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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지리 교육 정보 디자인에서 

긍․부정적 이미지 사진의 차별적 

프레이밍 효과 : 공정무역을 사례로

  세계화된 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이나 의사 결정이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Tracy Skelton, 2010). 학생들이 국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

지를 가지기 위해 공정무역교육을 제안하면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 중 어떠한 것을 텍스트에 삽입하는 것이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적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 해결에의 참여 의지 고취에 더 효

율적인지를 현장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읽고 설문에 답하게 했을 때, 국제적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공정 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 무역 참여 의지 등은 

긍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 1에서 부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 2에서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국제적 빈부 격차 문제

와 나의 관련성(관여), 공정무역 학습의 가치 평가, 여러 초콜릿 중에 공

정무역 초콜릿을 선택한 비율 등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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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군으로서 사진으로 프레이밍되지 않은 텍스트를 읽은 집단 3은 모

든 항목에서 집단 1, 2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모든 문항에서 

집단 1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으나 집단 2에 비해서는 문항에 따라 평균 

점수가 높거나 낮았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국제적 빈부격차 문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교육용 텍스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긍정적 이

미지의 사진을 삽입하는 것이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삽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정보 디자인, 세계시민성 교육, 공정무역, 프레이밍   
학  번 : 2009-2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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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사회는 지역 사회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교류가 활성화

되고 방송 매체와 인터넷의 발달, 특히 스마트 폰의 보급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 등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자

료와 정보를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 생활권을 넘어 여러 나라와 

지역에 대한 관심과 교류, 상호 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화․국제화된 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이나 

행동이 자신의 일상 생활권이나 지역사회,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의 지역과도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의사결정이 다른 나라의 지

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

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Tracy 

Skelton, 2010). 

  세계시민성교육은 지구촌의 빈곤 문제,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 

아동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여성 노동 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등 국

제개발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이슈들과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에

의 실천과 참여의 태도를 길러준다는 의미에서 ‘개발교육

(Development Education)’으로도 불리며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뛰어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 존중 및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이태주 ․ 김다원, 2010).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9년

에 발표한 한국인의 미래역량 중에서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 이

해, 진로 개발력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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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

․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정보처리능력

․ 대인관계능력

․ 자기관리능력

․ 기초학습능력

․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 이해, 진로 개발력

표 1. 한국인의 미래 역량(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따라서,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문제나 국가

적 차원의 문제,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국제 문

제 중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현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2007년 개정 

교육과정)를 통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정무역을 학습 주

제로 선정하고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정무역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공정 무역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회 정의, 세

계적 부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

는 여러 제품들이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심화되는 국가 

간 빈부 격차, 국제적 양극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학

생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국제 사

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세계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실제로 세계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세계적 인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하고(Merryfield and White, 

1996),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세계적 이슈를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세계적 인식을 갖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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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숙, 2004). 

 

  한편, 2009 교육과정 개정 이후 발표된 ‘2010 교과서 선진화 방

안’에 따라 획일적인 교과서 체제에서 벗어나 인정도서1)의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국정

도서 24종과 검정도서 39종 등 총 184종의 도서를 인정도서로 전

환하고,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

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지식과 흥미,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홍근, 

2011). 이에 따라 수업용 교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텍

스트 구성에 적합한 교육 주제나 소재의 선택뿐만 아니라 교육 정

보를 어떻게 디자인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필요

성이 요청된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생성되고 사라지며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

에서 수많은 자료와 정보, 지식이 동시에 공유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습 교재를 개발하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교육 정보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아니라 적합한 정보를 적합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Robert 

Horn, 1998).2) 정보 디자이너는 넘쳐나는 시각물 안에서 의미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한 영역과, 텍스

트만으로는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적절히 융합하고 통

합할 수 있어야 한다(김도희, 2008).

  현행 교과서에서 공정무역을 다루면서 텍스트에서 제시되는 사진

1)교육장 혹은 학교장이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용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가 곤

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 제 7차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영역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들이 여기에 속함.

2)로버트 제이콥슨 편저, 장동훈․김미정 역, 2002, 정보 디자인, (주)안그라픽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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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공정무역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희망적 

현실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진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저개발국의 노동자들의 현실

을 보여주는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같은 

텍스트라도 삽입되는 사진이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인지 부정적 이

미지의 사진인지에 따라 수용자의 내용 해석과 의미 부여, 행동 변

화 등의 측면에서 차별적 프레이밍(Framing)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정무역을 세계시민성교육의 수업 주

제로 채택하여 학생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정무역운동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부

의 불평등과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행동 실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개발함에 있어 긍

정적 이미지의 사진과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 중 어떠한 사진을 삽

입하여 정보를 디자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밝혀내는 데에 있

다. 

  이를 위해 공정무역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함께 공정무역의 혜택으로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아프리카 학생들

의 긍정적 이미지 사진, 혹은 저개발국 어린 노동자들의 힘겨운 노

동 현장을 보여주는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삽입한 텍스트를 학생

들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어떠한 이미지의 사진이 

텍스트에 삽입되었을 때 학생들이 세계적 빈부격차 문제와 공정무

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태도

를 형성하며 실천 행동을 하는지 비교하였다. 요약하자면, 공정무역

을 통한 세계시민성교육을 위한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긍정적 이미

지의 사진과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각각 삽입했을 때 나타나는 

차별적 이미지 프레이밍효과를 현장 실험을 통해 연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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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성 교육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3)에 의하면 사회과의 성격에서는 사회과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라고 정

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의 내용 선정 및 조직 대상인 학습 요소를 

지식, 연구 방법 및 절차(기능), 가치․태도로 나누었는데, 그 중 가

치․태도에 관한 요소에는 “인권 존중, 자유, 평등, 사회 정의, 참여, 

책임감, 의무, 협동심 등 사회생활 각 분야의 당위적 가치와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관용, 타협, 연대 등의 태도”가 포함된

다.

  특히 2007년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선정의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인용하

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측면 : 학습자의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증대시키고, 합

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경험․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사실과 문제 및 주제를 내용으로 선정하여 지식과 생활 경험

의 통합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문․철학적 측면 : 사회과 학습의 유용성, 적합성, 적용성을 높

3)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29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10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v.4 사회(역사), (주)미래엔 컬처 그룹,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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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데 필요한 실생활 중심의 지식과 사고 기능, 학습 기능, 사회

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시민

적 자질 함양을 위한 사회과 가치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치

문제를 함축한 쟁점과 의사 결정 문제에 대한 내용을 선정한다. 

(3) 국가․사회적 측면 :  급격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

여 정보화와 개방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족 통일

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Fran Martin(2008)은 교사가 일상과 학문적 지리

간의 괴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수업에서 학생들의 일상과 지리 교과

의 연계성을 높이며 학생들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Christopher Merrett(2004)는 사회적 변화는 교실을 포함

한 여러 스케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변화는 교사가 학생

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할 때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 현실과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이상향 사이의 괴리

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지리교육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세계시민성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조철기․강창숙(2009)에 의하면 세계시민성 교육을 위한 지리교육

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동학과 변화(dynamism and 

change)’,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정의와 평등(justice and 

equity)’등을 핵심주제로 해야 한다. 둘째, 방법의 관점에서 탐구기

반 접근에 근거한 능동적이고 경험적인 학습전략과 결합되어야 한

다.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기능을 함양하고,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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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 간의 

유사성과 차이에 기반하여 글로벌 장소감을 발달시키도록 해야 한

다. 다섯째, 사회 정의, 환경적 인식과 글로벌 연대와 같은 가치와 

태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Kropotkin([1885]1996, 139-154)은 학교 교육이란 감정이입과 

이타주의를 가르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

기하는 것이며(Merrett, 2000), 지리는 국가적 정체성, 인종, 계층에 

근거한 편견을 없애고, 이러한 편견을 인본주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진부한 교육과정이 학생들

로 하여금 단순한 기계적 암기학습을 하도록 강요하여 학생들의 상

상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의 계층, 인종주의의 잔인성, 식민주의 

등의 불의와 불평등을 폭로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으로 전

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toddard, 1987, 333; 조철기․권정화, 

2005, 199에서 재인용).

 

  마찬가지 맥락에서 Iain Hay(2001)는 교실 수업 현장은 정치․경
제․문화적인 지배와 종속이 발생되고 표현되는 각축의 장과 무관하

지 않으며, 그러한 각축의 과정과 함께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부정의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교사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재생산하고 있는 교실 수업의 방식이나 형태, 사고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리교육 사조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회갈등과 문제에 관심을 두는 급진적 지리학에 근거한다. 급진적 

지리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간과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국제적 갈

등, 인권문제, 인종 차별, 성차별, 빈곤, 실업, 지역 격차, 환경 문제)

에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한다. 이에 기반한 수업은 교

사가 인습적인 지식을 문제시하고 학생들이 실제적인 사회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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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지리 4번 문항

이해하고 실제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학습 활

동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본다(조철기․권정화, 2005). 

  이러한 지리교육 사조는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학력평가 문제에도 반영되었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

험 경제지리 과목 4번 문항(그림 1.)을 보면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에 관하여 출제되었고, 2012학년도 3월 고3 연합학력평가 경제지리 

과목 4번 문항을 보면 공정 무역에 관하여 출제되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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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2년 3월 고3 연합학력평가 경제지리 4번 문항 
  

  영국의 Oxfam4)이나 Trade Craft5)의 경우 일정기간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공정무역 School Speaker 자격을 

주며 각 학급이나 학교에서는 그 스피커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저

개발국의 빈곤문제나 공정무역을 소개하게 하여 어릴 적부터 제 3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게 

한다. 이는 공정무역 물품을 사게 될 경우 제 3세계 생산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쉽고도 명확한 방법들로 교육과 홍보를 하

는 것이다(진희선, 2009).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나눔 

4)http://www.oxfam.org.uk/education/teachersupport/school_speakers

5)http://www.traidcraft.co.uk/get_involved/speakers/host_a_talk/book_a_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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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6)을 통해 학교를 찾아가서 나눔과 순환, 제 3세계 빈

곤 문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고, 세

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

동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공정무역

  공정무역이란 용어는 1985년 2월 런던에서 개최되고 영국과 많

은 제 3세계 국가(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영농조합들이 참가한 

무역기술회의에서 Michael Barrat Brown이 처음 썼는데, 이 자리

에서 그는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공정무역을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고, 그 후 대안무역운동에서 공정무역이란 

표현을 재빨리 사용하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7) 

  공정무역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제 3세계 국가의 소외된 생산자

들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보다 나은 노동 조

건 및 무역 조건을 제공하여 공정무역제품 생산에 참가하는 노동자

들의 삶과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소비자

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구매 활동에서 윤리적 선택을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Paul Chandler, 2001). 공정무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과 

제 3세계 국가 간 불평등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보탬은 될 수 있

다. 

  공정무역은 그동안 당연시 되어왔던 전통적 거래 관행을 고치기 

6) http://www.beautifulstore.org/Join/BeautifulEdu/Process.aspx

7) Fair Trade Advocacy Office, 한국공정무역연합 역, 2010, 소비자와 생산자와 기업 모

두에게 좋은 공정무역의 힘, 시대의 창.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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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존의 지배적인 경제 모델(자유주의)을 수정하기 위해 단순

한 캠페인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한 체제에 

도전하는 하나의 중요 수단으로 여겨진다(Moore; 정상용, 2008에

서 재인용).  

  또한,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화

와 투명성,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무역 동반자 관계”를 의미한다. 

“원조가 아닌 무역을!”이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서만 저개발국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극

복하고 자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8)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는 

직접 투자(FDI)와 공적 원조(ODA)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고, 저개발국에게

는 오히려 취약한 경제를 악화시키거나 투자국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정상용, 2008).

 

  그간 공정무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경영학이나 시민 사회학, 

소비자 마케팅 분야와 관련하여 이루어 졌다. 미래 경영인재를 중심

으로 공정무역과 글로벌화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신현덕(2011)의 

연구나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

전을 향한 한국공정무역의 방향성에 대한 진희선(2009)의 연구,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도 분석한 유소이․노미나

(2011)의 연구,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한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활성

화 전략에 대한 장철호(2009)의 연구, 공정무역 제품 구매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제품 구매 동기를 조사한 차태훈·하지영(2010)의 

연구, 사회적 책임활동 측면에서 비영리 조직의 공정무역에 관한 소

비자 인식 연구한 이예원(2009)의 연구 등이 있다. 

  차태훈·하지영(2010)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적, 

8)김정희, 2009, 공정 무역 희망 무역: 아시아의 여성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동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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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이유로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공정무역 제품

이 품질이 좋을 것 같다는 품질에 대한 인식, 필요한 제품을 구매함

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부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부를 위

해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의 낮은 탐색비용,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 본인이 사회적으로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

라고 느껴지는 현시적 소비 성향 등이 공정무역 제품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구매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진희선(2009)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무역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

의 대부분은 공정무역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었으며 상당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가장 모르는 사람은 10대 학생들이었다고 한다. 또

한 10대 중 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 주로 방송이나 매체

를 통하여 공정무역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공정무역이 가난한 나라

를 돕는 것이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공정무역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10대 뿐만 아니라 연령, 나이, 직업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정무역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고 공정무역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이유로 시민들 대부분이 공

정한 무역을 통하여 정의로운 세계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제 관계학과 관련해서 공정무역이 저개발국 빈곤 감소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정상용(2008)의 연구가 있는데, 정상용은 연구를 통

해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대안이고 선진국

들과 저개발국의 일부 계층들만이 이익을 얻는 불공정한 국제경제

체제에서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투자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논리로 사용되는 원조보다는 저개발국의 생산자들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를 강조하는 ‘공정무역’

이 저개발국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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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무역에 대한 지리교육에서의 연구는 최정숙(2009)의 연구가 

있는데,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성 교육을 커피와 공정무역을 사례로 

연구하였다. 커피와 공정무역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커피와 공정무역을 주제로 텍스트를 개발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나

서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세계시민의식

과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학생들은 

세계 공간상의 빈부 차의 심화에 대한 원인을 제 3세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천 의지를 가지게 되었으나, 우리사회 자체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

식이 낮고 현실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

는 등의 이유로 실천에 이르는 것에는 한계점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3. 정보 디자인

  정보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목적에 따라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의미 있게 조직화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며, 이

러한 과정을 ‘의미 만들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의미 만들기’란 정보

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사용 목적에 맞는 메시지를 담아 정보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보는 전달 목적이나 사용 주체, 상황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생산되고 사용되는 콘텍

스트(Context)가 중요하다(오병근․강성중, 2008). 이러한 정보의 상

위 개념인 지식의 획득 과정 또한 한 개인이 맥락적 요소와 독립되

어 자신만의 지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황적 맥락 안에

서 이루어진다(Bruner, 1986; 임은진, 2009에서 재인용).  

 

  정보 디자인은 교육심리와 기술에 있어서의 인간적 요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디자인, 공연 기술, 서식 디자인, 서체 연구, 광고,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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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구조화된 글쓰기 같은 분야의 주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

구기반 위에 놓여 있다(R. Horn, 1999; R. Jacobson, 2002에서 재

인용). 이번 연구에서는 교과서 및 수업용 텍스트 개발에 필요한 교

육 심리와 관련한 인간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수업용 텍스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주어진 자료와 정보

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하

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정보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실천 행동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

요하다. 

  L. Ross와 R. E. Nisbett(1991)은 실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통조

림 기부자선 행사에 식품을 기부하는 참여율의 차이는 개인의 성품 

차이 때문이 아니라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정

보를 제공하는 상황적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식품 기부 행사가 

있으니 대학 내 유명한 장소인 트레사이더 플라자로 통조림을 가지

고 와달라는 내용만 적힌 편지를 받은 학생들보다 기부 장소의 구

체적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콩 통조림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하

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올 것 없이 평상시 트레사이더 플라자 

근처를 지나는 길에 들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담긴 편지를 받

은 학생들의 통조림 기부율이 약 5배 정도 높았다9).

  또한 돕기 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순

히 수량적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도울 사람에 대

한 사진과 정보 등을 제시하는 등 상황의 맥락을 제시하면서 도울 

것을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L. Ross and R. E. Nisbett(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McGraw-Hilll, 132-133; 칩 히스·댄 히스, 2010, 스위치, 웅진 지

식하우스, 259-1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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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orah Small, George Loewenstein, Paul Slovic(2007)는 실

험에서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지에 답하도록 한 다음 5달러의 

돈을 지급했다. 그 다음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원한다면 5달러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를 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라위의 식량부족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며 원

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글을 읽은 통계 조건 그룹과 말리에서 가

난하게 살고 있는 로키아라는 일곱 살짜리 소녀의 사진과 함께 기

부에 참여하면 로키아와 가족, 지역 사회를 도울 수 있다는 편지 형

식 글을 읽은 인식가능 조건 그룹을 비교해보면 통계조건 그룹보다 

인식가능 조건 그룹의 기부율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인식가

능희생자효과(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라고 부르는데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동정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금전적 기부를 포함

해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행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

아진다.10) 

  Richard E. Mayer(2001)에 의하면 글과 그림은 지식을 표현하는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체계이다. 글을 사용함으로써 얼마간의 정신

적 노력을 요하는 설명적 또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묘사할 

수 있고 텍스트는 순차적 순서로 제시된 조각 단위로 이루어진다. 

한편 그림을 사용함으로써 자료를 더 직관적이고 시각적 감각경험

에 밀접한 형태로 자료를 묘사할 수 있다. 그림은 정보의 전체적인, 

1차원적 이상의 표상을 허용한다. 비록 동일한 자료가 글로 설명될 

수 있고 그림으로 묘사될 수 있더라도, 언어적 표상과 그림적 표상

의 결과는 정보적으로 동등하지 않다. 비록 언어적 표상과 그림적 

표상이 상호 보완할 수 있더라도 서로 대체될 수는 없다. 

10)Deborah Small ․ George Loewenstein ․ Paul Slovic, 2007, Sympathy and 

Callousness: The Impact of Deliberative Thought on Donations to identifiable 

Victim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102, 2, 143-153; 

댄 애리얼리(김원호 역), 2011, 경제심리학, 청림출판, 351-35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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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상황과 맥락을 구체화하는 정보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

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틀 안에 이미지가 적절한 수준과 방식으로 

제시되면 학습자는 이미지 정보를 통해 상황 및 맥락과 관련된 마

음속 모형을 보다 쉽게 활성화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복원

과 추론 과정으로도 텍스트의 응집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유덕

근, 2010). 

  R. Horn(1998)에 의하면 정보 디자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모든 종류의 서식에서 단어 대 이미지 비율이 극적으로 높아진 것

이다. 기존 서식에서 단어와 이미지를 분리시켰던 것에 반해 단어와 

이미지의 밀접한 결합이 강조된다. 과거에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는 

그림(figure)으로 언급되었고 그것이 논의되는 페이지에 실리지 않

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현재는 단어와 이미지들이 동시에 제시되

고 있고 점점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텍스트의 구

성에 있어서 이미지의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용 텍스트에 사진이나 삽화, 표, 지도, 그래프 등 그래픽을 삽

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 동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끌며 텍스트 이해를 돕는

데(Levie & Lentz, 1982), 그 중 사진은 텍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사진과 적합하지 않

은 사진을 선별하여 활용하도록 사진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artley, 1987; Fleming & Levie, 1993)11). 

  M. Bateson, D. Nettle, G. Rober가  뉴캐슬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12)는 사진 이미지만으로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11)J. Hartley, 1987, Designing instructional text, Kogan Page; M. Fleming & H. 

Levie, 1996, Instructional message design, 41.에서 재인용 

12)M. Bateson ․ D. Nettle ․ G. Roberts , 2006, Cues of being watched enhance 

cooperation in a real-world setting, Biology Letters 2(3), 412-4; 대니얼 카너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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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대학교 사무실 직원들이 주방에서 차나 커피를 마실 때

마다 벽에 붙어 있는 품목별 가격 목록을 보고 ‘정직 상자(honesty 

box)’에 돈을 넣게 했다. 가격 목록 바로 위에 크게 뜬 두 눈 사진

을 붙였을 때와 꽃 사진을 붙였을 때 직원들이 상자에 넣은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났다. 크게 뜬 두 눈의 사진이 붙어 있는 기간 동안

에 꽃 사진을 붙인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많은 돈이 상자 안

에 들어 있었다. 감시당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진 이미지가 사

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다.

  여러 사진 중에서도 드라마적 요소가 있는 즉 내러티브를 찾을 

수 있는 사진이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며(D. 

Berlyn, 1966)13),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보다 사람이 등장하

는 사진이, 특히 10대 학생들의 경우 비슷한 또래의 10대들이 등장

하는 사진에 학생들은 보다 더 관심을 가진다(Keller & Suzuki, 

1988; Fleming & Levie, 1996)14). 사진에 사람이 등장하고 내러

티브적 요소를 찾을 수 있을 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감정적 어필을 통해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Connie Malamed(2009)에 의하면 사람이 어떠한 이미지를 이해

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감성을 기억 속에서 이끌어

내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감성적 그래

픽은 즐거움이나 슬픔, 화남, 무서움 등의 감정을 자극하여 메시지

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준다. 감성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

거나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므로 감성적 

2011, 생각에 관한 생각, 김영사, 85-86.에서 재인용.

13)D. Berlyn, 1966, Curiosity and exploration, Science 153(3731), 25-33; 같은 책, 

46.에서 재인용  

14)J. M. Keller & K. Suzuki, 1988, Use of ARCS motivation model in courseware 

design, In D. H. Mitzel(ED.),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3(1520-1531), 

The Free Press; 같은 책, 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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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은 사회적 이슈와 공공 서비스 홍보, 정치 캠페인 등에서 사용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감성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

하고자 할 때 긍정적인 감성에 어필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성에 어

필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Gregory Bateson(2000)의 연구에 의하

면 불쾌한 기억은 유쾌한 기억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유쾌한 정보

는 더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처리되며 더 빨리 기억해 낼 수 있

다.15) 또한 Jennifer Monahan(1995)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감

성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제품에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광고 메시지에 동의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했다.16)

  

  정보 디자이너는 이미지와 디자인 요소들을 결합하여 감성적 요

인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시각적 내러티브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시각적 내러티브를 통해 감성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Connie Malamed, 2009). 따라서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과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이 각각 제시되었을 때 학생들이 사진을 보고 해석하

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각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긍

정적 혹은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되어 각각 긍정적 혹은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지리교육과 관련해서 이미지를 이용한 연구는 지리 이미지와 일

상 이미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이미지 사진으로 프라이밍 한 후 학

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진희(2011)의 연구

15)Gregory Bateson, 2000, Steps to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코니 말라메드, 2011, 디자이너를 위한 시각 언어, 예경, 206.에서 재인용

16)Jennifer Monahan, 1995, "Thinking Positively" in Designing Health Message, ed. 

E. Maibach and R. Parrott, Persus Books, 81-98; 코니 말라메드, 2011, 디자이너를 

위한 시각 언어, 예경, 2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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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일상 이미지 사진보다 지리 이미지 사진이 학생들의 창

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4.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란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방

식을 달리하면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

다(Kahneman & Tversky, 1984). 프레이밍이란 메시지의 특정 요

소를 선택하고 두드러지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메시지를 구성

하면서 의미 전달에 차이를 생성시키고, 그 결과 수용자의 정보 처

리 과정을 비롯하여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이야기 

안의 구성을 통해서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정 

의제 자체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 설정(agenda-setting)이

나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화(priming) 효과와는 구별된다(Jo 

&  Berkowitz, 1994: 김광수, 1998에서 재인용). 

  메시지 구성에 있어 여러 가지 유형의 프레이밍이 가능한데 긍정

적 프레이밍이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

하는 형태이며, 부정적 프레이밍이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손실을 강조하는 형태이다(Rothman & Salovey, 1997).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전망 이론

(Prospect theory)에 근거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다(Tversky & 

Kahneman, 1981). 전망 이론은 소비자들의 의사행동결정을 심리학

적으로 모형화한 이론으로 사회심리학, 경제학, 공학, 소비자 마케

팅, 광고·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었다. 전망이론은 사람들은 

항상 치밀한 계산에 의하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대상이

나 주제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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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이라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 양식을 달리하면 일정

한 방향의 편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Tversky & Fox,  1995; 

이승조 외 2, 2010에서 재인용).

  전망이론에 기초한 프레이밍 효과의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익과 손실의 영역에서 소비자가 어떤 선택

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과 부정 프레

이밍의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로서 프레이밍 효과에 조절 변인

(moderator)이 개입한다고 보고 조절 변인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김광수, 1998). 

부정적 프레이밍이 효과적 긍정적 프레이밍이 효과적

구강청정제 연구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할 부정적 결과를 강조한 프

레이밍이 더 효과적이었음(Homer & 

Yoon, 1992).

쇠고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했을 때가 

부정적으로 묘사했을 때보다 맛 평가

에 효과적이었음(Levin & Gaeth, 

1988)

유방함 자가 검진 연구에서 부정적 프

레이밍이 태도와 행동에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임(Meyerowitz & Chaiken, 

1987)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서 학점을 높인 

학생 비율을 묘사한 긍정 프레이밍이 

학점을 올리지 못한 학생 비율의 부정 

프레이밍보다 호의적 평가 도출(Gaeth 

․ Levin ․ Cours ․ Combs, 1990)

카드와 수표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카

드 사용의 긍정적 혜택을 강조한 것보

다 부정적 손실을 강조한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었음(Ganzach & Karsahi, 

1995)

긍정적 프레이밍이 부정적 프레이밍에 

비해 공공재를 구매함으로써 집단 내

의 구성원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

는 협동적 행동을 불러 일으켰음

(Andreoni, 1995)

표 2. 부정적과 긍정적 프레이밍 효과 비교(김광수, 1998에서 인용)

  김광수(1998)의 연구에 의하면 광고에서의 긍정․부정 프레이밍 효

과는 관여도(involvement)라는 조절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고

관여 상황에서는 긍정 프레이밍이 부정 프레이밍보다 긍정적인 광

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저관여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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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와 반대로 나타났으나 브랜드 선택의 경우 프레이밍 효과는 

조절 변인인 관여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신현정(2006)의 연구에 의하면 광고의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주는 긍․부정 메시지 외의 조절 변수로 제품의 특성이나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쾌락적 제품은 긍

정적 프레이밍이, 실용적 제품은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며 

소비자의 지식수준이 높은 경우 긍정적 프레이밍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 의도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었고 지식수준이 낮은 경

우 부정적 프레임이 광고 태도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최진명(2007)의 연구에 의하면 광고 메시지의 목적 프레이밍 효

과는 프레이밍의 대상이 되는 혜택의 속성에 따라 차별화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프레이밍의 대상이 경제적 혜택인 경

우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프레이

밍하는 것이 구입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목적 프레이밍의 대상이 심리적 혜택인 경우에는 메

시지를 부정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하

는 것이 구입 의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 캠페인에 관한 프레이밍 연구

도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긍·

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는 어떤 공익 캠페인이 설득하고자 하

는 주제, 목표 행위, 대상 등 맥락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쉽게 일반화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조 외 2, 2010).

 교통관련 공익 광고에서 부정적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가 긍정적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 보다 높은 회상도를 나타내는 반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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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프레이밍이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수용자에게 호

감을 주었음을 밝혀냈지만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부정적 메시

지 프레이밍보다 실천 의지를 높여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이

건상, 2004).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공익 광고 캠페인에서 긍․부정적 메시지 프

레이밍의 차별적 효과를 살펴본 실험에서 긍정적 메시지로 프레이

밍된 집단과 부정적 메시지로 프레이밍된 집단 간 광고에 대한 태

도와 행동 의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메시지 소

구 유형(개인·사회)이나 지각된 위험의 정도가 광고에 대한 태도나 

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김정현, 2008).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 대한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와 

관여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행한 실험에서 긍·부정 프레이밍이 

태도나 행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조절 변수인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태도 형성 단계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행위를 유도하는 단계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고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그와 반대의 결

과가 나타났다. 또한 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가 나

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돕기와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가 행동

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강철희, 

2004),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이승조외 2, 

2010).

  지리교육과 관련해서 메시지 프레이밍을 이용한 연구는 유수진

(2010)의 연구가 있다. 긍․부정 메시지 프레이밍 방식에 대한 학습

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은 환경 보호 텍스트에서는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선호한 반면, 세계 문화 이해 텍스트에서

는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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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태도 함양에 대한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는 두 텍스트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환경 보호 텍스트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세계 

문화 이해 텍스트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보다 설득 우위에 있었

다. 

 

Ⅲ. 연구 방법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과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이 공정무역 교육

에 있어서 나타나는 프레이밍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현장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행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여 공정무역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이어서 공정무역 관련 서적을 분석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새로

운 텍스트를 구성하였고 동일한 텍스트에 각각 긍정적 이미지의 사

진과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이 삽입된 1, 2 유형과 사진이 삽입되지 

않은 3 유형, 총 3가지로 구분하였다. 텍스트에 이어 학생들의 세계

적 빈부격차 문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및 공정무역 참여 의지 

등을 묻는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서울 시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1학

년의 6개 학급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텍

스트의 내용과 분량,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고, 텍스트와 사진, 설문 

문항은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및 지리교육 전공 대학원생 3인의 검

토를 받았다. 그런 다음 서울 시내에 소재한 2개 고등학교의 1학년 

9개 학급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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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 선정 및 

실험 계획

실험 수행

                    

통계처리 및 분석

실험 설문지 제작 실험 집단 구성

교과서 및 공정무역 

관련서적 분석

텍스트 개발

그림 3. 연구 절차

1. 교과서 분석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

행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9종(천재교육 2종, (주)미래엔 컬처 그룹, 

(주)금성 출판사, 법문사, 교학사 2종, 비상교육, (주)한솔교육)을 살

펴보면 공정무역을 다루는 교과서는 그 중 5종으로 공정무역이 다

루어지는 단원이나 형태는 다양하였고 주로 일반 사회 영역에서 다

루고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3학년 교과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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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사 저 자 단 원 명 형태 내 용

천재교육 류재명 외 10
Ⅵ.사회변동과 문화

 2.모든 것이 국경을 넘나든다

탐구

활동

세계시민의 자세로서 착

한소비에 대한 제시문과 

활동 문제 

천재교육 박병익 외 11
Ⅸ.경제성장과 삶의 질

 2.경제성장과 삶의 질

읽기

자료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

사 보도 신문기사

(주)미래엔 

컬처 그룹 
최병모 외 10

Ⅹ.국제거래와 세계화

 3.세계화와 무역 생활

읽기

자료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착한 소비’ 확산 

TV 뉴스 보도

교학사 허우긍 외 9
Ⅹ.국제거래와 세계화

 3.경제협력과 세계화 
본문

저개발국 노동력의 부당

한 착취를 막기 위한 운

동이라고 본문에 언급 

(주)비상교

육
이영민 외 8

Ⅹ.국제거래와 세계화

 5.세계화의 쟁점

논쟁

문제

제시

세계화는 가난한 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

㈜금성출판

사
서태열 외 10

Ⅹ.일상생활과 경제주체의 역할 

 2.생산자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

읽기

자료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공정무역

㈜더텍스트 박승규 외 11
Ⅰ.자원의 개발과 이용

 1.자원과 주민 생활

읽기

자료

기호작물의 생산과 공정

무역

천재교육 권동희 외 7
Ⅳ.세계화 시대의 경제 활동

 1.농업활동과 자원 생산

사례

탐구

커피의 생산과 소비지, 

커피의 유통 구조

(주)교학사 최원회 외 5

Ⅱ.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여행

 3. 아프리카의 관광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

심화

활동

공정여행의 개념학습 후 

공정여행지 선정과 여행 

계획 세우기

표 3. 교과서에서의 공정무역

우, 11종(천재교과서, 천재문화, 대교, 교학연구사, ㈜교학사, ㈜미래

엔, ㈜금성출판사, ㈜지학사, ㈜더텍스트, 법문사, 비상교육) 중에서 

2종, ㈜금성출판사와 ㈜더텍스트의 중학교 사회 3 교과서에서만 공

정무역을 읽기자료로 다루고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2종(천재교육, (주)교학사)을 살펴보면 천재교육 교

과서에서는 공정무역을 사례탐구형식으로 다루면서 커피 생산지와 

소비지를 표시한 사진과 함께 커피의 이익 분배구조 도표를 제시하

였고, (주)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심화활동으로서 공정여행을 소개하

고 아프리카 지역 중 공정여행지를 선택해보도록 하고 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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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리부도에서의 공정무역(박병익 외 8, 2010)

  고등학교 지리부도의 경우 6종(천재교육, (주)금성출판사, (주)보

진재, (주)성지문화사, (주)삼화출판사, 지우사) 중에서 천재교육의 

지리부도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의 세계화 단원 부분에서 기호작물

인 카카오, 커피, 차의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공정무역의 의미를 설

명하고 커피 생산가와 원가를 비교하는 도표를 제시하였다(그림 4).  

  앞에서 소개한 여러 사회 교과서들은 대부분 공정무역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거나 공정무역 운동 참여 사례를 읽기 자료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공정무역의 역사가 길고 공정무역 교

육이 활성화된 영국의 지리 교과서17)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교과

서보다 영국의 교과서가 공정무역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공정

무역에 관해 페이지를 할애하는 양이 2페이지로 대체로 1페이지 이

하인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분량이 더 많고 더 다양한 이미지 자료

와 활동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 공정무역을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고, 공정무역을 다룬다고 해도 분량이 적어 

17)Michael Raw, Nicholas Rowles, 1998, Collins Study and Revision Guides - GCSE 

Geography Key Stage 4, Collins : UK, 281-283. 

 David Waugh, Tony Bushell, 2007, New Key Geography for GCSE 2nd ed,  Nelson 

Thornes : UK, 278-279. 

 David Gardner, Roger Knill, John Smith, 2006, Horizons : Geography 11-14, v. 3, 

Nelson Thornes : UK,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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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 정보나 자료의 양과 폭이 적은 편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학

생들이 직접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제품의 종류를 

소개하거나 공정무역 제품을 직접 구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

하게 하는 등의 활동이 없는 현행 교과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을 높이고 공정무역 운동 참여 의지를 고취하거나 동기를 부여하기

에는 부족해 보인다. 

  (사)한국공정무역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는 공정무역을 학

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도 교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중등학생을 위한 공정무역과 

윤리적 기업경영 교육에 관한 두 번째 교육 자료  “변화를 위한 협

동 : 학교에서 공정무역”을 발간한다고 밝혔다(첫 번째 교육 자료로

서 2011년에 영국 Oxfam의 공정무역 교재를 번역하여 발간한 적

이 있다). 2012년 5월 11일에 열린 유네스코협동학교(ASPnet) 교

사 역량 강화 워크샵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공정무역”에서 이 교재

를 소개하였고,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재 발간에 

앞서 교재를 홍보하고 발간을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18) 이 교재는 영국 기업 네트워크(The Enterprise 

Network)와 생활협동조합 그룹(The Co-operative Group)의 제휴

로 협동대학(The Co-operative College)에서 제작한 것을 국내에

서 번역한 것으로 학교에서 채택하는 사회 혹은 지리 검정 교과서 

외에 국제학 인정 교과서나 지리 수업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인

정도서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실험 도구 개발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여러 제품들 중 학생들의 일상과 쉽게 

18)http://www.fairtradekorea.net/campaign.php?id=campaign&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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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커피 대신에 학생들

이 즐겨 먹는 초콜릿을 소재로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2009년  2월 

‘한겨레 21’의 표지를 장식한 특집 기사 “초콜릿은 천국의 맛이겠

죠?”19)에서 코티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12살 소년 노동

자 ‘에브라임 칸도’의 인터뷰와 함께 공정 무역을 소개하고 발렌타

인 데이에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물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

동 착취와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으

로서 공정무역을 소개하는 것이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흔히 즐기는 

초콜릿을 소재로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상과의 연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공정무역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 소재로서 음식은 인문․
자연 지리 지식의 통합, 다양한 공간 구조와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기에 유리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일상생활 세계와 자연스럽

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학회, 2005).

  텍스트(부록 1)의 구성을 살펴보면 도입부에서는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소개하고 실제 카카오 농장에서 힘들게 일했던 소년 ‘드리

사’의 인터뷰를 간략히 실었다. 이는 개인에게 생긴 일이나 체험 등

을 서술하는 내러티브(narrative)적 요소를 가미하여 읽는 이로 하

여금 저개발국 카카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

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저개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

지 못하고 일하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며 그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

19)조혜정, 2009, 초콜릿은 천국의 맛이겠죠, 한겨례21 인터넷판, 745(2009. 1. 3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2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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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못하고 있을 때 세계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가에 대

한 문제제기 부분이 있다. 이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의 사

진 자료가 각각 두 장씩 제시되었다. 메시지에 삽입된 사진은 메시

지 구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로 메시지

의 프레임이나 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Mary Anne Moffitt, 1999). 사진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를 조사해

야 하므로 사진 아래에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넣은 후 학생들

에게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을 보고 왜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답하는 문항을 삽입했다.

  그 다음,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와 소비하는 국가의 위치

를 표시한 세계지도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국제적 빈부격차, 남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했고, 저개발국 노동자들의 노동에 합당

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삶과 그 지역 공동체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정무역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정무역

에 참여하면서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대안 

제시 부분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생활의 맥락에서 실제적 활동

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해야 일상 생활에서도 유의미한 지식이 될 

수 있으므로(Bransford, et al., 1989; Brown& Palincsar, 1989; 

CTGV, 1992; 임은진, 2009에서 재인용), 활동 문제에서는 학생들

이 일상생활에서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

고 쓰도록 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활동 문제 하단에는 공정무역인증 마크와 함께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와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 공정무역단체의 홈

페이지 주소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하였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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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학생들이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고, 공정무역 제품 구입 또한 일부 취급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공정무역 제품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통해 학생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서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와 태도를 정립하며,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국의 빈곤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며 

세계적인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천 의

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써보는 활동 문제와 함께 공정무역 마크와 공정무

역 제품의 취급점, 취급하는 제품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텍스트의 컨텐츠는 공정무역에 관련된 여러 서적들 중에서 학생

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공정무역(아드리안 쿠퍼)”20)에서 주로 발췌하여 

작성하였고 카카오 농장 소년의 인터뷰는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 공정무역”21)에서 인용하였다. 활동문제는 영국 공정무역재단

의 2012년 캠페인 “Take a Step in 2012, Step by Step”의 홈페

이지22)에 게재된  활동 가이드북(Campaigner action Guide)의 내

용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텍스트 자료에 삽입한 아프리카 어린이

들의 사진과 세계 지도는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의 홈페이지23)에 게재된 비

디오 필름과 2011년 연간 보고서, 브로슈어에 있는 것을 발췌하여 

실었고 우리나라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Change your Chocolate) 

현장 사진은 어린이재단이 제공하고 인터넷 신문 Newsis 홈페이

20)아드리안 쿠퍼(전국사회교사모임 역), 2010, 공정무역, 내 인생의 책, 9-10. 　

21)마일즈 리트비노프․존 메딜레이(김병순 역), 2007,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 무

역, 모티브, 159.

22)http://step.fairtrade.org.uk/

23)http://www.fairtrad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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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4)에 2012년 2월 14일 게재된 것을 실었다.

 

  실험용 텍스트는 삽입되는 사진 종류에 따라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 2월에 진행되었던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Change your Chocolate) 현장 모습과 공정무역의 혜택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사진, 즉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넣은 텍스트 유형 1과 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힘겹게 일

하고 있는 아동 노동자들의 사진, 즉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넣은 

텍스트 유형 2로 나누었다. 여기에 사진이 삽입되지 않은 유형 3을 

대조군으로 추가하였고, 사진을 제외한 본문 내용과 활동 문제, 추

가 정보 등은 세 유형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3. 실험 절차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긍정적 이미지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텍

스트 1과 부정적 이미지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2,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텍스트 3을 각각 그룹별로 하나씩 10분간 읽고 

나서 저개발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과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와 

공정무역의 관계,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 평가와 공정무역 참여 의지 

등에 관하여 묻는 설문 문항 7개에 답하였다. 

  설문 문항은 강창숙(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소들을 일부 사

용하였고, 여기에 김광수(1999)와 이승조․연보영․구세희(2010)의 연

구를 참조하여 관여도를 묻는 문항 2를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 초

콜릿과 공정무역 초콜릿 중 어떤 초콜릿을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

는 문항 7을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비판적 지리학에 근거한 사회적 

관심지향 수업의 목적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와 같은 사회

24)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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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종 모순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 실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며, 이러한 의미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리교과의 내용 지식

과 학습자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조철기 

․ 권정화, 2005). 

4. 실험 대상 및 기간

    

  실험 대상은 서울 시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2개 교의 1학년 남녀 

학생 9학급 304명이었다. 1학기가 시작되고 사회 시간에 공정무역

에 대한 수업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3월 말 ~ 4월 초에 텍스트 

1, 2, 3을 각각 3학급에게 제시한 후 10분 동안 읽고 이어지는 설

문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중에 교사가 텍스트에 대한 설명

을 하거나 답안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텍스트를 

자세히 읽고 사진을 본 다음 문제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 실시 후 SPSS.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정

확성을 기하기 위해 항목별 결측값을 제외하여 285명의 자료만 분

석에 사용하였다. 사후 검정으로는 Scheffe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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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을 1,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을 2, 사

진이 제시되지 않아 사진으로 프레이밍이 되지 않은 텍스트를 읽은 

집단을 3으로 설정하여 각 집단의 문항별 점수를 통계 분석하였다. 

총 7가지 문항 중 1번에서 6번은 모두 집단 1의 평균 점수가 집단 

2보다 높았다. 그 중 문항 2와 4를 제외한 문항 1, 3, 4, 5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 7의 경우 집단 1보

다 집단 2의 평균 점수가 조금 높았으나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

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을 부여하였으나, 문항 7의 

경우 공정무역 초콜릿은 2점, 공정무역 제품이 아닌 초콜릿은 1점

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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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텍스트 유형별 문항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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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문항1

1 89 4.37 .572

3.310 .038* 1>22 87 4.11 .813

3 109 4.17 .714

문항2

1 89 3.73 .836

1.838 .161 -2 87 3.71 .861

3 109 3.53 .752

문항3

1 89 3.96 .852

3.797 .024* 1>22 87 3.62 .766

3 109 3.77 .801

문항4

1 89 4.07 .636

3.820 .023* 1>22 87 3.82 .740

3 109 3.84 .641

문항5

1 89 4.07 .654

4.543 .011* 1>2,32 87 3.76 .862

3 109 3.78 .786

문항6

1 89 4.13 .907

.353 .703 -2 87 4.08 .750

3 109 4.04 .793

문항7

1 89 1.82 .386

.876 .418 -2 87 1.86 .347

3 109 1.79 .410

*<.05

표 4. 통계 분석 자료                                         

  집단 3의 경우 집단 1보다는 모든 문항에서 평균 점수가 낮았으

나 집단 2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집단 3의 평균 점수가 집단 2보

다 높은 경우도 있었고(문항 1, 3, 4, 5),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세 집단 간의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은 1, 3, 4, 5번이었고 문항 2, 6, 7번은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 검정으로는 Scheffe를 실시하였고 문항 1, 3, 

4, 5번에 대하여 집단 1과 집단 2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25) 

25)문항 5번은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나 표본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으므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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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항 1, 2에 대한 집단 유형별 평균 점수 

1. 국제적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

  문항 1과 문항 2는 국제적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

항이었다. 오늘날 사회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과 양

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는 원조 수

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

다. 한 나라의 국민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저개발국의 개발을 돕고 

저개발국의 성장을 도와야겠다는 국제적 빈부격차 문제 해결에 대

한 인식과 관여도에 관한 문항을 제작하였다. 관여도는 긍정·부정 

프레이밍 효과에서 중요한 조절 변수로 작용한다(김광수, 1998).

문항 1 : 저개발국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선진국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항 2 : 저개발국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이 나와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 사후검증 방법 중 Dunnet’s C 기법을 적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음.

긍정적 부정적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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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 1이 부

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 2보다 저개

발국의 빈곤 문제를 선진국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는 점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했고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으나, 그러한 일이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즉, 관여도의 차이는 크게 없어 유

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1에게 제시된 사진은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

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웃는 모습과 공정무역의 혜

택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프리카 어린들의 웃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긍정적 이미지 사진이 우리나라 시민들도 저개발국 사람들을 돕고 

있고 선진국 사람들은 저개발국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는 생각하

도록 영향을 주지만 학생 스스로가 사진 속에 등장한 학생들처럼 

선진국 국민으로서 저개발국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은 힘들게 일하는 저개발국 노동자에게 연민을 느끼게 할 수 

는 있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나 문제 해결 방안 

제시, 행동의 동기 부여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으로 프레이밍되지 않은 텍스트를 읽은 집단 3의 평균 점수

는 집단 1, 2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3의 

평균점수는 문항 1에서는 집단 2보다 조금 높았고 문항 2에서는 조

금 낮았다. 집단 3에게 제공한 텍스트에는 집단 1, 2에게 제공한 텍

스트에서 사진만을 삭제하였고 텍스트의 내용이나 그 외에 공정무

역 참여국에 대한 정보, 공정무역 제품 종류와 판매처에 대한 부가

적 정보는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부정적 이미지 사진은 긍정적 사진 

보다 효과가 낮았고 사진이 없는 것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텍스트 개발에서 사진을 활용할 때 긍정적 이미지 사진이 

부정적 이미지 사진보다 학생들이 국제적 빈부격차 문제 해결에 대

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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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문항 3, 6에 대한 집단 유형별 평균 점수  

2.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가치 부여

 

 문항 3과 문항 6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가치 부여를 묻는 문

항이었다. 시장조사기관인 엠브레인트렌트모니터의 2011년 조사에 

의하면 2009년~201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함께 공정무역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공

정무역에 대해 어느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잘 알지는 못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조사에 참가한 대상자들이 가진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정확도는 높은 수준이었고 제품을 소비하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다

는 점과 저임금을 받는 제 3세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

하자는 공정무역의 취지가 좋다고 참가자들은 평가했다26).    

문항 3 : 공정무역 참여로 저개발국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항 6 : 공정무역에 대해 학교 수업시간(지리, 사회 등)을 통해 배

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26)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1, 2011 공정무역 관련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1(6), 1-36.

긍정적 부정적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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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 1이 부

정적 이미지의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 2에 비해 

문항 3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문항 6에 대해서는 집단 1의 평균 점수가 집단 2보다 조

금 높을 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진으

로 프레이밍되지 않은 텍스트를 읽은 집단 3은 두 문항 모두에서 

집단 1, 2와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웃는 모습과 공정

무역의 혜택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웃고 있는 사

진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정무역이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

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데에 카카오 농장에서 힘들게 일

하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사진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정무역의 혜택을 받는 사람

들의 모습이 나란히 제시되어 공정무역 참여가 저개발국 사람들의 

삶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적 이미

지의 사진은 오히려 저개발국 노동자들의 힘든 삶의 측면만 부각시

켜 학생들로 하여금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국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

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3의 경우 사진으로 프레이밍되지 않는 집단 

3보다 부정적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집단 2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

지는 않지만 소폭 낮았다.

  공정무역 교육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부정적 이

미지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진으로 프레이

밍되지 않은 유형 3과도 평균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세 집단 모두 평균 점수 4점 이상으로 공정무역의 학습 가치

를 높게 평가하였다. 학교에서 공정무역의 개념과 취지, 참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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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무역 실천 의지와 행동

  문항 4와 문항 5, 문항 7은 공정무역의 실천 의지와 행동에 대한 

문항이었다. FLO(Fairtrade Labellling Organizations)의 2011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2011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

역 커피, 초콜릿, 바나나, 꽃, 차, 설탕, 면제품 등의 거래가 증가하

고 있고, 저개발국에서 받는 공정무역 프리미엄도 함께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카카오 제품의 생산량이 2008년~2010년 사이 166% 증가

하였고 그에 따라 공정무역을 통한 소득은 163%, 공정무역 프리미

엄 수혜는 무려 283%나 증가하였다27).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

월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공정무역 초콜릿을 구입하자는 캠페인이 

아름다운 가게와 어린이재단 주최로 진행되었다(그림 8). 또한, LG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모 홈쇼핑회사에서 착한 초

콜릿을 기획 판매하여 15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매진되는 등 불황 

속에서도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28). 

그림 8.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

27)FLO, 2011, Monitoring the scope and benefits of fairtrade, 3rd edt., FLO 

international 

28)김나경, 2011, 윤리적 소비자가 몰려온다, LG Business insight 2011 3 16,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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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①꼼빠네라 초콜릿(50g) ②리얼 초콜릿(70g) ③정직한 초코렛(40g) ④가나 초콜릿(60g)

브랜드 클라로(스위스) 오리온 마켓오 아름다운 가게 롯데제과

구분 공정무역 제품 공정무역 표기 없음 공정무역 제품 공정무역 표기 없음

특징

원료부터 제조, 유통까

지 사회적 기업 정신에 

입각한 정직하고 질 좋

은 초콜릿으로 대부분

의 초콜릿이 사용하는 

식품유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의 혼합과

정이 필요한 전통방식

으로 제조되어 맛의 차

이가 월등

100% 카카오 버터만을 

사용하고 합성첨가물이 

없는 리얼 초콜릿

 카카오 버터의 대용품

인 정제 가공유지와 합

성 감미료, 착향료, 유

화제 등을 사용하지 않

아 부드러운 멜팅을 느

낄 수 있는 “진짜 초콜

릿”

저개발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

는 페루산 공정무역 카

카오에 인공 첨가물을 

섞지 않아 카카오 본연

의 맛을 정직하게 살렸

으며, 화려한 수식과 디

자인이 없는 있는 그대

로의 정직한 “초코렛”  

엄선된 가나산 카카오

의 깊고 진한 부드러움.

 1975년 출시 이래, 대

한민국 초콜릿  대표 

브랜드로 국내 유일의 

BTC공법(순수한 초콜릿

을 선별하고 카카오의 

향을 증진시킴)을 적용

하여 최상의 맛과 품질

을 유지  

가격 3000원 2500원 2000원 1500원

표 5. 초콜릿 비교 선택 자료

문항 4 : 앞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항 5 : 주변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거나, 공정무역 제

품 구입을 권하고 싶습니까?

문항 7 : 만약 여러분에게 3000원의 돈이 주어지고 아래의 초콜릿 

중에서 하나를 골라 구입하라고 한다면 어떤 초콜릿을 구입하겠습

니까?

  문항 4와 문항 5에 대해서는 집단 1이 집단 2보다 유의미하게 높

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두 문항에 대한 각 집단별 평균점수는 비슷

하였다. 4가지 초콜릿 중 하나를 고르게 한 문항 7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이 아닌 경우 1점, 공정무역 제품인 경우에 2점을 부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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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문항 4, 5, 7에 대한 집단 유형별 평균 점수 

세 집단 모두 평균은 1.5를 넘어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택하는 학생

들이 공정무역 제품이 아닌 초콜릿을 선택하는 학생들 보다 더 많

았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초콜릿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초콜릿을 선택하여 구입하겠냐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공정무역 초

콜릿을 선택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집단 2의 평균 점수가 집단 1, 3에 비해 조금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긍정적 이미지 사진 프레이밍으로 형성된 

공정무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공정무역에 대한 참여 의지를 가지

도록 영향을 주었으나 실제로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택하고 구입하

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문항 1(저개발국 사람

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선진국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

니까?)과  문항 3(공정무역이 저개발국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

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서 세 집단의 평균은 각각 

3.94~4.25점, 3.62~3.78점이었고,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 점수 차

이가 있는 문항 1, 3, 4, 5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집단 1이 

긍정적 부정적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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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2, 3에 비해 문항 7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의 높은 점수를 부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돕기 행동에서의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는 돕기와 관련된 긍정적

인 태도가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미 연

구 된 바가 있다. 태도와 행동 의도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는 기부

나 돕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가에 대한 자기 판단으로

서의 자아 효능감(박장원․박현순, 2007)이나 돕기 기관이나 메시지 

내용에 대한 신뢰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Hibbert et 

al., 2007, 이승조 외 2, 2010). 

  또한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조절변수로 

연구되었던 관여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 문항 2에서 질문한 관여도

가 세 집단 평균 3.53~3.73점으로 타 문항에 비해 점수가 낮을 뿐

만 아니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공정무

역 초콜릿을 선택하는 지를 묻는 문항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제품 구입 경험의 부재나 공정무역 제품

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공정무역 초콜릿 선택에서 집단 간 유의

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

해본 적이 없었고 제품의 종류나 판매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

을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에 대해 본 실험 텍스트를 통해 처음 접하

게 되었다고 말했다.

  Varun Dutt․ Cleotlde Gonzalez(2012)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지

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시기와 발생 확률에 대한 불확실

성으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탄소세 부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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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입을 미루고 지구 온난화 진행 과정을 관망(wait-and-see)하

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나타날 시기와 발

생 확률, 진행 과정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는 관망하고자 하는 비

율이 보다 낮았으며, 지구 온난화 진행 상황에 대한 기술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보다 지구 온난화 진행 상황과 관련한 경험을 하게 되

었을 때 관망하고자 하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캠페인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참여 의지나 태도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뿐만 아니라 가격, 브랜드, 제품 포장 디자인, 개인적인 취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제품들 중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단지,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택하거나 

구입하지는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정무역 초콜릿은 공정무역제품이 

아닌 초콜릿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브랜드도 다양하지 않으며 제품

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공정무역 초

콜릿은 아름다운 가게의 ‘정직한 초코렛 75% ․ 55%’이나 아이쿱 생

협의 ‘자연드림 다크 초콜릿 58% ․ 70%’이며 일반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고 실험 텍스트에 소개된 아름다운 가게나 아이쿱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트렌드모니터의 조사(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정무

역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1위가 ‘공정무역 제품을 어디서 판

매하는지 몰라서’ 71.8%, 2위가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다’ 56.6.%, 3위가 ‘취지가 좋지만 실제 제품은 비싼 가격대가 

많다’ 35.9%, 4위가 ‘가격이 비쌀 것 같다’ 31.2%로 나타났다(중복 

응답)29).

  한편,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격보다 브랜드를 

29)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1, 2011 공정무역 관련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1(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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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추가 지불 의향을 밝혔던 소비자의 44%가 ‘가격은 브랜드보

다 더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윤리적 소비자의 60% 이상이 ‘선

호하는 브랜드를 고수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윤리적 소비자

란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며 윤리적 소비의 예

로서 공정무역 제품이나 로컬 푸드 구매, 공정 여행 등이 있다.30)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 긍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

스트 1을 읽은 집단이 부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 

2를 읽은 집단에 비해 국가 간 빈부격차 해결에 대한 인식과 공정

무역에 대한 인식이 높게 형성되었고 공정무역 제품 구매에 대한 

의지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거나 공정무역 제

품을 추천하겠다는 의지도 더 강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세계적 빈

부 격차문제 해결과 본인과의 관련성(관여도), 공정무역 학습에 대

한 가치 부여, 공정무역 제품의 선택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진으로 프레이밍이 되지 않는 텍스트 3을 읽은 집

단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

은 집단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 집단 모

두 공정무역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울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고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택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많

았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봉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문 기

사와 사회봉사 공익 광고를 함께 제시하면서, 신문 기사가 유발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과 사전 봉사활동 경험의 유무가 참가자들

30)Making The Case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Products (March, 2009), Forester(미국 소비자 5,439명 대상); 김나경, 2011, 윤리적 

소비자가 몰려온다, LG Business insight 2011 3 16, 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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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봉사활동 참여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윤과 엄다솜

(2008)의 연구에서 신문 기사에서 긍정적 감정이 유발될 때에 행동 

의지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사전 경험이 없는 참가자의 경우 신문

기사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었을 때 공익 광고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사회 봉사 사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신문 기

사에서 유발된 감정이 긍정적일 때 판단 과제를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한다. 즉, 긍정적 감정의 유발이 봉사활

동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실험용 텍스트 중 긍정적 이미지 사진을 삽입

한 유형이 부정적 이미지 사진을 삽입한 유형에 비해 학생들로 하

여금 국제적 빈부 격차 문제를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과 공정무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실천 의지와 태도 형성

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공정무역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 빈부 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인식과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고 참여 의지를 가지게 하는데 영

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정무역 교육을 위한 텍스트 구성에 

있어서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 이미지의 사

진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참여 의지 형

성 면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공정무역 교육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게 하여 세계적 빈부 격차 문제 외에 다른 국

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6 -

Ⅴ. 결론 

1. 요약 및 결론

 

  정보 디자인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주목을 끌었기 때문

에 정보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기는 하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정보 디자인은 인류

와 함께 생겨나 현재까지 다양한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와타나베 야

스시, 2002). 

  역사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지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설득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전달해왔다(R. 

Jacobson, 2002). 선사시대에 동굴에 벽화를 그린 것이나 활자를 

발명하여 출판물을 인쇄하고 보급한 것, 지도를 제작하는 것 등도 

정보 디자인의 결과물에 포함된다.  

  정보와 자료의 양이 방대해진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교사에게 

교육 정보를 디자인하는 정보 디자이너로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

보와 자료를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쉽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

여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능력이 요구

된다.

  

  또한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미디어 및 통신 기기의 발달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구촌 사회에서 학생들의 일상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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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도 관련되며 학생들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가게 될 학생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

고 세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사회를 가꾸어 나가야할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을 키우고 국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의지를 가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공정무역 교육을 제안하면서 그 동

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공정무역 교육을 살펴보았다. 공정무역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무역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을 하면서 

정보 디자이너로서 텍스트 내용과 관련한 사진을 선택하여 텍스트

를 구성할 때에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 중 어떠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국제적 양극화 문제

에 대한 인식 및 문제 해결에의 참여 의지 고취에 효과적인지를 현

장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실험에 앞서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공정무역 텍스트를 분

석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텍스트의 내용

과 삽입한 지도, 부가 정보 등은 동일하지만 사진의 이미지만 긍정

적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유형 1, 2로 나누었고 대조군으

로서 사진이 삽입되지 않은 유형 3을 추가하였다.

  학생들에게 각각의 텍스트를 읽고 설문에 답하게 했을 때, 국제적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무역 

참여 의지 등은 긍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 1에게서 부정적 이미지 사진으로 프레이밍된 텍스트를 읽은 

집단 2에서 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다. 그러나 국제적 빈부 격차 문제와 나의 관련성(관여), 공정무역 

학습의 가치 평가, 여러 초콜릿 중에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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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등은 집단 1, 2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조군인 집단 3

은 모든 항목에서 집단 1, 2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모

든 문항에서 집단 1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았으나 집단 2에 비해서

는 문항에 따라 평균 점수가 높거나 낮았다.  

  결론적으로 교사가 정보 디자이너로서 학생들이 국제적 빈부 격

차 문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교

육용 텍스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삽입하는 

것이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삽입하는 것보다 문제 인식과 태도 

형성 및 문제 해결 행동 의지 고취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세계화 시대의 지리교육은 전통적으로 지리교육에서 강조하였던 

지역성 탐구, 지리적 기능, 공간에 대한 해석과 활용, 장소감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와 국제 협력, 전 세계인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국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

법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에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세계시

민성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31) 중학교 사회에서 세계화 관련내용을 

확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2009 개정 사

회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사회의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

준 중 지리영역-(9)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에서 “③세계화에 따른 

경제 공간의 불평등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예, 

공정무역) 및 참여 방법을 알아본다.”라고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cutis.mest.go.kr에 2011. 8. 9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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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3학년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세계지리 영역-(5)

경제활동의 세계화에서도 공정무역을 학습 주제로 다룰 수 있다. 학

습 내용 성취 기준으로 “②세계 지역의 농업과 목축업의 특성과 분

포를 파악하고, 지리적 조건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 분리에 따른 농․축산물 교역 과정의 특징과 이와 관련한 지

역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를 제시하고 있

는데 카카오나, 사탕수수, 커피, 면화 등의 교역 과정 부분에서 공정 

무역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정무역 교육을 위한 텍스트 구성을 교과서에 

실리는 2페이지 분량에 한정하였고 활동 문제로서 공정무역에 학생

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실제 사례를 써 보도록 했다. 또한 설

문 문항 7에서 초콜릿 4개를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해보는 상황을 

가정해서 공정무역 운동의 실천 행동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하는 비율은 

실험에서 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곳이 공정무역 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일부 

공정무역 제품 취급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생활권 내 

일반 소매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기 어렵고, 공정무

역 제품의 가격이 공정무역 제품이 아닌 경우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듣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보는 것은 기억되고, 직접 해보는 것

은 이해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32) 지식은 인간이 생활을 영

위하면서 습득하는 고도의 논리적 상식이자, 정보의 상위 개념이며 

모든 경험의 산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경험을 통해 다양

한 관점과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

식은 특정한 세부 사항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게 일반화된 것을 의미한다(오병근․강성중, 2008). 

32)오병근․강성중, 2008, 정보 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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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영국 공정무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공

정무역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는 공정무역의 날 행사나 공정무역에 

대해 실제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길거리 홍보 활동 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이버 홍

보 활동 등의 경험을 통한 학습이 학생들의 공정무역학습 효과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실

제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고 향후에 이에 대한 연

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교육 정보를 디자인하는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량이 요구되

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 정보 디자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간 정보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웹 디자인이나 

디지털 컨텐츠 개발, 그래픽 디자인, 제품 사용 설명서나 안내도, 안

내 표지판 등 산업 디자인 분야 및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이

루어졌다. 지리교육과 관련해서는 수업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프라

이밍 효과나 순서 효과, 스토리텔링,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스마트 폰, 전자 패드, 슬레이트형 PC 등의 정보 통신 기기가 널

리 보급되고 그 활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교과서

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종이에 인쇄된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및 웹기반 멀티미

디어 교육 자료의 텍스트를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교육 정보 전문가

로서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의 교육 정보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

과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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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는 대부분 코티디부아르,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 국

가에서 생산됩니다. 카카오 농장에서는 아직 열두 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하

루 12시간 넘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카카오 농사를 짓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

서 온종일 농장 일을 하느라 학교도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초콜릿 

한 개를 살 때, 카카오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20원 정도라고 합니다. 초콜릿

을 팔아서 생기는 대부분의 돈을 거대한 초콜릿 회사나 카카오를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이 나눠 갖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달콤한 초콜릿을‘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카오 농장의 아이들은 정작 자신이 힘

들게 일해서 만든 초콜릿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을 떠나 500킬로미터가 넘게 여행했어요. 코티디부아르에 있는 카카

오 농장에서 일했지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카카오를 재배하고 채집했어요. 

언제나 배가 고팠고 몸은 약해졌어요. 조금이라도 느리게 일하면 매를 맞았지

요. 도망가려다가 붙잡혀 죽도록 맞았어요.”    - 말리 출신 10대 소년 드리사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했

고 그로인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

일매일 물건을 사서 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세상

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물건

이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었는지, 어린이에게 가혹한 노동 착취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환경을 파괴하며 만든 물건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아름다운 커피와 초록우산이 추진한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Change your Chocolate)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 NEWSis.)

 ▲공정무역의 혜택으로 학교에 다니는  

 에티오피아 어린이들

(사진: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 FLO)

  

 Q. 위의 두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가요? 왜 그럴까요?

부록 1. 텍스트 유형 1 (긍정적 이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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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무역 마크

 우리나라 공정무역   

 제품 판매 기관 ▶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들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

  공정무역(Fair Trade)은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하고, 생산자들이 적절하고 안

정된 제품 가격을 받아 소득을 높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정무

역 제품을 사는 것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을 돕는 간단한 방

법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초콜릿보다 조금 더 비싼, 공정무역 초콜릿을 산다면 가나에

서 카카오를 재배하는 가난한 농부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던 어린 아이들이 학교

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선택입니다.

 활동 : 여러분이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찾아서 써 볼까요?  

 

☑ 초콜릿을 사먹을 때, 공정무역 제품을 산다.

☑ 운동을 위해 공정무역 제품(티셔츠, 축구공)을 산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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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는 대부분 코티디부아르,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 국

가에서 생산됩니다. 카카오 농장에서는 아직 열두 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하

루 12시간 넘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카카오 농사를 짓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

서 온종일 농장 일을 하느라 학교도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초콜릿 

한 개를 살 때, 카카오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20원 정도라고 합니다. 초콜릿

을 팔아서 생기는 대부분의 돈을 거대한 초콜릿 회사나 카카오를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이 나눠 갖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달콤한 초콜릿을‘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카오 농장의 아이들은 정작 자신이 힘

들게 일해서 만든 초콜릿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을 떠나 500킬로미터가 넘게 여행했어요. 코티디부아르에 있는 카카

오 농장에서 일했지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카카오를 재배하고 채집했어요. 

언제나 배가 고팠고 몸은 약해졌어요. 조금이라도 느리게 일하면 매를 맞았지

요. 도망가려다가 붙잡혀 죽도록 맞았어요.”    - 말리 출신 10대 소년 드리사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했

고 그로인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

일매일 물건을 사서 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세상

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물건

이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었는지, 어린이에게 가혹한 노동 착취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환경을 파괴하며 만든 물건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소년들 (사진 :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 FLO ) 

  

 Q. 위의 두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가요? 왜 그럴까요?

부록 2. 텍스트 유형 2 (부정적 이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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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무역 마크

 우리나라 공정무역   

 제품 판매 기관 ▶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들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

  공정무역(Fair Trade)은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하고, 생산자들이 적절하고 안

정된 제품 가격을 받아 소득을 높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정무

역 제품을 사는 것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을 돕는 간단한 방

법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초콜릿보다 조금 더 비싼, 공정무역 초콜릿을 산다면 가나에

서 카카오를 재배하는 가난한 농부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던 어린 아이들이 학교

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선택입니다.

 활동 : 여러분이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찾아서 써 볼까요?  

 ☑ 초콜릿을 사먹을 때, 공정무역 제품을 산다.

 ☑ 운동을 위해 공정무역 제품(티셔츠, 축구공)을 산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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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는 대부분 코티디부아르, 가나와 같은 아프

리카 국가에서 생산됩니다. 카카오 농장에서는 아직 열두 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카카오 농사를 짓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온종일 농장 일을 하느라 학교도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초콜릿 한 개를 살 때, 카카오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돈

은 20원 정도라고 합니다. 초콜릿을 팔아서 생기는 대부분의 돈을 거대한 

초콜릿 회사나 카카오를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이 나눠 갖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달콤한 초콜릿을‘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사람

들도 있습니다. 카카오 농장의 아이들은 정작 자신이 힘들게 일해서 만든 

초콜릿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을 떠나 500킬로미터가 넘게 여행했어요. 코티디부아르에 있는 

카카오 농장에서 일했지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카카오를 재배하고 채

집했어요. 언제나 배가 고팠고 몸은 약해졌어요. 조금이라도 느리게 일

하면 매를 맞았지요. 도망가려다가 붙잡혀 죽도록 맞았어요.”

                                       - 말리 출신 10대 소년 드리사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

을 했고 그로인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 우리는 매일매일 물건을 사서 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물건이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었는지, 어린이

에게 가혹한 노동 착취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환경을 파괴하며 만든 물

건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하고, 생산자들이 적

절하고 안정된 제품 가격을 받아 소득을 높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나

라의 농부들을 돕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부록 3. 텍스트 유형 3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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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무역 마크

 우리나라 공정무역   

 제품 판매 기관 ▶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들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

  여러분이 일반 초콜릿보다 조금 더 비싼, 공정무역 초콜릿을 산다면 가나에

서 카카오를 재배하는 가난한 농부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만들

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던 어린 아

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

는 것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선택입니다.

 활동 : 여러분이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찾아서 써 볼까요?  

 ☑ 초콜릿을 사먹을 때, 공정무역 제품을 산다.

 ☑ 운동을 위해 공정무역 제품(티셔츠, 축구공)을 산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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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유형 공통 설문지

          

 

제품명 ①꼼빠네라 초콜릿(50g) ②리얼 초콜릿(70g) ③정직한 초코렛(40g) ④가나 초콜릿(60g)

브랜드 클라로(스위스) 오리온 마켓오 아름다운 가게 롯데제과

구분 공정무역 제품 공정무역 표기 없음 공정무역 제품 공정무역 표기 없음

특징

원료부터 제조, 유통까지 

사회적 기업 정신에 입각

한 정직하고 질 좋은 초

콜릿으로 대부분의 초콜

릿이 사용하는 식품유화

제를 사용하지 않고 장시

간의 혼합과정이 필요한 

전통방식으로 제조되어 

맛의 차이가 월등

100% 카카오 버터만을 사

용하고 합성첨가물이 없

는 리얼 초콜릿

 카카오 버터의 대용품인 

정제 가공유지와 합성 감

미료, 착향료, 유화제 등

을 사용하지 않아 부드러

운 멜팅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초콜릿”

저개발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페루산 공정무역 카카오

에 인공 첨가물을 섞지 

않아 카카오 본연의 맛을 

정직하게 살렸으며, 화려

한 수식과 디자인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초코렛”  

엄선된 가나산 카카오의 

깊고 진한 부드러움.

 1975년 출시 이래, 대한

민국 초콜릿  대표 브랜

드로 국내 유일의 BTC공

법(순수한 초콜릿을 선별

하고 카카오의 향을 증진

시킴)을 적용하여 최상의 

맛과 품질을 유지  

가격 3000원 2500원 2000원 1500원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저개발국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선진국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2. 저개발국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이 나와 관련 있다고 생각 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3. 공정무역 참여로 저개발국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4. 앞으로 공정무역 제품(초콜릿, 커피, 축구공, 면제품 등)을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5. 주변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거나, 공정무역 제품 구입을 권하고 싶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6. 공정무역에 대해 학교 수업시간(지리, 사회 등)을 통해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7. 만약 여러분에게 3000원의 돈이 주어지고, 아래의 초콜릿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구입하라고 

한다면 어떤 초콜릿을 구입하겠습니까?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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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t framing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images on
educational information design

focusing on Fair Trade
: in the case of Fair Trade

Lee, Gi-ryeo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global society, students’ everyday lives and decision-making

can affect those of others across borders. Therefore, students

should recognize that they are global citizens and their actions

influence people in other countries. Education should teach

students how to behave responsibly in the global village(Tracy

Skelton, 2010). To encourage students’ responsible actions in

terms of internation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incorporating

topics of fair trade.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pictures showing positive or negative situations had different

framing effects.

This study examined different effects of the posi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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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images in the text in terms of recognition of global

citizenship, awareness of global economic polarization problem,

and willingness to solve international problems.

In this study, group 1 read the positive-image-framed text

and group 2 read the negative ones, and group 3 received a text

without images. Concerning questions regarding understanding

internation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fair trading,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fair trading, group 1 scored higher

than group 2. Howev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 questions

about students’ involvement in solving international economic

polarization, value of fair trading education, and choosing fair

trading chocolate over other chocolates, no statistical differences

existed. Group 3(control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group 1 and 2. Group 3 had lower score than group 1 in

every question, but in some questions it got higher score than

group 2.

In conclusion, when teachers design the educational text to

develop students’ global citizenship or encoura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such as economic

polarization or fair trade, it is more effective to use

positive-image-framed pictures than negative o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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