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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공정무역 거래 및 거래량 유지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 강화> 

 

 

1.역사&용어정리(정유나) 

 

1. 용어 – 페어워싱, 공정무역제품, 대안무역제품  제외  

         출처 http://www.kfto.org/sub/n_sub0501.php 

           

① 공정무역 

- 의미 

;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 공정무역 핵심 원칙 

1. 취약한 생산자들을 위한 시장 접근성 

: 구매자들이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생산자들과 거래할 수 있게 하고, 무역 사슬을 짧게 하여 생산자들이 

최종 판매가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관계 

직거래와 간접거래를 모두 포함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비용을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생산자들의 상황을 평가하여 가격과 지불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무역 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3. 역량구축 및 강화 

생산자 조직이 시장을 이해하고 지식, 기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소비자 인식 증진과 옹호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단체들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사회적계약(social contract)으로서 공정무역 

공정무역은 구매자와 소비자가 공정가격 지불, 선지급,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과 같은 기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을 동의해야 하는 사회적 계약으로서,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정무역 10 원칙 (WFTO) 

(1) 기회창출 

(2) 투명성과 책무성 

(3) 공정한 무역 관행 

(4) 공정한 가격 지불 

(5) 아동/강제 노동 금지 

(6) 결사의 자유 보장 

(7) 올바른 근무 조건 보장 

(8)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9) 공정무역 홍보 

(10)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② 공정무역 마을 운동 

- 전 세계적인 공정무역 커뮤니티 운동 

- 목적: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증진 및 공정무역 상품의 판매량을 

증가 

- 공정무역 가치와 정신에 공감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활동가, 지역공무원 및 학교, 종교기관, 상점과 

기업까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지와 지지를 기반으로 탄생 

-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정무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③ 공정무역 도시 

-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세계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원하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5 가지 목표에 도달한 도시를 평가해 부여하는 인증 

  

* 공정무역도시 달성 5 가지 목표 

1. 지방정부 및 지역의회는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상품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 

2. 지역의 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공정무역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 내 커뮤니티의 대학, 학교, 종교기관, 실천기업 및 기관에서 공정무역상품이 사용된다.  

4. 미디어 홍보와 대중의 지지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 한다. 

5. 지역단위로 공정무역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정무역마을 지위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화성시 



 

④ 페어워싱 

- 공정무역을 이용하려는 대기업의 상술 

- 공정무역이 기존 기업의 무역관행을 좀더 책임감 있게 바꾸고 노동자와 혜택 받지 못한 생산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것임에도 단순히 공정무역 제품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 – 

조롱거리가 될 우려가 있음 

Ex) 2005년 9월 영국 잡지 <가디언> 네슬레가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미묘한 헤드라인 아래 전했다. “속임수인가, 눈 가리고 아웅인가?” “네슬레의 새로운 브랜드는 

공정무역 활동가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진정한 개혁의 징조인가, 아니면 단순히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인가?”로 시작된 이기사는 베이비 밀크 액션의 정책담당자인 페티 런달이 네슬레의 공정무역 

움직임에 대해 “굉장히 우려된다. 공정무역 마크를 네슬레에 주는 것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공정무역 

제품의 의미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p.27-28 

 

- 그러나 네슬레 사례가 최초가 아님. 이미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소량의 상품에 공정무역 

마크 사용해옴. 전체 제품이 아님에도 공정무역으로 마케팅 진행 (스타벅스의 경우 공정 무역 원두를 

미국 스벅에서 30% 사용하고, 전세계적으로 공정무역 원두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프랑스 스타벅스 

밖에 없다고 합니다.) 

- 2003년 맥도날드 스위스 매장에 공정무역 커피 도입 

- 2005년 11월부터 미국 맥도날드 전국 658 개 매장에서 공정무역 커피 판매 

출처 소비자와 생산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의 힘, Fair Trade  Adnocacy Office 지음, 

한국공정무역연합 옮김, 시대의 창, 2010. 

 

⑤ 공정 가격 

- 생산비용, 생활비용 등,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  

- 생산지의 상황과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 

- 시장가격과 공정가격 중에 높은 쪽으로 결정 

- 인증시스템마다 책정기준이 다르지만 공정무역은 공정가격을 반드시 포함 

 

⑥ 생산지지원금 

- 생산자 역량강화 혹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정무역 단체들이 직접 전달하는 기금이나 사업비 

- 생산자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사용되며 국제개발 활동과 연계하여 지원하기도 

함. 

- 금액과 사용처는 생산국 공정무역단체와 소비국지원단체의 협의 하에 결정  



 

⑦ 소셜 프리미엄 

-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원칙 중에 하나 

- 공정가격 외에 생산자 공동체에 전달되는 지원금 

- 생산자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처를 결정하며 금액은 국가, 품목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 

 

⑧ 공정무역제품  

- 생산, 수입,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정한 공정무역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독립적인 제 3 자 외부 기관이 감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여 “국제적인 투명성”이 확보된 

공정무역인증마크가 있는 제품만을 말함. (예 FLO 등) 

- 전 세계 선진 소비자들은 위와 같이 공정무역인증제품의 구매를 통해서 “안전성, 윤리성, 신뢰성”을 

담보 받음. 제 3 세계 농민과 가족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  

- “공정무역 인증마크 제품” 소비운동이 정착된 선진 국가에서는 공정무역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해 매년 10% 이상의 큰 성장을 이루고 있음. 

출처 http://www.fairtradekorea.org/main/user/userpage.php?lpage=ft1_7_kor 

 

⑨ 대안무역제품 

-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는 이와 같이 투명성이 확보된 공정무역인증마크가 있는 제품만을 

공정무역제품이라 정의하며, 그 외 국제인증마크 없이 공정무역이라 단순 번안되어 판매되는 제품은 

‘Alternative Trade, 대안무역제품’ 이라 정의 

출처 http://www.fairtradekorea.org/main/user/userpage.php?lpage=ft1_7_kor 

 

2. 역사 

* ‘공정무역’ 단어: 1985년 2월 런던에서 영국과 많은 제 3 세계 국가의 조합들이 참가한 ‘무역과 

기술회의’에서 마이클 배럿 브라운이 처음 사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정무역 [fair trade, 公正貿易] (두산백과) 

 

* 공정무역의 역사 

1946 년 북미 메노나이트교회(Mennonite)가 푸에르토리코 노동자의 자수품을 거래하고, 제 2 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빈민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동유럽과 중국 난민들의 수공예품을 구매한 것이 

공정무역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대체로 종교적 성격이 짙었고, 거래 품목은 대부분 

수공예품  



↓ 

1960년대에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단체들이 조직되며 활동이 본격화  

↓ 

1980년대에는 각종 단체들의 연합체가 등장하고 특히 인증라벨이 생기면서 대중적으로 확산 

↓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커짐.  

↓ 

2000년대에는 자본주의 대안활동으로 여겨지며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일종의 무역 트렌드가 되면서 

영리기업들도 공정무역 영역에 진출하는 공정무역 주류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한국에서는 2003년 아름다운가게가 네팔·인도산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공정무역운동 시작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정무역 [fair trade, 公正貿易] (두산백과) 

소비자와 생산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의 힘, Fair Trade  Adnocacy Office 지음, 

한국공정무역연합 옮김, 시대의 창, 2010, p.48-49 

 

1946 

미국의 텐사우전드빌리지에서 푸에트토리코 바느질 자수 제품 구입 시작 

1950년대 

영국 옥스팜가게에서 중국난민들의 수공예품 판매 시작 

1958 

미국 내 첫 번째 공식적인 ‘공정무역’ 가게 오픈 

1964 

영국 옥스팜에서 ‘옥스팜 무역’이라는 고유의 무역회사를 만듦 

1967 

네덜란드 수입단체 ‘공정무역기구’ 설립 

1969 

네덜란드에 첫 번째 ‘제 3 세계 가게’ 개업 

1960년대 

인도네시아의 마차코스 구 노동조합 페케르띠, 페루의 미니카 같은 남반구 공정무역단체들 설립 

1973 

과테말라 소규모 농민 협동조합의 커피를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수입함으로써 수공예품 외에도 식품 

관련한 공정 무역 시작 



1980년대 

네덜란드 교회를 기반으로 한 NGO 가 공정무역 마크를 생각해냄 

1987 

11 개 공정무역 수입업자들이 EFTA 설립 

1988 

네덜란드에 막스 하벨라르 상표 사용시작. 1년 만에 막스 하벨라르 커피의 시장점유율 약 3퍼센트, 

독일(트랜스페어), 영국(공정무역재단), 미국 등에서 비슷한 상표 이니셔티브 시작 

1989 

IFAT 설립, 전 세계 61 개국 270 개 공정무역 단체로 구성 

1990년대 

방글라데시 전국공정무역연합 구성(1994), 네팔(1995), 필리핀 (1998),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뒤를 따름 

1994 

NEWS! 설립 

1994 

워싱턴 D.C.에 FTF설립 

1997 

FLO 설립 

1998 

FLO, IFAT, NEWS!, EFTA는 FINE이라는 이름으로 비공식 네트워크 구성 

1999,2001,2003,2005 

공정무역은 시애틀, 도하, 칸쿤, 홍콩에서 개최된 WTO 장관회의에 대표 보냄 

2001 

FINE은 공동의 공정무역 정의에동의 

2001 

IFAT 의 지역 지부로 AFTF 설립. 그후 다른 생산자 지역 네트워크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구성됨 

2004 

공정무역단체 마크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IFAT 에 의해 시작 

2004 

FINE, 브뤼셀에 페어트레이드 어드보카시 사무소 설립 

2005 

기존 공정무역 기준과 정의, 절차를 통합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품질관리 시스템 시작 

2009 



IFAT 이 세계공정무역기구로 명칭 변경 

 

* 국제 공정무역운동의 조직 

5 개 국제협의체에 의해 조직 

① 국제공정무역연합 international fair trade association, IFAT  (> 2009년부터 WFTO 로 바뀜)  

- 70 여 개국 참여 

 

② 유럽공정무역연합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 EFTA 

- 9 개 유럽 국가 + 11 개 주요 공정무역 수입업체의 연합 

③ 유럽월드숍네트워크 Network of Eurpean Worldshops, NEWS! 

- 13 개 유럽국가의 15 개 월드숍 연합 (2007년 집계로는 3200 여 개의 월드숍에서 2100 명 이상의 

직원과 10 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음) 

④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FLO 

- 국제적으로 공정무역 기준을 정립하고 인증하는 기관 – 2 기관으로 이루어짐 

- FLO협회; 기준을 검토, 개발, 생산자 지원 

- FLO 인증유한책임회사; 생산, 무역, 제조, 유통과정에서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검증 

- 15 개 유럽국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포함 21 개국에서 공정무역 인증 

이니셔티브 담당하는 네트워크  

⑤ 공정무역연합 Fair Trade Federation, FTF 

- 미국 기반 국제 공정무역 네트워크 

 

* 1990년대 공정무역 마크의 도입- 세계 시장에서의 커피가격 폭락 → 커피 소작농이 실직, 기아 당면 

→ 1988년 공정무역업자들이 제품에 공정무역 마크를 붙이는 아이디어 생각해냄 

- 최초의 공정무역 마크 이니셔티브; 막스 하벨라르(네델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커피농장의 노동착취를 반대한 유명한 소설 캐릭터) 

- 영국공정무역재단, 독일 트랜스페어 등 몇 나라의 공정무역단체에서도 독자적인 공정무역 마크 만듦, 

판매량 증가 

- 1997년 FLO 가 국제 공정무역 기준을 정하고 생산자 지원, 제품 인증, 기준 준수 여부 감시하는 

상위단체인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 창립 

- 2002년 이후 대다수 각국 인증기관; ‘제 3 게계생산자의 더 나은 거래를 위한 보장’으로 하나의 국제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시작 

- 2003년 이후 FLO 인증회사가 공정무역 인증 및 기준 검증 

 



2.국내 사례 (이지연)  

1.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공장의 아동 노동 착취 심각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7/2019100701535.html?utm_so

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3~4 세 아이까지 동원… 한국 기업 운영하는 해외 팜유 농장서 아동 노동 착취 

지난달 18~19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본심의에서 한국 기업이 개발도상국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원들은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방지할 적절한 체계를 갖추라고 권고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등 한국 시민단체가 확보한 자료와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팜유 농장의 

아동 노동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아이들은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잡초를 

베고, 농약이나 제초제도 직접 뿌린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 무거운 팜유 열매를 따는 일도 매일 반복하고 

있다.  

팜유 농장에서 아동 노동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타깃'이라고 불리는 목표 작업량 때문이다. 수마트라주 

리아우 지역에서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 2016년 개인 일일 할당량은 850㎏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도 벅찬 수준이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월급이 깎이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측은 "팜유 농장이 생기면서 마을의 강과 숲이 훼손됐다"면서 

"숲에서 딴 열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먹고살 길은 이제 농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3년 전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하는 활동가들도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의 무분별한 팜유 농장 개발로 환경과 지역사회 파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난개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팜유 농장 개발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팜유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인 삼성물산, LG상사, 포스코대우, 코린도 등은 올해 들어 

모두 "팜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에 따르면 코린도가 개발한 팜유 농장 규모만 따져도 

서울시 크기와 맞먹는 5 만㏊에 달한다. 

2.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아동 노동 



출처 : 스마트폰 배터리에 깃든 아프리카 아동 노동 | Bloter.n 

아동 노동의 산물, 삼성 SDI와 LG화학으로 

1 월 19 일 국제앰네스티가 아프리카 콩고 지역 광산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동 노동 착취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코발트 광물 생산을 둘러싼 아동 인권에 

관한 문제다.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생산 업체와 이들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제조업체는 콩고의 

아동 노동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의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 아동 노동 착취의 주요 무대는 ‘콩도 동팡 광산(CDM)’이다. 콩고 

동팡 광산은 중국의 ‘저장 화유 코발트‘라는 광물 자원 업체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저장 화유 

코발트로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료인 코발트를 구입하는 주요 업체는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생산 

업체다. 이들이 코발트를 활용해 만든 배터리는 애플과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전자제품 

업체와 자동차 업체 다임러, 폭스바겐 등으로 팔려나간다.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비즈니스 및 인권 연구원은 “멋진 상점의 디스플레이와 첨단 기술의 마케팅은 

영구적인 폐 손상의 위험 속에서 인공의 좁은 터널을 통해 광물과 가방을 옮기는 아이들의 모습과 

뚜렷이 대조된다”라며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기술이 주는 혜택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마크 더멧 연구원은 이어서 “유명 브랜드가 수익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데 어떤 원료를 채굴하고 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콩고 동팡 광산에서 채굴된 코발트는 크게 3 개의 대형 자원업체로 팔려나간다. 그중 하나가 

L&F 자원이다. L&F 자원의 코발트는 국내 삼성 SDI와 LG화학이 구입한다. 삼성 SDI와 LG화학은 

애플, 삼성전자, LG 전자 스마트폰의 주요 배터리 공급업체다. 이밖에 저장 화유 코발트가 생산한 

코발트는 화웨이나 델, HP,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제조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3.바이 소셜  buy social  

출처 : https://www.buysocial.or.kr/BuySocialFairTrade  

:바이소셜은나,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상 

실천 캠페인 (누구나 실천가능) 



:바이 소셜x 공정 무역 

공정무역에 대한 랜선축제를 열어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공정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함, 자세한건 링크따라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공정무역 가치 쇼핑 플랫 폼 

 

4. 코이카 공정무역 영리더 스쿨 

출처 : https://blog.naver.com/wfk2012/222113713100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공정무역협의회(KFTO)가 함께 국제 개발협력으로써의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무역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공정무역 집중 교육 

5. 국내에서 공정무역 인증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기위한 움직임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10151310285309  수원시, 국내 10번째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https://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0111115027815756 최대호 안양시장, 

공정무역도시 선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1694&CMPT_C

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성남시, 공정무역가게 1 호점 '가치가게' 선정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공정무역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율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음. 하지만 주체가 되어야할 시민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애매 

 

 

6.KFTO 한국공정무역 협의회 
출처 : http://www.kfto.org/  

설립목적: 저개발국 생산자의 빈곤감소를 위해 경제적 자립 및 복지 증진을 돕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국과 해당국가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며, 한국 공정무역 발전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강화하여 국제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미션: 공정무역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함 

비전: 공정무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공정무역 대표기관 

주요사업:  

국내외 공정무역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협력 

공정무역 옹호활동 및 공동대응 

공정무역 마을운동 –위의 사례 중 몇몇의 주최가 KFTO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공정무역 연구 및 교육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3.해외 사례 (김성주) 

독일 

-독일의 청소년 공정무역교육 

독일에서 공정무역운동은 1960년대 말 힐데스하임 지역의 신․구교 공동그룹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들은 ≪저개발국 원조를 위한 전 교회의 작업공동체 Ökumenischen Arbeitskreis 

Entwicklungshilfe≫를 결성하였고 지구촌의 남북문제에 몰두하면서 바자회에서 남미의 수공예품을 

직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이들이 개도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산업국가들이 저개발 국가들의 

생산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원과 원조계획을 유지할 

수 있을 것“(Raschcke 2013, 37)이라고 강조한 브라질의 돔 헬더 카마라주교의 연설에 자극을 

받아서였다. 동시에 공정무역학교의 학생들을 통해 공정무역제품 사용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2015-2019 유네스코-세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제 5 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학급 - 

공정무역의 학급 Faire Schulklasse – Klasse des FairenHandels”이라는 슬로건이 제시되었다(Vgl. 

Faire Schulklasse). 이처럼 학교보다 학급차원의 슬로건을 내세운 이유는 보다 많은 학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제는 큰 단위가 아니라 작은 하위 단위를 직접 공략하여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홍보하고 경쟁시킴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보다 큰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송희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독일의 공정무역교육」, 한국독일어문학회, 2018 에서 발췌 

  



일본 

-일본의 공정무역시장 성장과정과 사람들의 인식 

일본 공정무역시장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FLO(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 포함, 모든 공정무역 제품은 

2007 년 73 억엔에서 2015 년 265 억엔(2,650 억원 정도), FLO 마크가 있는 제품은 2007 년 

10억엔에서 2015년 100억엔으로 성장했다. 

 2015년에는 일본인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공정무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봤거나 읽어 보았는지 여부를 ‘인지도’로 공정무역을 빈곤, 환경이라는 이슈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친밀도’로 구분해 조사했다. 2008년, 2012년도에도 조사했으며 그 결과 2008년에 

비해 2015년에 ‘인지도’는 12%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도’도 2008 년 22.7%에서 2015 년 29.3%로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들의 

공정무역에 인식이 천천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세대별 차이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공정무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정부 조사 결과, 10 대 후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3 배 정도 더 공정무역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22.9%의 학생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페어트레이드포럼 재팬(Fair Trade Forum Japan) 에서 조사했을 때도 10 대 후반 청소년이 

공정무역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소비자교육진흥법 

일본에서는 2012 년도에 소비자시민(Consumer Citizen)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소비자교육진흥법(Consumer Citizen Society)’이 만들어졌다. 소비자시민은 자신이 물건을 구매할 

때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하는 소비자인 시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공정무역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일본의 공정무역 마을 운동 

일본의 공정무역마을(Fair Trade Town, FFT)운동에는 여섯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FTT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원 기반 확대 

둘째, FTT 운동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인식 제고 

셋째, FT 가 시민 사회에 손을 내밀 것 

넷째, 지역 상점에서 FT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다섯째, 지방 정부의 FT 지원 



여섯째, 지역사회의 재생을 위해 공헌할 것 

공정무역 마을운동의 목표 중 상위 다섯개 목표는 영국의 공정무역 목표와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지역사회의 재생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는 여섯 번째 목표를 추가했다. 

이는 일본내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 격차,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비율, 대형마트의 

유통상권 장악으로 정당한 가격으로 농수산물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부, 어부들이 겪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 소외된 공동체의 급증 등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 목표는 공정무역뿐 아니라 지역의 

인권단체, 환경단체,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달성하고자 한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sehub/221176942807 

 -일본의 공정무역 시스템 

일본 공정무역의 경우 생활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생협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본대안무역(ATJ)은 생협과 국제 개발을 지원하는 NGO 단체이자, 공정무역 회사로써, 1986년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기아 원조를 힘쓰기 시작하며, 1987 년 3 월을 기점으로 타 단체와 함께 

마스코바도 설탕을 수입하여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한가지 작물만 한 곳에서 재배하면 

생산량이 떨어지며 동시에 공급율도 떨어지는 것을 파악하여 생산량 조절과 유통체계 합리화를 위해 

복합영농으로 아채 농사를 지어 가족이 먹고, 남은 양은 지역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장기적인 

형태의 지원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일본의 패션계 공정무역 사례 

Akashi Shoko 는 그녀의 오픈 샵 ‘Loveland Angel’을 통하여 제품 판매를 통하여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매년 50 개의 이벤트를 ‘Target to be the first Fair Trade Town in Japan’이라는 

주제로 주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벤트에 다양한 지역 내 협업 기관으로 구성 된 커뮤니티가 존재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제품의 판매 뿐 이 아닌 지역 인식 제고 또한 촉진시키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소비시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 판매하고 있다. ‘페어트레이드 패션’ 

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활용성이 높은 패션 브랜드 ‘네팔리 바자로’에서는 수공예 기술자, 봉제 

기술자, 자수 기술자 등이 새로운 일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공정 

무역 패션을 ‘세련되고 수준 높은’ 비즈니스로 성립시킨 ‘네팔리 바자로’는 네팔의 40 여 

생산자조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요코하마의 직영점과 240 개 공정무역 가게 그리고 500 여 곳의 

타 상점에 물품을 공급하여 공정무역이 아닌 제품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공정 무역 패션을 ‘세련되고 수준 높은’ 비즈니스로 

성립시킨 ‘네팔리 바자로’는 네팔의 40 여 생산조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요코하마의직영점과 

240 개 공정무역 가게 그리고 500 여 곳의 타 상점에 물품을 공급하여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킨다. 



 출처 : 김지현, 「공정무역도시로의 서울 브랜딩 구축에 관한 연구- 가스탕 마을, 영국 런던,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산업학회, 2016 에서 발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공정무역운동의 전개 

≪페어트레이드-오스트리아≫는 공정무역제도와 공정무역 상품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외무부와 연계함으로써 정치운동이자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켰으며 

외무부의 힘을 빌려 ≪트리미디어 연구소 Trimedia≫에 의해 공정무역상품의 소비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게 하였다. 이는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보다 면밀하게 세우기 위한 방안이었다. 

현재는 거의 매달 주제를 정하여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정무역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광고 스폰이 급격히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보영상에는 스폰 기업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명예를 얻고 있다. 

  

-인쇄매체를 이용한 공정무역 홍보 

인쇄물의 발간은 ≪페어트레이드-오스트리아≫가 모두 책임지고 있으며, 2002 년부터는 편집부가 

맡아서 총천연색으로 발간하고 있다. 사진들도 전문사진가에 의해서 작업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페어트레이드오스트리아≫의 조직이 체계화되어갔음을 의미한다. ≪페어트레이드-오스트리아≫는 

인쇄매체들의 구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배송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제품취급소에 비치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자료들은 온라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TV, 영화관 숏 광고를 이용한 홍보 

윤리적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광고는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페어트레이드-오스트리아≫는 숏 광고 제작업체 선정을 할 때에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평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페어트레이드-오스트리아≫는전형적인 상업성을 상징하는 대형업체가 

아니라 작은 광고업체를 선정하였고 지금까지 작은 제작업체에 숏 광고를 맡기고 있다. 

 출처 : 송희영,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오스트리아의 공정무역운동」, 

한국독일어문학회, 2018 에서 발췌 

  

 영국 



-영국의 공정무역 협동조합 및 프로그램 

커뮤니티 조성 관점에서 보면 영국은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는 데 청소년 

협동조합의 경우 14 세에서 17 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트레이드 크라프트(Trade craft)와 코옵(The 

Co-operative)의 지원을 받아 활동에 참여하며 이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관리하고 사업 기술을 익혀 

공정 무역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제품 판매를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제품을 

고르고 가격과 재고, 시장 조사, 판촉 계획을 구상한다. 또한 이를 학교 매점이나 교회, 쇼핑센터를 

대상으로 판촉 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청소년들에게 국가에서 인정한 영국 국영 

방송 대학에서 발급한 협동조합 및 공정 무역 기업 교육 수료증을 수여하며, 현재 영국에서 200 개가 

넘는 청소년 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다. 공정무역에 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해마다 3월의 첫 2주 동안 열리는 공정무역 포크 나이트 Fair-trade Fortnights 행사는 영국 전역에 

있는 9,000 개에서 1 만 개의 공정 무역 활동과 관계있는 장소에서 공정 무역을 축하한다. 이 기간 동안 

영국 내 대학, 카페, 음식점, 가게, 슈퍼마켓, 교회, 모임 장소에서 제품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공정무역 

음악회, 토론회,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축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코미디와 미디어를 활용한 소비자의 참여 유도 

자선 기부 컨텐츠 보유 회사 코믹 릴리프에서는 2 년마다 홀수 해 3 월 중순에 BBC 와 슈퍼마켓 

세인즈베리(Sainsbury)의 후원으로 빨간 코를 부착하고 말리와 카메룬에서 생산된 공정무역 면으로 

만든 기념 티셔츠, 르완다 산 커피를 판매해서 이익금 전부를 코믹 릴리프에 기부하며, 이를 통하여 

‘미션: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라는 그들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을 던지며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출처 : 김지현, 「공정무역도시로의 서울 브랜딩 구축에 관한 연구- 가스탕 마을, 영국 런던,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산업학회, 2016 에서 발췌 

 4.해외 사례 (최근화) 

<국가 차원의 공정무역마을 운동> 

-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영국의 작은 마을 Garstang 의 주민들이 2000년 4월 공식회의를 통하여 세계 

첫 번째 공정무역 마을임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전세계적으로 성장해왔고, 아시아 첫 

번째 공정무역 마을인 일본의 Kumamoto, 미국의 Greenwich, 독일의 Herne, 네덜란드의 Delft, 

벨기에의 Kontich and Bilzen, 스페인의 Mardrid, 스코틀랜드의 Rutherglen and Cambuslang, 영국의 

Witney가 2011년 6월 4일 공동으로 공정무역 마을임을 선언함으로써 공정무역마을은 1,000 개가 

되었다. 공정무역 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에서 심사하는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공정무역 마을, 종교단체 및 학교 지정 운동은 집단적으로 공정무역을 홍보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공정무역을 활성화한다. 

유럽연합의 많은 지도자들이 공정무역 마을 운동의 성과를 축하했으며, 공정무역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공정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 :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 서정희(Seo, Jeonghee)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2011, Vol.20 (6), p.1121-1133 

  

- 가스탕은 영국의 북서쪽, Lancashire, Wyre Borough 에 위치한 작은마을이다. 하지만 이 마을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공정무역지구(FairTrade Town)를 허가받은 마을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지구상에 FairTrade Town 의 모든 역사는 5,000 명으로 시작한 이 작은 마을에서 유래하고 있고 

그들은 공정무역(Fair-trade) 기관으로부터 2001년 11월 22일 Fair-trade Town 인증을 받았다.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에 공정무역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물론, 마을 내 몇개 있지 

않은 마켓과 비누샵, 카페 등에서 일정 비율의 공정무역 제품을 직접 판매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상점을 이용하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레 공정무역 참여를 유도하며, 이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광 상품 연계 등 6차 산 

업까지 발전하고 있다. GOG(가스탕 옥스팜 그룹)는 1997년부터 학교와 직장, 교회 등 지에 

서 공정무역의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꾸준한 축제 

참여와 공공기관 납품 등을 통하여 인식을 제고 하고자하였다. 가령 지역 내 6 개의 카페와 함께 

1995년부터 2년 간 ‘Pepsi Challenge’와 비슷한 성향인 ‘Cafedirect Challenge’라는 

캠페인을 시행 하였는데, 이는 눈을 가리고 어떠한 것이 대기업의 커피이고 어떤 것이 공정무역의 

커피인지를 판가름하는 Blind Test 였던것이다. 이 중 49%의 시음자가 공정무역 커피의 최상 등급을 

주었으며, 31%가 타 브랜드, 20%는 모르겠다는 응답을 주었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주민은 물론이며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전 세계 공정무역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지역 커뮤니티 조성’,‘시민 인식 제고’의 관점에서 본 선행 사례 가스탕과 

런던 그리고 구마모토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행의 공통점은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였다. 이에 따라 각 시에서는 장기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로 공정무역 

이야기를 알림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와 이야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에 힘을 쏟았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의 대한 인식제고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해 

알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공정무역도시로의 서울 브랜딩 구축에 관한 연구: 가스탕 마을, 영국 런던,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현 ; 공용택/한국문화산업학회/문화산업연구, 2016-12, Vol.16 (4), p.21-27 

  

<공정무역 교육> 

- 공정무역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공정무역 학교를 지정하여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공정무역을 

가르치고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지리교과서에는 커피의 불공정한분배구조, 커피 재배 농민들의 고단한 

생활 모습을 사진과 읽기자료로 제시하고, 커피생산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무역을 소개하고 있다. 

즉 공정무역이 단순히 생산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Oxfam도 공교육에서 세계 시민성교육의 실천을 확대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용 교재로 'Fair Trade Chocolate Activity Book'을 개발하여보급하고 있다 



출처 :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 서정희(Seo, Jeonghee)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2011, Vol.20 (6), p.1121-1133 

  

- 영국의 공정무역의 교육컨텐츠로는 공정성의 개념과 의미/공정무역이 필요한 이유/ 식품의 원산지와 

생산자/ 세계 무역 패턴이 존재하는 이유와 무역 불균형의 빈곤 초래 이유/ 공정무역의 작동 원리 및 

공정무역의 기대 효과/ 공정무역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국의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는 항목 : 식당, 회사,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그들을 학생들이 직접 

설득) 지역 카페와 식당에서 공정무역 재료로 전환 / 공정무역 빵 판매, 공정무역 패션쇼와 같은 

공정무역 행사 개최 / 작은 숍 또는 빵 판매를 통한 공정무역 기금 모금 / 강연자 초대 / 우리 학교 

공정무역 활동에 다른 학교 초대 / 다른 학교에 가서 자신의 학습 및 활동 소개 

  

<벨기에의 개발협력기구인 BTC>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는 ‘공정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fair trade)’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정무역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의 생산자들과 공정무역 단체의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간행사인 ‘공정무역주간(fair trade week)’을 주도하는 등 벨기에 

내에서의 공정무역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개발협력기구들의 지원은 해당 국가에서 

공정무역의 성장을 돕고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에서 공정무역단체들의 자활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국의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부> 

-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90 만 파운드를(약 40억) Fairtrade Foundation 을 통하여 공정무역 

운동에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120 만 파운드(약 25억)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였다. DFID는 특히 

영국 내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방글라데시의 NGO 인 브락 Bangladesh Rural-Advancement Committee> 

- 브락에서 운영하는 공정무역기업인 아롱(Aarong)은 연간매출액이 2006 년 2,470 만 

달러(약 364억)에 이르는데 그 중 90%이상이 국내시장 매출로부터 나온다.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의 

성장, 여러 나라에서 중산층의 성장 그리고 소비자-생산자 간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공정가격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지역 공정무역 단체들의 

노력이 공정무역 시장으로서 아시아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아롱은 백화점으로 전국에 매장이 있다. 현지 의상, 커텐, 쿠션커버, 장식품 등 방글라데시 전통 

수공예품들을 살 수 있는 최고급 쇼핑센터이다. 전통적인 디자인의 물품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곳이다. 

출처 : https://bdkorea.tistory.com/678 

 출처 - 공정무역(Fair Trade) 운동과 국제개발협력/ 김현승 안나 



  

<더바디샵> 

- 1987년 화장품 업계 최초로 공정무역 시작 

- 전 세계 23 개국, 31 개의 공정무역 파트너들과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12,450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됨. 이를 통해 질 좋은 천연 원료와 수공예품을 공급받고 있음. 

- ex)가나 퉁테이야 여성협회로부터 시어버터를, 네팔로부터 수작업으로 만든 

종이선물박스(지속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짐)와 쇼핑백을 구매하고 있음 

- 동물실험 반대, 공정무역 지원, 지구 환경 보호, 인권 보호, 자아 존중 고취라는 기업 이념을 가지고 

“ENRICH NOT EXPLOIT” 캠페인 진행 

 출처 : https://www.thebodyshop.com.my/communitytrade/ 

https://blog.naver.com/hyejiin04/221606678857 

  

<파타고니아> 

- 공정 무역은 파타고니아 제품 생산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임금을 

생활 임금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 공정 무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파타고니아는 공정 무역 라벨이 붙어 있는 공정 무역 인증 

제품마다 추가금을 지급합니다. 추가금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며, 사용처도 노동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지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정 무역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직원과 관리 직원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2016년 5월까지 파타고니아 

제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7,000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공정 무역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 공정 무역이 공장 소유주와 노동자들, 관심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파타고니아는 공정 무역 제품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파타고니아의 공정 무역 제품은 1 개 공장에서 만든 10 개 스타일 제품이 전부였습니다. 2017년 봄 

파타고니아는 10 개 공장에서 287 개 스타일의 공정 무역 제품 -보드숏과 비키니 전 제품 포함- 을 

생산합니다. 2017년 가을에는 12 개 공장에서 생산한 440 개 스타일의 공정 무역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 공정 무역 의류 공장들은 대부분 아시아에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공정 무역 프로그램을 멕시코와 

미국까지 확대한 최초의 의류 회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봄에는 콜롬비아와 베트남에도 공정 무역 인증 

공장이 생길 예정이며 가을에는 태국과 니카라과에 있는 공장들도 공정 무역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파타고니아는 우리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삶을 낫게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생활 임금 기준을 만들기 위해 미국 공정 무역 협회(Fair Trade USA)와 



협력을 시작했고, 공정 노동 위원회(Fair Labor Association)의 일원으로 정교하고 규모가 큰 공정 

임금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비영리 민간 단체인 미국 공정 무역 협회는 2014년부터 파타고니아 제품을 만드는 봉제 공장 직원들이 

인상된 임금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미국 공정 무역 협회는 파타고니아 제품 봉제에 추가 비용을 

설정해서 파타고니아가 돈을 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권리를 누리게 하는 특별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지급하는 추가 비용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가고, 직원들은 이 

돈을 현금 보너스로 쓰거나, 모든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 공정 무역은 공장에 기대하지 않았던 이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4년, 인도에 있는 파타고니아 

공정 무역 공장 직원들은 추가 지급 비용을 통해 임금을 더 받았을 뿐 아니라, 관리 팀과 소통의 기회도 

얻었습니다.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이 공정 무역 비용을 깨끗하고 안전한 주방 시설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방 시설을 회사 비용으로 직접 설치해 주었습니다. 공정 

무역을 통해 공장 관리인들은 노동자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요리하는 장소를 얻었고, 남은 공정 무역 기금으로 장마 계절에 입을 우비도 샀습니다. 

- 공정 무역을 통해 우리는 공정 노동 위원회 회원들에게 생활 임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정 무역 위원회에서는 현재 전세계의 임금 자료를 모아, 빈곤 기준, 최저 임금과 최저 생활 임금을 

현재 공장 지급 임금과 비교한 도표를 만들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출처 : http://www.patagonia.co.kr/shop/inside/footprint.php 

  

 

<일본의 공정무역 패션브랜드 네팔리 바자로> 

- ‘페어트레이드 패션’ 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활용성이 높은 패션 브랜드 ‘네팔리 바자로’에서는 

수공예 기술자, 봉제 기술자, 자수 기술자 등이 새로운 일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공정 무역 패션을 ‘세련되고 수준 높은’ 비즈니스로 성립시킨 ‘네팔리 바자로’는 네팔의 

40 여 생산자조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요코하마의 직영점과 240 개 공정무역 가게 그리고 500 여 

곳의 타 상점에 물품을 공급하여 공정무역이 아닌 제품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공정 무역 패션을 ‘세련되고 수준 높은’ 비즈니스로 

성립시킨 ‘네팔리 바자로’는 네팔의 40 여 생산조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요코하마의 직영점과 

240 개 공정무역 가게 그리고 500 여 곳의 타 상점에 물품을 공급하여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킨다. 

 출처 공정무역도시로의 서울 브랜딩 구축에 관한 연구: 가스탕 마을, 영국 런던,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현 ; 공용택/한국문화산업학회/문화산업연구, 2016-12, Vol.16 (4), p.21-27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최근 들어 한국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가격 및 품질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에서 판매된 제품에 대한 실망과 불신, 제품 

생산 공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 및 노동력 착취, 임금체불, 불안한 식품 안전 및 위생 등의 문제가 

언론 및 SNS등을 통해 쉽게 노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를 통해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행동은 소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전술한 문제들이 향상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하며, 사회적 

또는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의 경우 동종제품의 일반적 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가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출처 :한국 소비자의 공정무역 커피 가격프리미엄지불의사에 대한 연구 /정선미 ; Hyun Sang Shin/ 

사회적기업연구(Social Enterprise Studies), 2019-08, Vol.12 (2), p.3-44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공정무역 구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소비자일수록 높은 지불의사 수준에 속할 확률이 1.539 배 

높아진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가격프리미엄에 대해 대략 2/3 의 소비자가 용인하는 수준은 10%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은 공정무역 커피의 

가격전략(pricing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가격프리미엄 지불의사를 보이는 소비자는 공정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높은 

세계시민주의, 높은 주관적 규범을 가진 소비자였다. 따라서 공정무역 커피 관련 실무자들은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공정무역 커피의 의미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소비자가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 소비자의 공정무역 커피 가격프리미엄지불의사에 대한 연구 /정선미 ; Hyun Sang Shin/ 

사회적기업연구(Social Enterprise Studies), 2019-08, Vol.12 (2), p.3-44 

  

<해외의 공정무역 네트워킹 사례>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네덜란드, 스위스 및 영국에서는 비영리조직과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파트너쉽과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공정무역의 선구자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Oxfam 은 공정무역 회사와 조직의 네트워크로 주로 캠페인을 담당하고, 

FTF(Fair Trade Foundation)은 생산,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이고, Tradicraft 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서 학교, 교회와 비영리단체에 판매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대규모의 공정무역 국제기구인 FLO(세계공정무역인증기구), IFAT(현재는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NEWS(유럽 월드숍 네트워크: 현재는 세계공정무역기구 유럽의 산하에 

있음), EFTA(유럽공정무역기구)의 머릿글자를 따서만든 FINE 가 1998 년부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공정 

무역 운동 기구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EuropeAid가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유럽공정무역기구가 주파트너로 참여하여 2007년말부터 

3년간 시행된프로잭트인 Fair Procura 는 정부 당국자들이 공정무역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시행되었다. 브뤼셀의 EFTA Fair Procura Office가 주로실행을 하였고, 

네덜란드의 Fair Trade Original, 이탈리아의 CTM Altromercato, 벨기에의 Oxfam 



Worldshop,스페인의 IDEAS가 파트너로 동참했다 

출처 :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 서정희(Seo, Jeonghee)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2011, Vol.20 (6), p.1121-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