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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상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     

 Promotion strategies for consumption of the fairly trad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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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ir trade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from ethical consumers in the North Trans-Atlantic world. It is a movement 
establishing alternative trading organizations to ensure minimal returns, safe working conditions, and to provide continuity 
in the trading relationship for disadvantaged producers, especially women and indigenous people in the South. Despite 
of the growing fair trade movement in the U.S. and Europe, it is still in the introductory stage in Korea. Although 
fair trade has gained some attention because of the efforts of activists, most Korean consumers are still unaware of 
it.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including an introduction and conclusions. In section two, I analysed sales 
of the fairly traded products and the websites of the fairly traded products sellers. In section three, I proposed two 
effective recommendations for the better marketing and promotion strategies of fairly traded products. One proposal 
is for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like fair trade certificates, consumer campaigns, and consumer information of 
the fair trade sellers' websites analyses. The other is for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to promote the consumption 
of fairly traded products such as consumer educ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enterprise, fair trade town 
and school, and  networking. This study is relavant to academics, non-profit fair trade organizations, manufacturers, 
retailers and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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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이 대

두되게 되었고, 적극적인 구매를 통하여 제 3세계의 가난

한 생산자들을 돕기 위한 윤리적 소비와 착한 소비를 구

현하려는 공정무역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

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한 무역협력으

로써, 제 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

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보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윤리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소

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정옥, 2008). 
공정무역은 1946년 미국의 시민단체인 Ten Thousand 

Village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수공예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 옥스팜 

상점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팔면서부터 시

작됐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9월 ‘아름다운가게’에서 아

시아 지역에서 수입한 수공예품을 판매함으로써 공정무

역이 시작되었다(“공정무역은 행복한 소비”, 2011). 
현대 소비자의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 가격보다 가치

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 증가, 윤리적 소비방법이 보다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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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해짐에 공정무역을 포함한 윤리적 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2009년에 오히려 증가하였

다(김나경, 2011).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공정무역이 양적으로 가장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미

미한 실정이며,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매우 

낮고, 일반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상품을 사기가 다른 상

품에 비하여 어렵다.  
기존의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유경쟁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체제로서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공

정무역에 대한 연구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공정무역의 사

회 지향적 연구로 나뉘어져 있다(Lee, 2009). 공정무역과 

관련된 소비자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누가 왜 구매하

고, 얼마나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다룬 연구들이 이

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소비윤리와 공정무역 

상품의 구매의도와 구매동기를 다룬 연구들이 조금씩 이

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공정무역 상품의 소매와 마

케팅을 위한 연구들이 있으나(Nicholls, 2002; Wright & 
Heaton, 2006),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많

은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오

프라인매장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장에서도 이용하고 

있는데, 공정무역상품의 온라인판매와 관련한 실태나 현

황 등을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비

영리 공정무역기구, 공정무역 상품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게는 보다 효율적인 공정무역 상품 분배와 홍보를 하게 

하고, 공정무역을 의제화 하려는 정부와 지반자치단체에

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공

정무역 활성화와 윤리적 소비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확

산에 기여할 수 있다. 

Ⅱ. 우리나라 공정무역 상품의 판매 

실태

공정무역 상품은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수출상품인 

커피, 바나나, 차, 코코아, 목화, 과일, 수공예제품이 주를 

이룬다. 58개국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580개 생산자 

집단에 속한 100만명이 넘은 영세농민과 노동자가 생산

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럽 소비자의 80%가 공정무역에 

대하여 알고 있으나 직접 공정무역 상품을 사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무역 판매액이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2007년 거래량은 22억 달러

로 세계무역의 0.1%에 불과하였다.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해마다 30-40%씩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도 13%가 

증가하였다.
세계공정무역인증기구(FLO)의 자료에 의하면 25개 회

원국에서 2009년 공정무역 상품의 매출액은 34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무역 상품 판매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으로 전체 매출액의 26%, 두 번째는 미

국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프랑스와 독

일으로 각각 8%, 캐나다 6%, 스위스 5%, 아일랜드와 핀

란드가 각각 3%를 차지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유일하게 1%를 차지하였다(Boonan et al., 2011).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되기 시

작하였기 때문에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 그러나 공

정무역 상품 매출액이 2006년에 4억 천 6백만원에서 

2007에는 9억 4천만원으로 126%가 증가하였고, 2008년

에는 28억 5천만원을 기록해 203.2%가 증가하였고(원창

수, 2009), 2009년에는 21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김나경, 2011).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으로 취급하는 

품목과 수도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커피, 초콜릿, 마스코

바도(설탕)를 비롯하여 200여 개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

다. 공정무역제품은 생활협동조합, NGO단체의 국제연대 

뿐 아니라, 몇 년전부터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도 생기고 

있다(천경희 외, 2010).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공정무역 상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고, 백화점이나 대

형할인매장 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다. 시
민단체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서

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상

품을 사기 위해서는 온라인매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국내 공정무역산업의 현황을 파악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공정무역 온라인 매장을 보다 더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판매 사이트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서정희 외, 2010).
<Table 1>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정무역 

판매 사이트의 현황이 요약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무

역 상품 판매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6곳이 운영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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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n the Operations of Korean Fair Trade Sales Sites

Guru Dure Beautiful 
Coffee iCoop Ullim Peace Coffee

Open Date 2008 2004 2002 2006 2008 2004

Importer
Nepal, India, 
Cambodia, 
Vietnam

East Timor, 
Equador, peru, 

Philipines, 
Palestine

Nepal, Peru

East Timor, 
Philipines, 
Columbia

Switzerland, 
UK, Pakistan East Timor

Dealing 
Items

Coffee, Organic 
cotton cloth, 

Cotton, 
130~140 items 

Coffee beans,
Instant coffee, 
Muscovado,

Cocoa, 
Olive oil, 

Black pepper

Coffee, 
Chocolate, 
Black tea, 
Cookies, 
Souvenirs

Muscovado, 
Olive oil, 
Regular 
coffee

Coffee, 
Chocolate, 
Football, 
Cereal, 

Cereal bars,  
etc.  

Coffee beans, 
New crop, 
Tea bags, 

Chocolate, Mug, 
Dripper

Operating System
(with off-line) ◯ ◯ ◯ ◯ ◯ ◯

Distribution
(non-member 

order)
◯ × ◯ × ◯ ×

Shop 
www.fairtradegr

u.com
Insa-dong

www.dure.coop
Dure shop

www.beautiful
coffee.
com

 Homeplus

www.icoop.or.
kr 

Coop Shop

www.fairtradek
orea.com 
Insa-dong
Hyundai 

Department 
Store

www.peacecoffe
e.co.kr 

Cafe Timor 

며, 오프라인매장과 온라인매장 운영을 겸하고 있다. 온

라인 판매는 2002년 아름다운커피를 기점으로 2004년엔 

두레 생협과 피스커피, 2006년에는 아이쿱 생협, 2008년

에는 그루와 울림이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

다. 판매 품목으로는 커피를 공통적으로 판매하며 그 이

외에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초콜릿, 홍차, 쿠기, 유기농 

면섬유 등과 같은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다.
두레 생협은 에이피넷이라는 무역회사를 만들어 일본

의 대안무역회사인 ATJ의 협력으로 2004년 필리핀 마스

코바도 설탕, 2006년 6월 팔레스타인 올리브유를 수입하

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iCOOP 생협

은 필리핀 파나이섬으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을 수입하

여 판매하고 있다. 
YMCA에서는 동티모르 산 생두를 볶아 ‘한잔의 커피, 

한잔의 평화’라는 브랜드로 회원을 중심으로 커피를 판매

하다, ‘Peace Coffee’라는 브랜드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커피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동티모르의 사메 지역 생산 현지에 커피원두와 창고, 정

수시설 등 각종 기기들을 지원함으로써 커피농사를 원활

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난한 생산자에게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2002년 서남아시아 수공예품을 판매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정무역을 소개하였다. 2006년

에 네팔의 유기농 커피인 ‘히말라야의 선물’을 출시하면

서 본격적으로 공정무역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8년엔 

페루의 공정무역 커피인 ‘안데스의 선물’, 2009년엔 우간

다의 공정무역 커피인 ‘킬리만자로의 눈’를 출시하였고, 
2010년엔 페루산 공정무역 초콜릿, 2011년엔 공정무역 

커피믹스 등을 선보이며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판매단체들이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조금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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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만 대부분이 제3세계의 빈곤국이 주를 이루고 있었

다. 울림의 경우 스위스와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위스와 영국이 제 3세계에서 수입

한 것을 재수입하는 것이다. 판매방식을 보면 두레 생협, 
아이쿱 생협, 피스커피 등 3곳은 단체 및 온라인 사이트

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만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루, 아름

다운 커피, 울림은 비회원에게도 별도의 결제 창을 마련

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Ⅲ.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 확대 

이 논문에서는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소비자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소비자정보제공에서는 공정무역 인

증과 소비자홍보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내의 공정무역상

품 판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정보제공 현황과 실태

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운동은 선진국에 비

하여 역사도 매우 짧고 활성화도 덜 되어 있으며 주로 판

매사이트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
정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개인적인 판매보다

는 공정무역 교회, 학교, 도시나 마을 등을 지정하여 공정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공

정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험과 관련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공정무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

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1. 소비자정보 제공 

1) 공정무역 

공정무역운동이 시작된 초기에는 공정무역 제품을 파

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

정무역단체들은 공정무역제품을 인증하는 마크를 부여함

으로써 판매조직과 판매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공정

무역 상품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자신의 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공정무역 제품

을 인증하기 위한 기구인 National Initiatives(NIs)가 만

들어졌다. 가장 처음 만들어진 NIs는 1988년에 만들어진 

네덜란드의 Max Havelaar이다. 1997년에 17개 NIs가 모

여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를 조직하였고, 공정무역 제품의 

표준 설정, 생산자단체 지원, 검열 등을 맡고 있으며 2002
년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 미국과 캐나다

의 NIs인 Transfair가 북미의 인증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년에는 Max Havelaar 마크가 FLO 마크로 통합되었다. 현
재는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

의 마크와 로고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공정무역

기구는 선물과 생활용품을 주로 인증을 하고, 세계공정무역

인증기구는 농산품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공정무역인증기구는 전 세계 21개 지사(소비국)와 3

개 지부(생산국)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독일 본(Bonn)에 있

고, 공정무역 인증수수료를 안정적으로 거둬 가장 규모가 

큰 사회적 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FAIRTRADE’를 상표 

등록하고 있다. 2009년 세계공정무역인증기구의 인증을 받

은 상품은 총 1만9000여 개, 전 세계 판매액은 34억 유로

(약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세계공정무역인증기구는 상품

에 따라 1-2%의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 수익만 약 5200
만 유로(약 870억원)로 추산된다. 스타벅스는 FLO 인증 커

피원두를 일부 구매하고 있고, 네슬레는 초콜릿 브랜드인 

‘킷캣(Kit Kat)’을 만드는 데 세계공정무역인증기구 인증 

코코아를 원료로 쓰고 있다(“국제 공정무역 인증기구, 한국

에 내년 공식 진출”, 2010). 
유럽-코리아 재단은 2011년에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

와 한국 내 공정무역마케팅기구 설립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국내 시장에서 공정무역을 대표하는 한국 사무소역할

을 하게 됐다. 유럽-코리아 재단은 국내 기업들에게 제품 

수입, 공정무역 인증 과정 및 공정무역 인증 제품 판매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소비자 및 기업 대상의 인지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유럽-코리아 재단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자선재단

으로, 유럽기업의 한국 내 사회공헌을 통해 유럽 연합과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유럽 

코리아 재단, 세계공정무역의 날 기념행사”, 2011).

2) 소비자홍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트렌드모니

터와 엠 브레인이 2009년 1월15~19일 전국의 남녀 1012
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제품 구매 형태 

조사’ 결과를 보면, 공정무역을 전혀 모르거나, 들어보기

만 했다는 응답자가 83.9%를 차지했다. 특히, ‘전혀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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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응답이 25.8%나 되었고, 공정무역 상품을 사지 않

은 이유도 ‘공정무역 제품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다. 공정무역을 지지한다는 소

비자가 영국 86%, 스웨덴64%, 네덜란드62%, 벨기에 

68%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제품 구매 행태”, 2009).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소

비자홍보라고 볼 수 있다.
해마다 공정무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열리는 행사로는 

세계공정무역의 날(World Fair Trade Day), 공정무역 2주

간(Fair Trade Fortnight), 공정무역주간(Fair Trade Week) 
등이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매년 5월 2번째 주 토요일

은 전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세계공정무역의 날’이다.
이날 수백만의 영세 생산자들, 공예가들, 농부들과 영

세 제조업자들, 생산자의 입장에서, 거래의 주체로서 그

리고 소비자로서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이 이 날을 기념한다. 2011년의 주제는 ‘TRADE FOR 
PEOPLE Fair Trade your world’로 사람과 환경을 거래

와 소비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다. 
공정무역 2주간은 영국에서 시작된 이벤트로 현재는 

영국, 독일 및 벨기에에서 크게 주도하고 있다. 해마다 주

제를 바꾸어서 2월 마지막 주와 3월 첫주에 걸쳐 2주간

동안 열린다. 2011년 주제는 정부가 공정무역제품을 많

이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공정무역 주간은 네덜

란드의 Max Havelaar에서 주도하고 있다. 주요행사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정무역 제품을 많이 사게하고, 수퍼

마켓에서 강의나 특별행사를 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활용

하여 학교에서 아침급식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외식산업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음식점 주간도 함께 열고 있다. 이 

기간에 소비자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공정무역 제품

을 사용하여 준비한 공정무역 저녁을 예약할 수 있다

(Boonan et al.,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부산에

서는 학술모임 부산공정무역스터디의 주최로 2011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유럽-코리아 재단(EKF)은 2011년 세

계 공정무역의 날에 다문화 공동체와 함께 ‘Big Fairtrade 
Breakfast’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더바디샵, 스타벅스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다농, 두싸커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의 메인 후원사인 더바디샵은 

75%의 커뮤니티 페어 트레이드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행사장에서 할인해 판매하였다. 공정무

역 및 공정무역 라벨에 대한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진

행되는 이번 행사에 약 6,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

로 추산되며 관련 정부기구, 관계부처, 유럽 기업 및 국내 

주요 언론 매체 등이 참여하였다(“유럽 코리아 재단, 세

계공정무역의 날 기념행사”, 2011). 
부산공정무역스터디가 2011년 3월 조사한 바에 따르

면 현재 부산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살 수 있는 곳은 아이

쿱 생협이 운영하는 자연드림(커피, 후추, 설탕, 올리브유 

등),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아름다운가게(네팔, 페루, 
우간다 등의 커피, 홍차, 초콜릿 등), 부산 YMCA가 운영

하는 카페티모르(동티모르의 커피), 부산대 앞 커피숍 구

름나무커피,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의 일부 제품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서도 공정무역 동참 촉구 

캠페인”, 2011).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의 날 행사가 

서울과 부산의 두 곳에서만 열리고 있어 보다 다양한 지

역과 조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해서 실

시하고,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계

속해서 공정무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시사 주간지 <한계레 21>이 공정무역 판매 제품 중 

하나인 ‘착한 초콜릿’ 열풍의 진원지가 된 것을 좋은 예

로 들 수 있다. 초콜릿 원료가 되는 카카오의 최대 생산

국인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 아동들의 

실태를 취재 보도한 “초콜릿은 천국의 맛이겠죠.”(“초콜

릿은 천국의 맛이겠죠”, 2009a)라는 인터넷 기사와 한국

공정무역연합과 <예스4>에서 벌인 ‘착한초콜릿’ 캠페인

은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해피 빈의 ‘모두에게 기쁨 주는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물

하세요.’라는 이슈모금함에도 행복한 콩이 쌓였다고 한다. 
“밸런타인을 계기로 ‘착한 초콜릿’과 공정무역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인기 드라마 주인공들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면

서 ‘착한 초콜릿’ 열풍이 순식간에 태풍으로 변했다고 한

다. 이로 인해 월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한다(“착한 

초콜릿”, 2009b). 착한 초콜릿에 대한 인기는 2011년에도 

이어졌는데, 발렌타인데이를 위하여 착한 초콜릿을 기획판

매한 홈쇼핑업체에 의하면 준비한 물량이 15분만에 매진되

었고, 생활협동조합 업체도 준비한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고 

한다(김나경, 2011).  

3) 국내 공정무역상품 판매사이트의 소비자정보제공

의 형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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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ormation Analysis of Korean Fair Trade Sales Sites

Consumer Information Accessibility Guru Dure Beautiful 
Coffee iCoop Ullim Peace 

Coffee

Provider
Information

Identity

company, name, address, CEO,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 ○ ○ ○ ○

telephone/e-mail* △ ○ ○ ○ ○ △

company introduction ○ ○ ○ ○ ○ ○

Operation

number of items ○ ○ ○ ○ ○ ○

stocks × × × ○ × ×
update date ○ ○ ○ ○ ○ ○

click rate × × × × × ×

Use
privacy policy ○ ○ ○ ○ ○ ○

guide ○ × ○ ○ ○ ○

clause ○ ○ ○ ○ ○ ○

Product
Information

Particu-
lar

name, model, open date, size, 
color** △ △ △ △ △ △

country of origin, producer ○ ○ ○ ○ ○ ○

photo(real, enlarged) ○ ○ ○ ○ ○ ○

price ○ ○ ○ ○ ○ ○

Quality
characteristics ○ ○ ○ ○ × ○

function ○ ○ ○ ○ × ×
comparison × × × × × ×

Instruc-
tion

how to use ○ ○ ○ ○ × ○

use experience ○ ○ ○ ○ ○ ○

how to management × ○ ○ ○ × ○

Transaction
Information

Payment
security system ○ × ○ ○ × ×
payment plan ○ ○ ○ ○ ○ ○

receipts × × ○ ○ × ×

Delivery

period ○ ○ ○ ○ ○ ○

restrictions ○ ○ ○ ○ ○ ○

lookup interface ○ ○ ○ ○ ○ ○

shipping charge ○ × ○ ○ ○ ○

A/S
cancellation ○ ○ ○ ○ × ○

refund, exchange ○ ○ ○ ○ ○ ○

compensation ○ ○ ○ ○ ○ ○

information ○ ○ ○ ○ ○ ○

* telephone/e-mail : both ○, one △, none ×
** name, model, open date, size, color : all ○, 1-3 △, others ×

<Table 2>에는 2010년 3월 2일부터 17일 보름간 국내

에서 공정무역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 6곳의 온라

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생 5명이 각 사이트의 소비자 정보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

과가 제시되어 있다. Cho와 Rhee(2003)의 연구에서 제시

한 사업자 정보, 상품 정보, 거래 정보를 토대로, 각 사이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 7

- 1127 -

트의 해당 정보 제시여부와 제시된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

였다. 사업자 정보에는 신원, 운영, 이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고, 상품정보는 사양, 품질, 사용가, 거래정보에

는 지불, 배송, A/S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서정희 외, 
2010).

➀ 사업자정보 제공 현황

사업자정보는 소비자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기본적인 정보이다. 6곳 모두 사업자에 관한 신원

정보가 찾아보기 쉽고, 내용도 충분히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루와 피스커피는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모

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운영정보의 경우 취급 상품수

와 정보갱신일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 잘 제시되고 있었

지만, 아이쿱 생협을 제외한 5곳의 사이트에서 상품의 재

고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방문자 수에 관한 정보는 6곳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정

책이나 이용약관 등에 관한 내용들이 6곳 모두 관련한 사

항이나 방법 등이 올바로 게시되어 있었으나, 두레 생협

의 경우 이용안내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➁ 상품정보 제공 현황

상품의 사양정보는 제품의 제조시기를 제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었다. 공정무역 상품이 대부분 제 3세계에서 

수입하고 있고, 농산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에

게 상품의 제조시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품질정보는 다른 정보들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았

다. 제품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

고, 특히 울림은 3개의 품질정보를 하나도 표시하지 않았

다. 피스커피도 제품의 특징정보만을 표시하였다. 사용정

보에서는 울림만 제품의 사용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정

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루도 의류의 판매가 주를 이루

는데 의류에 관한 중요한 정보인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➂ 거래정보 제공 현황

지불정보 중에서 결제에 대한 정보는 6곳 모두 표시하

고 있었지만, 쇼핑몰의 보완수준이나 영수증 발급에 대한 

정보는 아름다운커피와 아이쿱 생협을 제외한 나머지 사

이트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배송정보는 모든 사이트에

서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었지만, 두레 생협에서만 배송료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결제와 관련하여 혼

란을 줄 소지가 있었다. A/S정보의 경우는 울림이 주문

ㆍ취소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는 모든 사이트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2. 공정무역 인프라 구축

1) 소비자교육의 확대

공정무역에 관한 소비자교육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공정무역에 관한 인식과 실천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학생

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도 공

정무역을 알리는 역사회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무역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공정무역 학교를 지정

하여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공정무역을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지리교과서에는 커피의 불공정한 

분배구조, 커피 재배 농민들의 고단한 생활 모습을 사진

과 읽기자료로 제시하고, 커피생산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무역을 소개하고 있다. 
즉 공정무역이 단순히 생산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

여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Oxfam도 공교육에서 세계

시민성교육의 실천을 확대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용 교

재로 'Fair Trade Chocolate Activity Book'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Choi & Cho, 2009).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공정무역에 관한 소

비자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대학교의 소비자관련 전공과목이나 교양과목에서 

공정무역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무역에 관한 소

비자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공정무역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2011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

정돼 매학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이해 과정`이
라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Oxfam이 

제작한 공정무역 교재를 번역하여 1천부를 인쇄하여, 희

망하는 학교와 시민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연수 과목은 빈곤과 기후변화 등 지구촌 당면 과제에 관

한 설명부터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역사와 현황, 개도국 

생산자의 혜택을 늘리는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방법, 관

련 수업 설계와 실습 등 7개로 이뤄진다. 교사가 사회과 

등 관련성이 큰 교과목 수업에 공정무역을 접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학교 일상에서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국공정

무역연합은 설명했다(“교사도 공정무역 연수”, 2011). 
공정무역에 관한 다큐멘터리 등이 제작되어 방영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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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정무역을 교육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공정무역 커피 생산자들의 이

야기를 담은 '히말라야 커피로드'는 제작진 모두가 재능기

부로 참여해 네팔의 공정무역 커피 생산지에서 100일간 

머무르며 제작한 휴먼 다큐멘터리다. 2010년 7월 3부작

으로 방영돼 다큐프라임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방통위에서 선정하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기도 했다. 
이 다큐멘타리의 소비자교육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Seo, 2011). 소비자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

학생들에게 히말라야 커피로드를 보여주고 공정무역 커

피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정

무역 커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다큐멘타리를 시청한 

지 한 달후에 공정무역 커피를 시음하게 한 후에 맛과 느

낌을 적으라고 하였는데, 커피맛이 좋다고 하였고, 일반 

커피보다 약간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커피를 사겠다고 하

였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마시는 공정무역 커피가 가난한 

커피생산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무역 커피가 

자신의 입과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한다고 하였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지리교과서의 커피관련내용을 커피

의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수업

을 한 후에 조사한 결과 95.1%의 학생들이 공정무역 제

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고, 82.4%의 학생들이 가까운 사

람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하

였다. 그러나 공정무역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학습이나 

자극이 소멸된지 80일이 지난 후에 조사에서는 61.8%가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고, 57.9%가 다른 사

람을 설득하겠다고 하였다(Choi & Cho, 2009). 
그러므로 공정무역에 관한 소비자교육이 단순히 공감

을 넘어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

회성 교육을 넘어 체계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정무역 학

교를 지정하여 공정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나 소비윤리에 관한 소비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윤리적인 소비자가 공정무역 커피를 구

매할 의도가 높다는 연구(De Pelsmacker et al., 2006; 
Kim et al., 2009;  Loureiro & Lotade, 2005), 사회적 책

임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공정무역 의류를 더 많이 구매하

였고(고애란, 2009; Koh & Noh, 2009), 이상주의 성향이 

강하고 보수적 성향이 적을수록 공정무역 커피를 더 좋아

하였다(De Pelsmacker et al., 2005)는 연구결과들이 보

고되었기 때문이다.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통하

여 자연스럽고 쉽게 기부활동을 하게 되고 자신이 사회적

으로 의식있는 소비자로 느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Cha & Ha, 2010).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로 공정무역 제품을 

기업에서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선호와 구매의도에(류은아, 
2003; Dawkins & Lewis, 2003), 고객충성도에(Park & 
Hong, 2009),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에(배현미, 2003), 제
품과 기업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Lee & Park, 2009). 또한 패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기업의 신뢰도, 호감만족도, 
친숙도에 영향을 미치고(Lee & Kim, 2011), 브랜드 애착

과 브랜드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06).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로 기업에서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하고 있다. 국내 대표 공

정무역 단체인 아름다운커피는 2011년 5월 14일 '세계공

정무역의날'을 맞아 지난해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공정무역 커피 생산지 다큐멘터리 '
히말라야 커피로드'를 극장판으로 편집하여 씨너스 강남

점, 분당점, 대전점에서 3회에 걸쳐 상영하였는데, 관람료 

없이 사전 신청을 받아 추첨해 티켓을 배포하였다. 씨너

스는 상영회에 상영관을 제공했으며, 세계공정무역의날 

주간 동안 공정무역 홍보물을 배포하고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였고, 상영 전후로는 공정무역 캠페인도 펼쳤고, 
90여분의 상영 뒤에는 공정무역 관계자와 제작진이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이루어졌다(“공정무역 생산지 휴

먼 다큐, 스크린으로 만난다”,  2011).
롯데홈쇼핑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공정무역상품을 

판매하는 ‘러브 앤 페어’ 기부방송을 실시하였다. 공정무

역상품은 롯데홈쇼핑의 롯데아이몰(www.lotteimall.com)
을 통해 미리 주문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방송은 방송 

시간을 통째로 기부하는 기부방송으로 일체의 수수료 없

이 진행되며 롯데홈쇼핑이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였다

(“롯데홈쇼핑 공정무역상품 기부방송”, 2011). 
스타벅스,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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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커피, 롯데칠성에서 생산하는 칸타타 등이 공정무역 커

피를 사용하고 있고,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큰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정무역 커피는 

아주 작은 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으로 스타벅스의 

커피 사용량 중 공정무역 커피는 2006년 6%, 2010년 

7.9%에 불과하고, CJ푸드빌의 투썸커피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만 쓴다고 홍보했지만 드립커피는 제외되며 롯데칠

성의 공정무역 커피 사용 칸타타 제품은 베스트컬렉션 2
종에 불과하다(“공정무역 외치는 스타벅스 등... 실상은 

글쎄”, 2011).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은 소량만을 사용하면서 전부 사

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공정무역 커피

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감시하고 관련 자료를 소비자에

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활동을 잘 수

행하고 있다고 신뢰하는 소비자들은 신뢰하지 않는 소비

자들에 비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았다(Lee 
& Kim, 2011; Lee & Park, 2009; Mohr & Webb, 2005)
는 연구결과를 기업들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기업 활용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공정무역의 소비는 보다 체계적으

로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띤 공정무역 

판매는 의미를 추구하고 가격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

는 윤리적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사

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나 노인과 같은 소외계

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판매과정에서의 과실이 

더 많이 돌아가고, 판매를 통한 이익의 일부도 공익활동

에 사용함으로써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의미있

는 활동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김재문, 2009).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받는 국제공정무역인증

기구가 2012년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 정식으로 인증한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 관

계자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공정무역 제품과 이를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과 단체의 현황을 파악했다(“국제 

공정무역 인증기구’ 한국에 내년 공식 진출”, 2010). 
G마켓은 올해 국내의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 소비

를 확대하기 위하여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무역 상품을 파

는 ‘착한 소비 365’를 개장했다. 기아대책의 사회적기업

인 행복한나눔은 올해 서울 염창동 사옥 1층에 공정무역 

카페 1호점 비마이프렌드(Be My Friend)를 열었다. 비마

이프렌드는 공정무역을 통하여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 농

가로부터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멕시코 커

피 농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캄보디아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공정무역 카페 1호점 ‘비
마이프렌드’ 문 열어”, 2011). 

4) 공정무역 마을, 종교단체, 학교 지정 

선진국에서 효과가 입증된 공정무역 마을, 종교단체, 
학교 지정 운동을 체계적으로 벌려야 한다. 공정무역 마

을, 종교단체 및 학교 지정 운동은 집단적으로 공정무역

을 홍보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체계적인 자원봉

사활동을 통하여 공정무역을 활성화한다. 특히 공정무역 

종교단체와 학교를 통하여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에 관여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활동하게 한다. 영국

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교가 공

정무역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정

무역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공정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많

이 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관련 기사를 지역신문에 기

재하고 있다.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영국의 작은 마을 Garstang의 주

민들이 2000년 4월 공식회의를 통하여 세계 첫 번째 공

정무역 마을임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전세

계적으로 성장해왔고, 아시아 첫 번째 공정무역 마을인 

일본의 Kumamoto, 미국의 Greenwich, 독일의 Herne, 
네덜란드의 Delft, 벨기에의 Kontich and Bilzen, 스페인

의 Mardrid, 스코틀랜드의 Rutherglen  and Cambuslang, 
영국의 Witney가 2011년 6월 4일 공동으로 공정무역 마

을임을 선언함으로써 공정무역마을은 1,000개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많은 지도자들이 공정무역 마을 운동의 성과

를 축하했으며, 공정무역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공정무

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무역을 지원하는 유럽과

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무역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공정무역 마을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가 처음으로 '공정무

역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011년 24일에 아이쿱인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

래광장 등 민간단체와 공정무역 추진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본청과 일선 기초단체, 시 산하 공

사·공단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시범 구매하고 종교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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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도 공정무역 제품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을 홍보하기 위

하여 영화배우와 성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천생협 

등 협약단체는 필리핀의 설탕, 네팔의 커피, 파키스탄의 

올리브유 등을 인천지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공정무역 도시 만들기 맞손”, 2011). 

5) 공정무역 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네덜란드, 스위스 및 영국에

서는 비영리조직과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파트너쉽과 공

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공정무역

의 선구자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Hira & 
Ferrie, 2006). 영국의 Oxfam은 공정무역 회사와 조직의 

네트워크로 주로 캠페인을 담당하고, FTF(Fair Trade 
Foundation)은 생산,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네트워

크이고, Tradicraft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서 학교, 교회와 

비영리단체에 판매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

크이다. 
대규모의 공정무역 국제기구인 FLO(세계공정무역인증

기구), IFAT(현재는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NEWS(유
럽 월드숍 네트워크: 현재는 세계공정무역기구 유럽의 산

하에 있음), EFTA(유럽공정무역기구)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FINE가 1998년부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공정

무역 운동 기구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EuropeAid가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유럽공정무역기

구가 주파트너로 참여하여 2007년말부터 3년간 시행된 

프로잭트인 Fair Procura는 정부 당국자들이 공정무역 운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브뤼셀의 EFTA Fair Procura Office가 주로 

실행을 하였고, 네덜란드의 Fair Trade Original, 이탈리

아의 CTM Altromercato, 벨기에의 Oxfam Worldshop, 
스페인의 IDEAS가 파트너로 동참했다(Boonan et al., 
2011).

공정무역 운동의 후진국인 우리나라가 공정무역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공정무

역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이 긴 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

력하고, 세계 공정무역기구와의 연대를 통한 긴 한 협력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윤리

적 소비주의도 공정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시민 참

여와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소비주의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Clarke et al., 2007). 프랑스

의 경우 까르푸를 비롯한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공

정무역 상품 시장 규모는 2008년과 2009년 각 20%, 
13%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 여파로 2010년에는 

5% 증가에 그쳤으나 2011년 상반기 호텔, 레스토랑, 까

페, 그리고 지자체 구매부서를 통한 공정무역 상품 시장

은 대폭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한다(“프랑스지자체, 
착한소비 공정무역 바람훈훈··외국기업에도 불까”, 2011). 

Ⅳ. 결론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 운동이 활성화되고,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첫째, 공정무역상품 판매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정보와 이용정보는 충분하나 운영정보가 미

흡한 부분이 많았다. 상품의 재고수량을 통해서 빠르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고수량을 제

시하여야 하고, 다른 소비자들의 참여율을 보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자수 표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탐스슈즈는 신발 한 켤레 구입에 다른 한 켤레를 기부한

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

써 성공을 거두었다. 공정무역 판매사이트에서도 생산자

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매일 또는 1주

일 단위로 매출액과 목표달성액을 그림으로 제시함으로

써 소비자의 마음에 기억되고 이 사이트를 방문에서 구매

한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거나 홍보를 

하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판매사이트가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

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무역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품질이나 

기능이 떨어지는 상품은 착한 마음으로 몇 번 구매할 수

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탐스 슈

즈에서 파는 신발은 공익성을 제거해도 그 자체로 독특해

서 많이 팔리고 있다. 실제로 탐스 슈즈를 구입하는 소비

자들중에서는 착한 마케팅을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전

혀 개의치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남미의 인디오 예술

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과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편안함

을 느끼게 하는 기능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

기 때문이다(김재문, 2009). 뛰어난 품질과 기능이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고 공정무역 제품간 또는 공정무

역 제품과 일반 제품간 비교정보와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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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이용후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필요하

다. 
셋째, 거래정보부분에서는 결제의 안전성이나 영수증 

발급 부분 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였다. 온라인 판매를 

감안할 때,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느끼

지 않도록 결제와 관련된 안전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사용정보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개인적인 판매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제도

를 활용하여 집단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정무역 도시와 마을, 공정무역 학교와 종교단체 지정 

운동을 벌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 교회를 통한 공정무역 

제품 판매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교인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이 신앙을 실천하는 쉬운 방법이라고 믿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공정무역과 관련된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다. 공정무역 단체간 역할분담과 홍보를 위한 공

조, 언론과 기업을 비롯한 다른 사회조직과의 연대, 공정

무역 국제기구와의 연대 등을 통하여 품질과 기능이 뛰어

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

고 소비자 홍보와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 슈

퍼나 업체에서는 단지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실제로 공정무역 제품

의 판매에 힘을 기울이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는 이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

서 공정무역을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

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하는 이론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교의 경우 학생회나 

학생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공정무역 커피를 파

는 카페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창업교육과 봉사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

자와 구매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공정무역에 관하여 전

혀 알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무역상

품을 구매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 공정무역상품의 구매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다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정무역 활

성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정무역, 공정무역상품, 공정무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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