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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지도안

주제 공정무역
차시 및

진행시간
1차시 (45분)

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학습목표

1. 우리 주변의 불공정 사례를 생각해보고 공정무역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커피와 카카오 생산자 사례를 통해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3. 바나나게임 활동을 통해 무역과정에서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수업준비물 교안(pdf), *바나나게임 활동카드(인원 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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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5‘

(5‘)
1-3

[시작하기]

 인사 및 진행 교사를 소개한다.

 공정무역에 대해 알거나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다.

[우리 주변의 불공정 문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역과 사회, 세계, 학교 각 영역에 속하는 문제수레바퀴를 통해 범위를 인지한

다.

 동네에서 세계로 생각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한다.

 문제수레바퀴 표를 교사가 직접 그려서 영역 분할을 좀 더 쉽게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왜 공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과

공정무역의 접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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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알기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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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코 관계와 공정무역]

 불공정 문제를 느끼는 이유와 나와 가깝게 생각하는 공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공정거래의 필요성을 그물코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T. 나는 이 불공정문제를 왜 골랐을까요? 거미줄처럼 그물코를 통해 서로가 연결되

어 있는 그물처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물코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 친구 뿐 아니라 동물, 자연과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그물코 속에 있어

요. 그물코 관계망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간의, 혹은 국가 간의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는 공정무역과도 큰 연관이 있어요.

5-6

[공정무역의 정의와 5대 원칙]

 공정무역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다.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중

심으로 설명한다.

 공정무역의 5대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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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2‘

(12‘)
7-9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무역시장을 해결하고자 함을 강조한다.

T. 이처럼 공정무역이 해결하고자 하는 현재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좀 더 알아봐요.



무역사례

[커피의 수익구조]

 공정무역 커피와 일반 커피의 수익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불공정한 일반 커피의 수

익구조를 인식하게 한다.

 공정무역 커피의 농민수익이 일반 커피 농민수익의 12배임을 강조한다.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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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생산자]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세계 카카오의 70%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공되는 카카오

는 18%에 불과하여 불공정한 수익 구조가 발생함을 소개한다.

 카카오 생산국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아동노동 문제를 언급하며, 카카오 지배 지

역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위험한 환경에 노

출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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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바나나게임

25‘

(40‘)

13

-24

[바나나게임 룰 소개 및 진행]

 바나나게임의 룰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그룹 별 역할을 정한다.

① 바나나가 라틴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에서부터 과일 바구니까지 어떤 경로로 오게

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게임이라고 알려준다.

② 바나나체인에서 각기 다른 역할들을 대표하기 위해 전체 인원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③ 그룹 사이에 간격을 두어 자리 배치를 마친 뒤, 바나나 공급사슬 상에 존재하는

5가지 역할(바나나 농부, 바나나 농장 주인, 선적 처리업자, 수입업자, 대형마트

주인)의 입장을 각각 설명해준다.

④ 그룹별로 간단한 상의를 한 후, 5가지 역할 중에 각 그룹이 맡을 역할을 하나씩

선택한다.

 역할 선택에 대하여 지나친 경쟁이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

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줌으로써 각 역할을 부담 없이 선택하도록 한다.

 한 역할에 몰리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가위바위보 등 기타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

다.

⑤ 각 그룹이 선택한 역할에 맞는 카드를 나눠주고 잠시 동안 역할 정보를 읽으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때, 모든 학생이 각 그룹에 해당하는 역할 카드를 1인당

1장씩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함)

 각자 맡은 역할의 입장에서 3000원을 어떻게 나눌지 조 별 토론을 진행한다.

⑥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토론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⑦ 바나나 체인에서 각자 맡은 역할 입장의 기준으로 비용과 직무를 고려하여 어떻

게 3000원을 나눌 것인지 조 별로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각 그룹을 돌아다니며 토론 진행 상황을 살피고 게임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는다

⑧ 조 별 토론 후, 각 그룹에서 3000원을 어떻게 나누었으며 왜 그렇게 나누었는

지에 대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⑨ 각 그룹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칠판에 적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결과 예상 : 각 그룹에서 결정한 배분 값은 각 그룹과 일치하는 역할의 값이 가장 비

쌀 것이다. 따라서 각 그룹이 결정한 자신의 몫을 다 더하면 불가피하게 3000원이 넘을 것

이다. 예를 들어, 각 그룹이 정한 배분 값을 아래 표라고 했을 때 각 그룹이 결정한 자신의

몫을 다 더하면 1300+800+1000+900+700=4700이다.

역할 바나나 바나나 선적 수입업자 대형마트 합계



 총 합계가 3000원이 될 수 있도록 그룹 별 협상을 진행한다.

⑩ 총 합계가 3000이 되도록 서로 협상하여 가격을 줄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본격

적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그룹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다.

⑪ 각 그룹에서 가격을 협상할 대표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나와 각 그룹을

대표하여 협상을 시작하도록 한다.

⑫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대표자가 돌아가며 자신의 그룹에서 정리한 입장을

발언하도록 돕는다.

⑬ 각자의 입장발언을 통한 1라운드 협상 결과, 얼마의 금액이 줄었는지 적는다.

⑭ 여전히 줄여야 할 금액이 남았다면 각 그룹끼리 다시 상의할 시간을 가진다.

⑮ 그룹별 토의 후, 각 그룹의 대표 협상자가 다시 나와 협상을 진행한다.

⑯ 시간 상황에 따라 최대 3라운드까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협상이 지루

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협상 결과 총합이 3000원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었다면 협상을 마무리한다.

 모든 협상이 끝난후, 현실에서의 수익비율에 따른 실제 사례값을 공개한다.

 바나나게임을 하고난 후 느낀점에 대해 묻는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바나나 농부들의 입장과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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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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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소개]

 공정무역에 대해 알려주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

다.(예: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계공정무역의 날에 참여)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한다. 구매 뿐만 아니라 동네 마트에 공정무역 제품 입고를

요청할 수도 있다.

- 공정무역 먹거리 : 초콜렛, 커피, 잼, 오일 등

- 공정무역 의류/잡화 : 옷, 가방, 신발 등

- 아름다운가게의 공정무역 :

① 마스코바도 젤리: 필리핀 협동조합 라우아안에서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원당 마스코

바도와 국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동결건조 생강가루로 만든 젤리

② 에코파티메아리 주트백 : 방글라데시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 ‘뷰티풀웍

스’사업을 통한 공정무역 패션 백

06 마무리
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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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마무리]

 공정무역이 모두가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일임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그룹 농부 농장주인 처리업자 주인

바나나 농부 1300 400 300 600 400 3000

바나나 농장주인 500 800 600 500 600 3000

선적처리업자 500 600 1000 400 500 3000

수입업자 600 500 600 900 400 3000

대형마트 주인 700 800 400 400 700 3000

역할

그룹

바나나

농부

바나나

농장주인

선적

처리업자
수입업자

대형마트

주인
합계

줄여야할

금액

토론결과 1300 800 1000 900 700 4700 1700

1라운드 1200 700 900 800 600 4200 1200

2라운드 1000 700 800 800 500 3800 800

3라운드 900 600 600 600 500 3200 200



02. 더 알아보기

1) 그물코

그물코정신은 ‘되살림’, ‘참여와 변화’와 함께 아름다운가게의 3대 운동철학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그물코 정신을 통해 ‘관계’라는 눈으로 세상의 진실을 봅니다.

씨줄과 날줄로 빈틈없이 서로 엮인 그물코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 참고자료 :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스토리 (http://edu.beautifulstore.org/archives/587?pnum=3)

2) 세계 공정무역의 날(World Fair Trade Day)

매해 5월 둘째주 토요일은 세계 공정무역의 날로서,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가 제정한 기념일

입니다. 이날 전 세계 80여개국에서는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고 활발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벌어집니

다. 2002년 제1회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 공정무역 상점, 환경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공정무역 박람회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참고 : 한국공정무역협의회 공정무역 안내 (http://fairtrade.or.kr/sub/sub0501.php)

3) 아름다운가게의 공정무역 뷰티풀웍스(Beautiful Works)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발생한 라나플라자 의류공장 붕괴사고 이후, 아름다운가게는 긴급모금, 현지구호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살아남은 이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자립과 삶을 위해 현지 인권단체와

손을 잡고 사회적 기업 봉제공방 ‘뷰티풀웍스’를 설립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에코파티메아리는 2014년부터 20여명의 공

장직원들에게 실질적 역량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함께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조금씩 성장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는 그들의 손으로 에코파티메아리 FAIR TRADE LINE의 상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뷰티풀웍스는 라나플

라자 의료사고와 같은 예견된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들의 역량을 개발 시켜 건강한 구조 속에서 자립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참고 : 방글라데시 천연소재 ‘주트’로 만들어진 주트백(http://beautifulmarket.org/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1357)

03. 자료 출처

1) 공정무역의 정의 (http://www.beautifulcoffee.org/)

아름다운커피 Q. 공정무역은 무엇인가요?

2) 공정무역의 기본원칙 (http://fairtradekorea.org/main/index.php)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 국제 공정무역의 기준과 원칙

3) 공정무역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 (http://asiafairtrade.net/shopinfo/company3.html)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정무역’

4) 카카오와 생산자 (http://blog.naver.com/fair_coffee)

영국 공정무역재단 <FAIRTRADE AND COCOA> (번역 : 아름다운커피)

*바나나게임 활동카드 (http://www.oxfam.org.uk/education/resources/explore-fairtrade)

(http://www.bananalink.org.uk/who-earns-what-from-field-to-supermarket)

http://edu.beautifulstore.org/archives/587?pnum=3
http://fairtrade.or.kr/sub/sub0501.php
http://beautifulmarket.org/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1357
http://www.beautifulcoffee.org/
http://fairtradekorea.org/main/index.php
http://asiafairtrade.net/shopinfo/company3.html
http://blog.naver.com/fair_cof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