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6  「미디어씨, 여성혐오 없이는 뭘 못해요?」 연속강의 중 4번째 강의인 ‘연예산업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4강 모두 듣고 싶었지만 현생으로 인해 아쉽게나마 

시간이 맞는 4번째 강의만 듣게 되었습니다. 

4강의 주제는 연예산업분야에 관한 것으로 한국 미디어 속의 여성혐오에 대해 우리는 어

떻게 보고, 또 무엇을 소비해야 할지, 미디어와 연예산업에서 보이는 여성소비 방식과 최근

의 불매운동 및 시청 반대운동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요즘 평

소에 미디어를 볼 때마다 은연중에 느껴왔던 불편함에 대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정말 좋아해서 매 주 본방사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재

방, 삼방, 사방까지도 즐겁게만 봐왔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

하면서 재밌자고 보는 예능인데 그 예능을 보면서 만사 잊고 웃는 시간보다 ‘왜 저런 코너

를 하지? 이게 재미있나? 뭔가 별로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

고 그 예능프로그램은 이전만큼 제게 필수적인 무언가가 되지 못했고 이젠 보지 않는 프로

그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왜 느꼈었는지에 대해서 강의

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여성혐

오, 성적대상화 등과 같은 부분들의 예시를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내가 모든 미디어를 

다 보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었다는 것, 이러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성혐오와 관련되어서 불매하던 브랜드들이 몇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난 후 강의를 듣기 전보다 더 열심히 불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혐오와 

관련된 광고를 했거나 행동을 했던 수많은 브랜드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모두 거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성혐오 브랜드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하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참는 방식으로 이전보다 더 행동해

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연예산업분야의 현장에 있었던 최지은 기자님의 강의였던 만큼 그 분야의 현장에 관한 이

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나에게 가깝고 내가 많이 소비하는 분야인 만큼 더 예민

하게 관심을 가져 계속 피드백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강 중 1

강밖에 듣지 못해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며 후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