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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엿보기 

쉽란도첸챙념휩 
‘표그닙 l차와 J\O 1첼 *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 라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소비의 중요성이 아주 커친 사회O[ 다 소비 

자를 둘러싼 정치적 문호떡， 사회적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집배지고 있다- 소비자학 

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소비자와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논 학문이 

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거센 르름 속에서 살아카는 사회인으로서 소비자학을 통하여 소버자의 위 

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론 의의카 있다 

“We are what we consume!" 

겁난도 선생입의 ’소비지와 시장’ 은 현대 소비 사회른 살이가는 사회인이 기본적으보 지끽하여야 한 소비지보서의 권리를 깨닫거l 

하는 수엄 이다. 강의는 크게 세 부분현대 소비사회와 소비문회/소닝!히는 인간/소비지 브호론)으보 니누어진냐. 이 수엽은 일반 

교양 과목이 었으나 200'71년부티 핵선교양으선 el-뀌면 서 제 3부 소비자 봐흐문 내용은 이쉽게!도 생략되 였디 그러나 이 부분에 판헨

내용은 지1 1， 2 부 각의에서도 멘-편적으5!_ 다루어지므컨 소비자 부호콘을 。l해하~는 데 갚 어려용은 없다. 강의의 첫 사간에 선생 

넘께서는 “ We are what 、γe consume !'’아파는 문구를 잘펀에 적으λl며 현대 사회는 ‘소비’ 사처l 가 개입의 정저l성을 겁정 한 

정노로 소비의 중요생이 커지고 았음을 강소하선디 . 측. 이 수업븐 현대 소비 사회플 살아가든 소HI자에 대한 이해와 그 꺼익의 

보호를 위한노력을 규불석 '? l 목표로후f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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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비자가 접하는다양한 매체자료를 통한수업 

이 수입의 가장 곤 특·정은 수입시 간에 매우 다양한 매처l퍼 시각지 료블 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바지 핵에 관한 이본만을 

애우는짓이 아니라 개념과 관련한 걱좀 cr외 신문굉~l L 보노지료 등을 함께 윌· 수 있다 . .ìll수남찌서 매 수업시간을 

위히-이 준비하시는매체 지-h_듭의 영-이 엠챙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매우는내용둡이 하나-도지루하지 않내. 여|골 틀벤 

기표외-기의에 관한 JI]념을봉히-이 갓비으l ‘기호성.블 배우는 시간에는， Dios 냉장고의 CF'듭합께 보코 냉장:il가 2치적 o_ 

보 의미 하는 햇꽉과 과시 적인 특성‘알 분석한다- 우랴가 생활하변서 익숙하게 선하는 TV CF날을 수-언 시긴애 보며 」갓이 

가지는 의 111를 생각히.r}보변， 수엮이 끔닌 이후에도 1’V를 F꺼 소님!지학과 관련히여 생각힐 수 있게 된다. 교수념께서 

순비하셨년 II~xll 자펴듬- 중에 가장 얀상 짚었던 깃윤 헨 예낫 듣-자민， 1CJ80년대의 공익굉고듬이ιL 굉고가 매우 펀스랙고 

우스핑-스2] 워서 추업 시간이 웃음바다가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재，，]른 위한 사묘가 아니 바 탕시 정권이 추구했딘 경저l 

정책은 간접 적으로 생각한 수 있게 해 주는 배우 쉰 외미 가단긴 08상사료였다， 긴혹 수입 내용이 경저l학과도 핀련이 었어 

다소 이새가 힘닫부분이 있음 수노있지만 이리한방산유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꼬여주시는방대한 양의 

시례와ull체 자료플 깨미있게 보디 보면 수업을이해읍바 더|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젓이다. 

소비지화에쉽고재미있게 접근해볼수있는기회 

소비자학。l 냐 경제 핀련 학문에완한 지식이냐소짙이 없뉴 학생듬노이 수업만큼븐누구내 섭고 재n] 있까l 따라갈수 

있다. 수업의 초l간부에서는 먼저 ‘현네 소비시최와 소비문화 에 싼해 개략적인 내용을 배우 게 되는더1. 수많은 CF와 신문 

광고 등과 힘께 수엽이 진행되므모 이해하는데 진혀 어려움은 없을 젓이다. 초반1쐐l 이렇게 소비자학익 기본적 토대블 쌍은 

후에는온격적으로 한국의 소비푼화와 소비 공간에 관해 살펴보게 된다， 한국만의 묶수한 소비문화가 형생되는 배정을 

이해함 수 있다. 제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소비 시-파기 형성뭔 원얀파 소바지 기 소외되는 현상에 관해 배우게 되는데 , 그동안 

소흔히 0:]겨지던 소u] 지로서의 권랴에 대해 다시 한번 자끽할수 있는기회기-웰 갓이다. 

깅의의 제 2부애서는 ‘소비하는 인간’을 다분냐.2부에서는샤장 번지 스바자 행대본을 배우게 되는r]l ， 갱의 전제 줌이l서 

가장 겸제핵과 밀접하게 관련지이 생각하1년 수 있는 부분이다. 각송 갱제희적 」래프른 봄하여 소비의 동얀‘을 피악히는 

과정읍 동하여 보r} 이론적인 토대릅 다잔 수 있다. 소비의 동-인읍 파악한 이후에는 소비자의 의사겁정 과정읍 분석매빅， 

소비자의 대안 평가과정과구II~ 후 행동양싱까지 1)11우셰 펀디 ， 

~7_장안소비사학을 지1대로 공부해꼬시 못한 학생은， 제계적얀 이 수업을동하여 소비사학이파는흥미로운 학문에 쉽고 

새마 있게 접듀한 수 있는 멋진 기회플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