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2017년 발렌타인 데이에 어떤 초콜릿을 구매해야 할까?  



역사상 가장 커다란 초콜릿 공장을 가진  
윌리 웡카의 한 마디에 전 세계가 들썩였다.  

누가 봐도 그는  

진정한 세계화의 승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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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에 숨겨진 황금 티켓을 찾으세요.  
상상 이상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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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할 것만 같았던 웡카의 초콜릿  

공장에는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다. 
 

 

굴뚝에서는 일 년 내내 연기가 피어 올랐지만,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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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키 작은 움파룸파족. 
그런데 움파룸파족은 영화 속 이야기일까?  

 

우리가 먹는 초콜릿은 누가 만드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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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카카오의 66%는 서아프리카에서 
생산된다. 이 중 아동 노동은  
6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니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AFRICA  

출처: 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 201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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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주변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끌려왔다는 사실! 농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걸까? 
 

코트디부아르 가나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숫자  

115만명 88만명 

출처: Tulane University, 2015 / Icons created by Gn Khoon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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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이 많이 팔려도 농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불공정한 수익 분배 때문이다.  
윌리 웡카처럼 초콜릿 회사들은 커다란  

부를 벌어들이지만, 정작 카카오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몫은 터무니 없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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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초콜릿 가격 중 농민들의 몫은?  

44.2% 
초콜릿판매회사 

35.2% 

초콜릿제조회사 

2.1 % 운송비 

4.3 % 세금 

6%  

카카오 농민 

출처: Make Chocolate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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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민들이 인부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수입을 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안되는 카카오 열매가 아닌, 

초콜릿을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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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카오 생산국이 초콜릿을  
선진국에 수출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그 이유는 바로 무역 장벽 때문이다.  
 

선진국은 초콜릿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와 같은 원료 수입에는 낮은 관세를, 

초콜릿과 같은 가공품에는 높은 관세를 
붙이는 정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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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렴한 카카오는 초콜릿 회사들에게 
환영 받고, 비싼 초콜릿은 소비자들에게  

외면 당해 설 자리를 잃어 버린다. 

초콜릿 관세 

생산국 선진국 

저렴하게 구매  

비싼가격으로 수입 
자국 초콜릿 경쟁력 상승 

No Tax 

20% Tax 

출처: 80:20 Development in an Unequal World 6th Edition, 2012 / Icons created by Amos Kofi Commey, 
Koro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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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관세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진국은 결국 빗장을 
열었지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수입을 막는 각종 규제!  

Icons created by Hea Poh Lin, Gan Khoon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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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제품 규제는 복잡하고 엄격하다. 
식품 안전 기준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국가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수입 
규제를 만든다면, 또다시 개발도상국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장벽이 된다. 

Icons created by Hea Poh Lin, Gan Khoon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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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이 부딪히는 관세 장벽은  
선진국이 겪는 것보다 4배나 더 높습니다.  

여기에 비관세 장벽까지 더해져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죠. 국제 무역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을 지배하는 규칙이  

부유한 나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 트레버 마뉴엘(Trevor Manuel)- 

 

출처: 도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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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유 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규칙을 만드는 것  

Icons created by romz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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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경쟁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카카오 생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1%만을 위한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이들이 카카오 농장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1 
대 99% % 



17/24 

그렇다면, 마음 편히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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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의 쿠아파 코쿠 협동조합의  

디바인 초콜릿은 생산자가  
회사 지분의 45%를 가지고 있어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카카오 생산자가 만드는 초콜릿 

출처: Divine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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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 연합이 만든 공정한 초콜릿 
 

해리포터 팬들은 회사를 상대로 꾸준히  
서명 활동을 펼쳤고, 이 덕분에 해리 포터 
초콜릿은 아동 노동이 없는 공정무역  

카카오로 만들어지고 있다.  

출처: inhabit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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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가오는 발렌타인 데이, 
올해는 공정무역 초콜릿으로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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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동 초콜릿 확인하기  
호주의 비영리단체가 만든 Shop Ethical 홈페이지에서 
초콜릿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하려는 초콜릿이 아동 노동을 포함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인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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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초콜릿 구매하기 
공정무역 초콜릿은 아름다운 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비마이프렌드샵, 
공정무역가게 울림, 아이쿱생협, 피스 커피, 

그루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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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을 둘러싼 진실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아래의 도서를 참고해 보자. 

나쁜 초콜릿, 캐럴 오프, 2011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공윤희, 윤예림, 2016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다나카 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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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 들어 있는 지폐는 투표용지와 같다. 
우리가 어느 초콜릿을 구매 하느냐에 따라 
카카오 농민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느 곳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 Bon Idea To Action, Bonita 
www.ibonita.org 

보니따 소식이 궁금하다면 
보니따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facebook.com/ibonita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