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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① 공정무역의 의미

국가 간 동등한 위치에서 무역이 일어나도록 하며 
동시에 무역 혜택이 동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무역 형태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한 무역협력
 ↓

제 3세계의 소외 생산자, 노동자들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 권리를 보장
 ↓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 1985년 2월 런던, ‘무역과 기술회의’
영국과 많은 제3세계 국가의 조합들이 참가한 마이클 배럿 브라운이 처음 사용



1997

FLO 설립1988
네덜란드에서 막스 하벨라
르 상표 사용시작

② 공정무역의 역사

1946
미국의 텐사우전드빌리지, 
푸에트토리코 바느질 자수 

제품 구입 시작 1950s

영국 옥스팜가게, 중국난민
들의 수공예품 
판매 시작



페어워싱
기업이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 무역량의 큰 감소

보호무역주의 팽창
최근 보호주의적인 무역태도 
→ 공정무역 본질 희미해짐

인식 부족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문제점01



02
제안 정부(1)

정부

정보의 집적과 유통:
누구나 쉽고 올바르게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의 집적과 유통 면에서 노력할 것

→ 공정무역 학교를 지정하여 청소년 공정무역교육을
    실시할 것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콘텐츠 홍보에 힘쓸 것



02
제안 정부(2)

정부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
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할 것
  :공공구매/ 공공조달 시 관련 제도로 인한 제약이 따르는 일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민관협력 강화 및 공정무역마을 운동 홍보에 힘쓸 
것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 



02
제안 정부(3)

정부

 

공통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도모:
 국내 공정무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회적 기업 및 소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폭을 넓힐 것

   → 시민단체와 기업, 소상공인 등과의 협력을 넓힐 수 있
도록 이들을 잇는 공통된 목표, 연결점 제시할 것
   → 다양한 기업, 협력단체 간에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연결다리의 역할을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