 심각하다. 환경 파괴나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는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이고, 전 지구적인 성격을 띤 환경 문
제도 늘어나고 있다.

153

도덕2 녹색소비 태도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종이컵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을 사용하려고 한
다. 이런 나의 사소한 노력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까?

153

도덕2 녹색소비 태도

관심과 책임 의식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평
소 무심코 하는 행동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
호하려는 개인의 관심과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54

도덕2 녹색소비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삶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자.

154

도덕2 녹색소비 지식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사회의 대응 155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재활용? 새활용?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이 화제이다. 버려지는 재료를 사용
해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을 새활용이라고 한다. 재
활용과 새활용의 차이는 예를 들어 카페에서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방향제로 재활용하는데, 이 역시 기능을 다하면
다시 버려진다. 이것이 재활용이 가진 한계이다. 하지만
새활용은 이런 재활용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국내 모 기업
은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점토, 화분 등 다양한 상품을 만
들어 내었다. 아직 새활용 산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
준히 성장하고 있다.

155

도덕2 녹색소비 지식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생겨난 원인을 생각해 보자. 156

도덕2 녹색소비 태도 이 단원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자. 159

도덕2 녹색소비 지식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서술해 보자. 159

도덕2 녹색소비 지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해 보자. 159

도덕2 녹색소비 태도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59

도덕2 녹색소비 태도 다음 글을 읽고 자연과 인간이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
해 인간에게 필요한 태도를 서술해 보자. 159

도덕2 녹색소비 지식 환경친화적인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159

미술2 녹색소비 태도
친구들과 함께 주변의 생태 환경을 탐색하면서 환경 문제
를 찾아 조사해 보고, 환경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자.

11

미술2 녹색소비 태도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나 그 제품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
후손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
을 절약하고 연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5

미술2 녹색소비 지식
에코 디자인은 제품의 제작과 사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
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기능과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이다.

65

미술2 녹색소비 지식

<메신저 백> 트럭을 덮는 천을 재활용하여 가방으로 만
든 친환경 디자인으로, 여러 지역에서 트럭 덮개를 모아
재가공하기 대문에 개성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다.
<쿠키 컵>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컵 자체를 쿠키로 만들었다.
<1리미트> 수도곡지에 연결된 투명한 탱크에서 정확히
1L의 물이 담겨 있어 물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

65

미술2 녹색소비 실천
내가 만드는 착한 디자인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만
들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해 보자.

65

사회1 윤리적 소비 지식
자원의 이동과 지구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
건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자원
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원이 생산되고 이동하는 과정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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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자원을 이용함으로
써 우리의 삶과 다른 지역 주민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원의 이용
을 매개로 국가 간, 지역 간 상호 연결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1 윤리적 소비 실천 자신이 윤리적 소비자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한 가지만 써
보자. 116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뉴 미디어의 특징: 스마트와 모바일 156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사회 변동의 의미와 원인 사회가 부분적·단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양식, 가치관, 의식 구
조, 제도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 시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일어
난 결과이다.

224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사회 변동은 과학 기술의 발전, 인구 변화, 경제 위기 상
황, 혁명 및 전쟁, 자연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
해 나타난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변동 양상에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가 있다.

224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산업화란 전체 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율이 증
가하는 현상이다. 18~19세기 유럽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으
로 시작된 산업 혁명으로 사람들의 삶은 이전의 농업 사
회와는 크게 달라졌다.

225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산업화로 공장에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교
통이 발달하여 사람의 이동이나 상품의 운송이 활발해졌
다.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대량 소비도 가
능해졌다. 또한 대중 교육이 도입되었고, 다수의 사람이
비슷한 생활을 하는 대중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도시로의
인구 집중, 환경오염,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 인간 소외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225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인상주의 그림에 나타난 산업화 시기의 생활 양식 225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지식 정보 사회와 정보화 정보화란 정보 통신 기술의 발
달로 지식과 정보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산
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 개성을 고려한 다
품종 소량 생산 방식도 나타난다.

226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사람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쌍방향 매체를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한 전자
민주주의,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생활양식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소유와 접근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격차, 인터넷 중독,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26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국가 간 의존성과 세계화 세계화란 교통과 정보 통신 기
술의 발달로 사람이나 상품 등의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나
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정보화는
세계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

226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세계화로 서구 사회에서 주로 강조되던 민주주의, 인권 등
의 가치가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고, 다국적 기업의 상품이
세계 여러 곳에서 소비되면서 세계인의 생활양식이 비슷
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집단
의 고유한 문화가 소멸하기도 하고, 국가 간 불평등 양상
이 나타나기도 한다.

226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스

마트폰과 같은 정보기기를 자주 사용해요. 226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실천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의 문제점을 모둠별로 하나씩 맡아
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
하는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자.

227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산업화의 영향에 의한 삶의 모습과 문제점을 찾아서 적어

보자.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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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정보화의 영향에 의한 삶의 모습과 문제점을 찾아서 적어

보자. 227

사회1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세계화의 영향에 의한 삶의 모습과 문제점을 찾아서 적어

보자. 22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경제 활동 사람은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양
한 욕구를 채우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 안경, 자동차, 컴
퓨터 등의 재화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의사의 진료를 받거
나 세탁물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찾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처럼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
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 활
동이라고 한다.

50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자원의 희소성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
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시킬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이라서, 자원의 양이 적더라도 이
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자원은 희소하지 않다. 반면
에 자원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
으면 그 자원은 희소하다.

51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경제 활동의 세 가지 유형 51

사회2 구매계획 지식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으므로 늘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대안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수의 공연 관람
과 피겨 구매 중 공연 관람을 선택하였다면, 기회비용은
공연 관람에 들어간 돈과 피겨 구매로 얻을 수 있었던 만
족감의 합계이다.

52

사회2 구매계획 지식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기회비용보
다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선택이
합리적이려면, 공연 관람과 피겨 구매 비용이 같은 경우
공연 관람에서 얻는 만족감이 피겨 구매로 얻는 만족감보
다 커야 한다. 이를 기회비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공연
관람의 기회비용이 피겨 구매의 기회비용보다 작아야 합
리적 선택이다.

52

사회2 구매계획 태도
이처럼 자신이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 포기한 것의 기회
비용보다 크다면 그 선택은 비합리적이므로 기회비용을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52

사회2 구매계획 지식 편익 : 선택으로 얻기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말한다.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2

사회2 구매계획 실천 사람마다 다른 기회비용 52

사회2 구매계획 실천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에 따른 의사 결정 사례 53

사회2 구매계획 태도 결정한 대안을 실천한 결과에 대해 느낀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자. 53

사회2 소비자 참여 지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늘날에는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향상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가치 등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를 위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며, 협력 업체와는 합리
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60

사회2 소비자 참여 태도 기업이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은 무엇일까?
위 사례에서 기업의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는지 말해 보자. 60

사회2 소비자 참여 지식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사례를 조사해 보자. 60

사회2 소비자 참여 지식

또한 기업은 자원봉사, 장학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공동체의 발전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고려하여
생산 과정에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도 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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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 재무설계 지식

인간의 경제생활은 생애 주기에 따라 변화한다. 생애 주기
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삶을 몇 가지 단
계로 나타낸 것이다. 생애 주기는 크게 아동기, 청년기, 중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이나 소비의 구체
적인 금액은 생애 주기의 시기별로 다르므로, 미리 자신의
소득과 소비의 흐름을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62

사회2 저축투자 실천
돈을 어떻게 모을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62

사회2 재무설계 지식

*자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
한다. 크게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구분하는데 부동
산, 자동차, 귀금속 등은 실물 자산이고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은 금융 자산에 속한다.

63

사회2 재무설계 지식

*자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
다. 크게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구분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은 실물 자산이고 현금, 예금, 주식, 채
권 등은 금융 자산에 속한다.

63

사회2 재무설계 지식

개인의 소비 생활은 평생 꾸준히 이루어지지만, 소득
을 얻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과 소비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자산 관리라고 한
다.

63

사회2 재무설계 지식

합리적 자산 관리 자산을 관리할 때는 안전성, 수익성, 유
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은 원금을 잃지 않을 가능성
이고, 수익성은 자산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등으로 이익을
얻는 정도이다. 유동성은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 할 수 있
는 정도를 말한다

63

사회2 재무설계 태도
또한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과 소비, 미래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금융 상품을 꼼꼼히 따
져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63

사회2 재무설계 지식 자산관리의 과정 63

사회2 저축투자 지식

다양한 금융 상품 자산 관리를 하려면 소득과 소비를 고
려하여 저축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축은 주로 은행 *예금
을 활용할 수 있다. 조금씩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할 계획
이라면 적금이 적절하고, 목돈을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고
싶다면 정기 예금이 적절하다.

64

사회2 저축투자 지식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보다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은 기업이 자
금 조달을 위하여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는
증표이다. 채권은 정부나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는 증서이
다.

64

사회2 보험관리 지식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은 질병, 사고, 노후 등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사람들
이 미리 돈을 모아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제공
하는 제도이다.

64

사회2 저축투자 지식 저축 : 소득 중에서 미래의 소비를 위해 쓰지 않고 긴 부
분을 말한다. 64

사회2 저축투자 지식 주식, 채권 64
사회2 보험관리 지식 보험 64

사회2 저축투자 지식 예금은 자산 관리의 시작! 73세 저축왕 ' 10원의 기적'
-조선일보 2015.10.29 64

사회2 저축투자 지식 위 표의 ㄱ~ㄷ에 들어갈 금유상품을 아래에서 골라 써 보
자. 65

사회2 저축투자 실천
내게 여윳돈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격언에 따라 금융상품을 구성해
보자.

65

사회2 신용카드부채
관리 지식

신용의 경제적 의미 경제 활동에서 신용이란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오늘날 우
리는 신용 사회에 살고 있다. 신용이 있으면,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용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을 구매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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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신용 거래는 결국 빚이므로, 미래 소득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소비를 하여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면 신
용이 나빠진다.

사회2 신용카드부채
관리 태도

약속은 중요해요
Q. 내가 그림 속 학생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말해 보자.
Q.선택에 따라 친구의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보자.

66

사회2 신용카드부채
관리 지식 통신비 밀려 신용 나빠지는 20대 66

사회2 신용카드부채
관리 지식

신용이 나쁘면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없고, 대출을 받
기 어렵거나 높은 이자를 내야하며, 신용 카드 발급이 제
한되기도 한다. 또한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빚
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면, 돈을 빌려준 금융 회사도 연쇄
적으로 파산하는 등 국가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67

사회2 신용카드부채
관리 지식 신용 평가 회사는 개인의 신용 점수와 등급을 매긴다. 신

용 점수가 나빠지는 대표적인 요인은 연체이다 67

사회2 신용카드부채
관리 지식 (가)와 (나)를 종합하여 신용 관리를 잘하려면 어떤 요소

가 가장 중요한지 정리해 보자 67

사회2 신용카드부채
관리 지식 (나)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67

사회2 신용카드부채
관리 지식

*연체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등을 지체하는 일
을 말한다.

67

사회2 재무설계 실천
평생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애 주기별로 세운 뒤, 위 항목
을 참고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측해 보고 자금 마련 계획
을 작성해 보자.

69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시장의 의미와 역할 각자 필요한 물건을 혼자 힘으로 만
들거나 조달하였던 자급자족 시대에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후 사람들은 분업과 전문화로 각자 잘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다른 사람과 필요한 물건을 거래하기 시작하
였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약속한 시각과 장소에
모여 거래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72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모
여 거래하는 곳이다.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필요 없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거
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재화나 서
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72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을 지급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
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하며, 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
려는 욕구를 수요라고 한다. 살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
지 못하는 욕구는 수요로 보지 않는다.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을 받고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며, 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한다.

73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시장은 경제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73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다음은 농산물 도매 시장과 벼룩시장을 비교한 것이다.
1.농산물 도매 시장을 참고하여, 벼룩시장에서 거래하는
재화, 수요자, 특징을 채워보자.
2.수요자가 된 경험이 있는 서비스 시장을 하나 정해서,
거래하는 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특징을 적어 보자.

73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시장의 종류 사람들은 흔히 시장이라고 하면 서울의 남대
문 시장, 부산의 국제 시장처럼 많은 가게가 모여 있고 사
람들이 오가는 특정한 장소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통신
과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온라인 쇼핑 시장처럼 장
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덕분에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
었다.

74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일반적으로 시장은 거래 형태에 따라 보이는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한다. 또한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
라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하고, 매일 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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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설 시장과 정기 시장으로 구분
한다.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온라인 쇼핑

컴퓨터와 모바일에 기반을 둔 인터넷 쇼핑을 말한다. 74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위에서 어떤 것이 시장에 해당하는지 골고, 그 이유를 적

어 보자. 74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의 사례를 한 가지씩 제시해 보자. 75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옷을 살 때, 매장에 직접 가서 사는 방법과 인터넷 쇼핑몰

에서 사는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자. 75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우리 학교나 집 근처에 어던 형태에 시장이 있는지 조사

하고, 각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76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수요자가 어떤 가격에 사려고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한다. 가격이 하락하
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처럼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
는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76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떡볶이 가격이 한 접시에 2,000원일 때, 수요자들이 하루
에 사 먹으려는 수요량이 150접시라고 하자. 만약 떡볶이
가격이 1,500원으로 하락하면 떡볶이를 사 먹으려는 수요
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떡볶이 가격이 2,500원으로 상승하
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된다.

76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두 사람은 옷을 살 때 공통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76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그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7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공급자가 어떤 가격에 팔려고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가격이 상승하
면 공급자는 한 개를 팔 때마다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급량을 늘린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
급량이 감소한다. 이처럼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7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떡볶이 가격이 한 접시에 2,000원일 때, 공급자가 하루에
팔고 있는 양이 150접시라고 하자. 만약 떡볶이 가격이
2,500원으로 상승하면 떡볶이를 더 많이 팔고 싶어 하므로
공급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떡볶이 가격이 1,500원으로 하
락하면 떡볶이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오
른쪽 위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된다.

7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가격과 소비생활 7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그림>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78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과자의 수요표를 작성하고 수요 곡선을 그려 보자. 79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시장 가격의 결정 앞에서 예를 든 상황에서 떡볶이 가격
이 한 접시에 2,000원일 때 수요량은 150접시, 공급량도
150접시이다. 이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림으로 보면 수
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79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이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며, 이 가
격에서 거래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 가격
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원하는 양을 거래할 수 있
다.

79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시장가격의 결정의 영향에 의한 삶의 모습과 문제점을 찾

아서 적어 보자. 79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그림> 수요와 공급 80

사회2 소비환경 및 지식 만약에 떡볶이 한 접시의 가격이 균형 가격인 2,000원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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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이해 다 낮거나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보자.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운동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시장에서수요와공급에의해가격이결정되는원리를경험해보
자.

81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떤 상품의 수요는 가격 외
에도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소득이 증가하면
대개 수요도 증가하며, 기호 변화도 수요에 영향을 미친
다. 또한 관련 재화의 가격도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승용차 가격이 내리면, 승용차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보완재인 휘발유 수요도 증가한다.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한다. 사람들의 기대나 예상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상품을
지금 사 놓으려는 욕구가 있다.

82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아이스크림, 필통, 스마트폰 케이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82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Q. 보완재란 무엇이고, 보완재 가격이 변할 때 수요는 어
떻게 변하나요?
A.보완재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악세서리처럼 함께 소비
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해요. 보완
재 관계의 상품은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감소해요.

82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 82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대체제란 무엇이고, 대체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는 어떻게
변하나요?
대체재는 라면과 우동처럼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해요. 대체재 관계의 상
품은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증가
해요.

82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급도 가격 외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한다. 공급자 또는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면, 이윤이 증가하므로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또한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생산 비용이
절감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공급이 증가한다.

83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 83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수요와 공급의 변화 83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수요 변화의 영향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제사에 필요한
과일인 배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
동한다. 이에 따라 2,000원이던 배 1개의 가격이 상승한다.
배 가격이 2,500원이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서 새
로운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84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공급 변화의 영향 날씨가 좋아 배 농사가 풍년이 들면, 배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2,000원이던 배 1개의 가격이 하락한다. 배 가격이
1,500원이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서 새로운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 이처럼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
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84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계속 변하는 시장가격 84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 84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수요 증가와 새 균형 가격

공급 증가와 새 균형 가격 84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가)~(다)에 나타난 상황 변화가 김밥의 수요나 공급 변화
요인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김밥의 균형 가
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래프로 나
타내 보자.

85

사회2 소비환경 및 지식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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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이해 는 영향을 정리해 보자.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의사 결정의 신호등 역할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상품을
덜 구매하는 대신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다른 상품을 산
다. 이처럼 가격은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산자 역시 어떤 상품을 더 생산하고 어떤 상
품의 생산을 줄일 것인지 결정할 때 가격을 살펴본다. 시
장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상품은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
은 이 신호를 받아들여 그 상품의 생산량을 줄인다.

86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 만약 어떤 상품의 가격이 터무니없
이 낮아지거나 아예 공짜가 된다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도 그 상품을 소비하려고 나서므로 자원이 낭비될 것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꼭 필요한 사람만 상품을 소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86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태도

가격은 의사 결정을 위한 신호등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면 사고가 난다. 소비자
나 생산자가 가격 변화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의사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의견을 제시해 보자.

86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작성한 기사를 30초 분량의 텔레비전 뉴스로 방송할 예정
이다. 모둠별로 기사를 보도하는 학생 기자의 동영상을 스
마트폰으로 만들어 보자. 다른 모둠의 동영상을 함께 시
청하고, 가격 변동 요인을 정리해 보자.

8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학생 기자가 되어, 집이나 학교 주변에 있는 시장을 방문
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최근 가격이 변화한 상품을 찾아
보자. 그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어떤 요인 때문에 가격이
변동하였는지 조사해 보자

8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2 위 신문 기사를 읽고, 석유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지 생각해 보자 8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위 신문 기사에서 유가 하락을 초래하고 잇는 수요 요인

과 공급 요인을 각각 찾아보자. 8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변동을 보도하는 기사를 작

성해 보자. 87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실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나 중고 물건을 몇 개 가져온다.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도 좋다.
준비한 물건을 팔 때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한다.
준비한 물건을 소개 및 홍보하는 문구와 가격을 포함한
광고 포스터를 만든다.
광고 포스터를 활용하여 물건을 광고한다.
거래를 시작한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인기가 많은 물건은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처음에 정한 가격에서 실제로 거래하면서 받은 가격을 뺀
다.

89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유를 말한다 89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태도 교실 벼룩시장 활동에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정리하

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89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소비자 물가 지수
Q. 2005년 소비자 물가는 2010년보다 몇% 올랐는지 구하
고, 작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조사해 보자.

96

사회2 녹색소비 태도

농산물 소비 특성의 변화 세계화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
면서 소비자들은 여러 국가의 다양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국내산 농산물의 판
매 감소로 자국의 농민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농약과 방부제 사용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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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 녹색소비 태도
로컬푸드와 글로벌푸드 사이에 나라면 어떤 상품을 구매
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나의 선택
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서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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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 녹색소비 태도
나의 농산물 소비 경험을 분석한 후, ‘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반성적 저널을 써 보
자.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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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인
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생산, 판매, 사후 관리 등 단계를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분화도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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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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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상황이 가능해진 배경을 친구들과 의논하여
적어 보자.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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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어떤 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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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센터를 만들기도 한다. 해외 직접 구매의 대중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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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179

사회2 소비환경 및
트렌드 이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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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 문제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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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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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는 개인, 가정, 기업, 국가, 환경 단체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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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환경 문제를 환경 이슈라고 한다. 환경 이슈는 전
지구적 규모로 나타나는 기후 변화 문제를 비롯해 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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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이슈를 보고 의견 말하기
각각의 환경 관련 뉴스를 둘러싼 대립하는 의견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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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1 녹색소비 지식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0.28
kg일 때, 가족 수가 m명인 가구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식으로 나타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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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2 녹색소비 지식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줄
일 수 있을까?
일회용 컵 1개와 연습장 1장을 사용했을 때의 탄소발자국
은 11g, 3g이다. 어느 날 준석이가 하루 동안 일회용 컵과
연습장을 사용한 결과 발생한 탄소 발자국이 31g이라고
한다.
(1)이날 준식이가 사용한 일회용 컵과 연습장의 수를 각각
구해보자.
(2)이날 준석이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탄소 발
자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말해 보자.

65

체육1 표시정보
이해 지식 (제목) "영양 표시 확인"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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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onsumer education content

presented in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of middle school based on

consumer competency

Yoon, So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investigate consumer education

content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in

terms of content and component of consumer competency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consumer education of home economics focused on

building consumer competency. To this end, analyzed content on

consum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textbooks, written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including social studies, ethics, technology, Korean, mathematics, art,

and physical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consumer education

content based on the consumer competency measurement index

developed by the Korean Consumer Agency, and reviewed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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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presented by subjects. And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which are components of consumer

competency, are presented in connection.

The major finding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umer competency content, presented in textbooks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were comprised in the order of

citizenship competency(65.3%), transactional competency(27%), and

financial competency(7.7%). In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in

general, financial competency content was inadequate: it was virtually

non-existent in home economics. The home economics course needs

to include financial life-planning,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in

relation to real-life situations.

Second, in terms of content on the consumer’s citizenship

competency, the focus on consumer responsibilities is excessive. In

contrast, little attention is paid to consumer rights, revealing an

imbalance between responsibilities and rights. The claim of consumer

rights, currently covered only in the home economics course, should

be complemented with content that can justify the claim of rights,

thereby balancing between the two as a consumer.

Third, despite its importance and the need of the hour,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a

transaction competency, and “consumer participation” in citizenship

competency are insufficiently covered in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These should be supplemented to enhance the practical

competency of consumers to respond to a rapidly changing consumer

environment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encourage them to behave

more actively, leading to consumer participation.



- 97 -

Fourth, as for content on consumer capacity by subjects, social

studies were most extensively covered(41%), followed by home

economics(25.8%), ethics(17%), and technology(8.4%) courses. In

terms of scope, home economics deals with the most sub-fields—17

out of the 22. As per these results, home economics deals with the

core content on consumer competency, covering a wide range of

areas, indicating that it should play a key role in consumer

competency education.

Fifth, even when the same content was covered in consumer

competency education, it was presented differently by subject. Home

economics focused on proposing practical ways and specific

knowledge concerning daily lives of individuals. Social studies

approached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consumption,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considered them in the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nsumers. Ethics education reflected on

consumer life and dealt with moral problems related to consumption.

Sixth, there was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components of

consumer competency—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with a

disproportionately high emphasis on knowledge. Notably, it was the

same for home economics, which is considered a practical subject,

revealing its limitation in consumer education. This indicated that

consumer education content should be organized in a manner wherein

its components—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are closely linked

to help nurture consumer competency in student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role of home economics in consumer education to nurture

consumer compet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reorganizing consumer education content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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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isciplinary curriculum integration.

keywords : Consumer competency, Consumer education in

school, Middle school textbooks, Home econom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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