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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행복한 소비, 윤리 소비 교수명 유 현 정

교과목 
개요

현대사회 속에서 소비자 스스로 존재감을 찾고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알고 있는 것과 함께 아는 만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론과 함께 다양한 윤리소비 주제를 탐색하
고,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습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플립러닝 방식을 도입, 
적용한다.  

학습
목표

ㅇ 현대소비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ㅇ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실
천할 수 있다. ㅇ 윤리 소비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ㅇ 바람직한 소비생
활의 방향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행복을 찾아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차별 수업계획서(플립러닝 적용 및 교수-학습 활동)

주별 수업내용 강의계획서

1주 현대 소비사회의 
특성 

-생각해보기자료: ‘희한한 빵집’
-동영상자료:‘이상한나라의 경제학-베블런’

-소비사회의 발달
-현대소비사회의 특성과 문제점

2주
소비윤리와 윤리적 

소비 

-생각해보기: ‘그가 유죄인 이유’
-소비윤리란 무엇인가

-소비윤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3주 상거래 소비윤리 
-생각해보기자료: ‘공유지의 희극’

-상거래소비윤리란 무엇인가
-상거래 소비윤리는 왜 지켜야 하는가

4주 구매운동 

-생각해보기자료:‘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동영상자료:‘파란스웨터의 여행’
-동영상자료:‘회장님의 유언장’

-동영상자료:‘착한커피’
-구매운동이란 무엇인가
-구매운동은 왜 하는가

5주 불매운동
-생각해보기자료: ‘산다는 것’

-불매운동이란 무엇인가
-불매운동은 왜 하는가

6주 녹색소비 
-생각해보기자료: ‘행복한 불편’

-녹색소비란 무엇인가
-녹색소비는 왜 해야 하는가

7주 로컬소비 -생각해보기자료: ‘일주일에 3km다이어트’
-로컬소비란 무엇인가



-로컬소비는 왜 해야 하는가

8주 공정무역 

-생각해보기자료:‘커피한잔의 이야기’
-동영상자료: ‘콜린 퍼스’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

-공정무역은 왜 해야 하는가

9주 공동체운동
-생각해보기자료: ‘우리의 시간은 평등하다’

-공동체운동이란 무엇인가
-공동체운동은 왜 해야 하는가

10주 절제와 간소한 삶 
-생각해보기자료: ‘아미시 프로젝트’

-절제와 간소한 삶이란 무엇인가
-왜 절제와 간소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별 수업내용 수업 전
(사전학습)

6주 불매운동

-생각해보기자료: ‘산다는 
것’

-불매운동이란 무엇인가
-불매운동은 왜 하는가

7주 녹색소비 

-생각해보기자료: ‘행복한 
불편’

-녹색소비란 무엇인가
-녹색소비는 왜 해야 

하는가

9주 로컬소비 

-생각해보기자료: 
‘일주일에 3km다이어트’
-로컬소비란 무엇인가
-로컬소비는 왜 해야 

하는가

10주 공정무역 

-생각해보기자료:‘커피한
잔의 이야기’

-동영상자료: ‘콜린 퍼스’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

-공정무역은 왜 해야 
하는가

11주 공동체운동

-생각해보기자료: ‘우리의 
시간은 평등하다’

-공동체운동이란 무엇인가
-공동체운동은 왜 해야 

하는가

12주 절제와 간소한 삶 

-생각해보기자료: ‘아미시 
프로젝트’

-절제와 간소한 삶이란 
무엇인가

-왜 절제와 간소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