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

공정무역의 한계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김 동 호*

Ⅰ. 서 언

Ⅱ. 공정무역의 기본원칙과 성과

Ⅲ. 공정무역의 한계와 그 원인

Ⅳ. 결언 및 시사점

72)

주제어 : 공정무역, 보호무역주의, 공정무역의한계

Ⅰ. 서 언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정인 FTA를 통한 자유무역주의는 다양한 경제 활동에

있어 국가 간 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적을 초월한 초국적 기업들이 범지구적으

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익 활동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특성 상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경제 활동은

초국적 기업의 기본 방향이 되었고 이런 수익의 극대화의 정책은 이 과정에서 가

난한 제 3세계국가 생산자들의 권리가 크게 침해받게 되었다. 저개발국의 어린 노

동자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했으며 거래 단계에서의 정보 불평등으로 기업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수탈

형태의 취급을 당하게 된다. 초국적 기업인 ‘나이키’ 신발 제조의 경우처럼 빈곤국

노동자들의 임금 및 작업 환경 수준은 처참한 수준이지만, 그 문제점이 수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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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진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지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

는 비단 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자유무역주의를 함으로써 그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 나타난 것이 공정무

역이다. 공정무역은 OECD 다국적가이드 라인을 통해 노동자 인권, 성 평등,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윤리적 경영

을 할 수 있도록 규범을 제시하여 그 도입 취지 및 세부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이상

적이지만 시장 내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지도는-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업들조차 공

정무역을 그 취지대로의 CSR1)활동보다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공정무역을 행하는 목적은 단지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된 제품의 가격을 지불하

는 것이 아닌 빈곤국, 즉 저개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약속하

면서 이를 구매하는 행위 등의 선 순환적 경제 개발로 국가 스스로 자립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필요치 않는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등의 직거래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정무역의 개념 바탕 아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영신(2016. 03)

은 공정무역 소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정무역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

구매 태도, 윤리적 구매에 있어서의 갭을 통해 소비행동의 여러 변수들에 대해 인

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를 하였고2) 김종호(2012.11)는 공정무역의 법경제

적 측면의 고찰에서 공정무역의 일반적 구조,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후 공정무역의

비판과 시장 실패, 가격 왜곡의 논쟁에 대해 연구하여 공정무역의 지속적 방안과

공정무역의 범위, 소매가격 논쟁에 대해 연구하였다.3) 박건영(2011. 2)은 비교우위

측면에서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을 비교 연구 함으로써 공정무역이 자유무역의 대

안 정책이 아닌 비교우위 정책으로서 서로 간에 보완 관계가 있고 공정무역의 이

론적 근거로서 제시하여 생산측면의 외부효과가 저개발국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연구를 하였다.4) 홍성헌(2014. 12)은 연구에서 공정무역

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 관계

자에 대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 기법으로 법 경제를 활용한 기업 이

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업마다 별도의 부서를 두고 기업을 홍보하고 있음.

2) 김영신, “공정무역 소비연구의 현황과 과제”, 소비자정책연구 제12권 1호, 한국소비자정책연

구학회, 2016. 03, pp. 21~46.

3) 김종호, “대안무역 정책으로서 공정무역의 법경제학적 고찰”,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 한국외

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1, pp. 117~140.

4) 박건영, “비교우위 원리와 공정무역의 조화에 관한 연구”, 괸세학회지 제12권 1호, 한국관세

학회, 2011. 2, pp. 30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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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공정무역 제품의 품질과 소비자 개인 윤리소비성, CSR 의식이 소비자

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연구하면서 공정무역 제품의 품질과 소비자 윤리성에

기초한 소비성 및 CSR 의식은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

다.5) 옥정원(2015. 3)은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자 인식에 대해 연구하여 소비자 인

식의 핵심 요소인 적합성, 신뢰성, 소비가치, 태도, 구매의도를 팩터로 하여 그 영

향관계를 연구하여 이들 5가지 요소들 간의 변수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도

덕적 접근보다 이성적 접근의 소비자 행동이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에 영향이 있다

는 연구를 하였다.6)

이와 같이 공정무역과 관련된 논문은 공정무역에 대한 중요한 인식으로 소비자

의 선호와 윤리의식과 관련, 기업이 경영을 함에 있어 구매에 대한 동기 등 공정무

역 제품에 대한 경쟁 우위 요소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나 그 한계를 지적하여 윤리

적 측면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정무역제품의 높은 가격에도 구매의향이 있

는지 등의 소비자 행동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소비자 윤리와 소비자 심리 및 그 반응에 대해 부분적으로 국

한되어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이 공정무역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공정무역제품이 시장에서

확대 판매되어 시정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및 소비자의 정확한

행동에 대한 인식과 이를 활용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공정무역의 한계와 그 원인에 대해 분

석함으로써 공정무역을 새롭게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정무역이 그 본질인 국

제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정한 관계 성립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유행이나 대중적 마케팅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

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공정무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인식하고 그 전략적 목적을

파악하며, 공정무역 운동의 한계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공정무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 목

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공정무역의 기본원칙과 성과를 고찰함으로써 공정무역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공정무역의 한계와 그 원인을 고찰하여 한계에

대한 분석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5) 홍성헌, “공정무역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태도의 영향요인”, 무역연구 제10권 제6호, 한국무

역연구원, 2014. 12, pp. 407~424.

6) 옥정원,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인식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제

34권 제1호, 대한경영정보학회, 2015. 03, pp. 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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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무역의 기본원칙과 성과

1. 공정무역의 기본원칙

1) 공정무역의 정의

공정 무역은 제 3세계 국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회

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정당한 수준의 규범을 지키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화를 통해 투명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거래를 이루는 행위로 정

의 될 수 있다 . 제 3세계 국가의 고질적인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선진국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꾸준히 제기

된 문제이지만 윤리적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리적

개념은 기업경영에서 CSR의 개념에서 시작 되는데 공정무역은 이 같은 CSR보다

는 제품 혹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 간에 정보력, 기술력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서로간의 협력 하에 정당한 권리의

확보와 형평성에 맞는 국제간 거래를 이루기 위해 접근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공정무역 본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제 3세계 국

가 생산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

진다. 생산자의 권익 보장 및 작업 환경 개선은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

는 원조와 달리 생산자의 자립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중간 상인의 개입을 줄임으로써 유통 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생산자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원조를 제공할 수

도 있다. 이를 통해 구매자의 효용의 가치 상승 보다는 공급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최대화한 공정무역을 함으로써 창출된 이익은 장기 재투자를 위해 적립하거

나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닌 생산자 등의 소비와 생활수준을 끌어 올리고 기반 시설

조성 및 개선에 사용되며 공정무역 제품의 인증을 위한 품질 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정무역은 국제간 거래에서 유통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제외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이를 생산하는 생

산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국제거래로 발생할 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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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서 소비자는 공정무역 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공정무역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는 소비

자가 제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 단순히 그것을 구입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그것이 생산되는 과정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금전적으로 차관 형식을 취하였던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협의에서 저개발국과 선진 국간의 공정한 무역은 정당성이 부여된 사

회와 경제적 및 환경적 개발을 활발히 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공정 무역

으로 공정무역 제품 생산자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저개발국의 지역사회

변화로 지속적 발전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빈곤도

완화되는데 공정무역이 기여하기 때문에 국제협력개발과 공정무역이 공존 공영하

여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2) 공정무역의 기본원칙

공정무역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그

들이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기존 정책을 온전하게 고려하고,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

들의 견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개발을 하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저개발

국의 경제와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상 관행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발전시

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무역 참가 기업가를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협력을 하여 해당 지역의 역량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GATT 제3조8)에 따라 내국민대우 조항에 근거한 무차별적 대우가 있어

야 한다. 공정무역 제품들은 특정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이거나 저임금에 따라 제조

된 제품들인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출국의 가격 산정 문제와 수출 보조금 지급 등

자유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가 상존해 있어 이들에 대한 기본적 원칙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커피의 경우 특정 환경에서 생산되어 독점적 이윤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시장이 국내시장 보다 가격 탄력도 측면에서 높다면

해외 시장은 가격 형성을 낮게 하여 가격 덤핑 등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생산자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9)

7) 홍성헌, 전게논문, p. 410.

8) GATT 제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 관련 조항.

9) 박광서, “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3권, 한국무역상무

학회, 201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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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출국 생산자의 후생을 고려한 불공정 행위 등 차별적 행동을 금지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로 WTO 협정문의 전문에서 제시한 상호 호혜적 결정에 따라 상호 주의 원

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구 GATT 제2조와 제28조에

따른 관세 양허에 관한 사항을 협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GATT 제1조에서 제시한

일반적 최혜국으로서의 공정무역을 통한 자유무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다. 즉, 공정무역이 자유무역을 통한 관세 양허, 철폐 등으로 정당하게 생산된

제품을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서로 무역을 행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상호간의 후생 효과가 높아지고 공정무역의 개념

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생산조건의 형평성을 부과하여 공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의 입

장에서 본 공정 무역이라 함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사라지고 덤핑, 수출 보조금

지급 등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상호간에 형평성이 보장 되면 공정하

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10)인데 이런 사항은 거래 당사국의 무역 불공정을 해소함으

로써 자유무역을 실현하여 거래당사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공정 무역은 이런 개념이 아닌 제3세계국의 생산자들에게 형

평성 있는 조건을 실현함으로써 비교생산비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즉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국은 각 국마다 생산 조건이 다르고 생산에 따른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국에 맞는 생산비를 그들의 형평에 맞는 비교 생

산비적 요소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12)

또한 WFTO13)와 FLO14)가 2009년 1월 공정무역에 관한 원칙을 제정한 것에는

그 주요 원칙으로 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제3세계 생산국의 생산자들에게 시

장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을 위해 직,

간접 생산비를 감안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생산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한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며, 이들의 생산 제품을 소비할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소비자 활동 지원을 하며, 공정무역에 참여한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공정무역의 개

념 등에 동의하는 사회적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0) 이균, “WTO/GATT, 자우무역주의와 공정무역주의” 경영연구 제23집,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1988, pp. 13~14 .

11) 박건영, 전게논문 pp. 314~315.

12) 박광서․박연우,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에 관한 제 문제”,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

상무학회, 2015. 08.

13) 세계무역공정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14) Fairtrad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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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과 부당한 대가를 받는 생산자들을 위해 그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주어야 하고 제 3세계 국가의 빈곤을 완화하고

그들의 자립을 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며 과거의 무역 관행으

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정무역 활동은 투명하게 관리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거래 관계에 있어 거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정하

게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5)

또한 공정무역은 높은 수준의 환경적 규제를 따라야 하고, 현지 환경을 파괴하

지 않는 친환경 생산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오염 물질 정화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를 무책임하게 방출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생산 시설이

위치한 저개발 빈곤국의 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행동

이다.

2. 공정무역의 성과 

공정무역은 사회운동으로서 실행한지 길지 않은 기간이었으나 그 성과는 여러

곳에서 보여 지고 있다. 즉, 공정무역 제품은 공정무역을 통해 정당한 가치의 가격

을 지불함으로써 생산국의 지역사회에 빈곤의 탈출에 도움을 주었으며 생산자가

생산에 전념하고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생산제품의 시장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생

산제품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공정무역을 통해 저

개발국의 생산자 소득 수준을 향상 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다는 긍

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16)

또한 공정무역은 공정무역 제품의 정당한 가격의 판매로 저개발국의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자 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지역민의 정착률을 향상시켜 지역

문화와 농업의 정착으로 지역 사회의 이익이 크게 향상되어 부족한 지역 인프라

구축과 지역민 아동의 취학 증가 지역민의 권익 신장 등 지역 발전에 많은 혜택이

있었다.17)

15) Moor, G, “The Fair Trade Movement : Parameters Issues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53, Issue 1, pp. 73~86.

16) 알렉스 니콜스 · 샬롯 오팔 · 한국공정무역연합(역), 공정무역, 세상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

(Fair Trade, Market-Driven Ethical Consumption), 책보세, 2010, pp. 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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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공

정무역을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고 공정무역의 활성

화를 통해 선거 참여율의 제고로 국민들의 국가 정책 참여율이 높아졌으며18) 저개

발국의 환경문제를 고려한 정책 개발에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농법

에서 유기농 농법을 통한 환경을 고려한 생산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의 농가 수입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19)

공정무역은 선진국에서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

써 소비자의 행동이 생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사회적 운동으로

정착시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20) 그럼으로써 NGO활동이 증가

하고 무역 정책이 기존 원조정책에서 공정무역을 통해서도 저개발국의 지원이 가

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윈윈 전

략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여러 보여주고 있다.21)

이와 같이 공정무역의 성과는 선진국, 저개발국 간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

다. 특히 공정무역을 함으로써 국제간 거래의 도덕성 확보와 공존공영을 통한 지속

적 가능성 발전과 시장거래의 대안 정책 제시 등으로 자유무역의 한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22)

Ⅲ. 공정무역의 한계와 그 원인

1. 기존시장 왜곡

공정무역을 토대로 하는 기업의 윤리적 경영 전략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거두는 현상은 기업 입장에서는 커다란 성과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선결

17) 알렉스 니콜스 · 샬롯 오팔 · 한국공정무역연합(역), 전게서, pp. 69~80, 357~375.

18) 존 보우스 외 · 한국공정무역연합(역), 공정무역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수이북스,

2012, pp. 133~158.

19) 다니엘 재피 · 박진희(역), 커피의 정치학 : 공정무역 커피와 그 너머의 이야기, 성균관대학

교 출판부, 2010, pp. 141~230.

20) 한국공정무역연합, (소비자와 생산자와 기업에 모두 좋은) 공정무역의 힘, 시대의창, 2010,

pp. 55~78.

21) 알렉스 니콜스 · 샬롯 오팔 · 한국공정무역연합(역), pp. 357~453.

22) 다니엘 재피 · 박진희(역), 전게서, pp. 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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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안겨주었다. 공정무역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 거래

를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 판매자, 즉 기업의 존

재가 필수적이다.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대기업들은 중간 단계에서 거래 관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이상에 가깝던 공정무역이

대기업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간과하기 어렵게 되었

다. 즉 초기에 비공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판매하던 방식이 시장원리에 의해 대체

되기 시작하였다.23)

공정무역은 기존 무역 질서에 편입되어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시장 우선주의적 관점에서의 현 구조로는 궁

극적인 생산국의 생산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진다.24) 즉 공정무역

도 하나의 영리추구 목적의 성장이 필요할 것이고 시장에 종속적인 성장이 예상된

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가

작동될 것이고 이는 다수의 소비자 보다는 한정된 소비자와 생산자에 의해 진행되

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25)

따라서 공정무역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은 물가 상승이나 생산비 상승에 따른 비

용 보전이 어렵고 거래 가격 대부분이 이미 정해진 가격 매카니즘에 따라 거래됨

으로써 실제로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소득 향상 기여에는 한계가 있다

는 것이다.26)

또한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제품들의 공급이 포화상태에 있어 공급 초과에 따

라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도 그 한계로 지적 된다.27)

즉, 공정무역 대상 물품이 일반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생산자들이 해당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높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늘고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량이 이에 미

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 초과로 인한 적정재고 이상의 재고가 쌓여 남는 재고만큼의 물건을

처리하는 것이 공정무역 단체들의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23) Marson. A, “Justice for all? Material and semicotic impacts of Fair Trade craft certification”,

Geoforum Vol. 44, 2013. 01, pp. 162~169.

24) 다니엘 재피 · 박진희(역), 전게서, pp. 141~190.

25) 상게서, pp. 337~381.

26) Moberg, M, and Lyon, S. “What Fair? The Paradox of Seeking Justice through Market” Fair
Trade and Social Justice: Global Ethnographies, New York Univ. Press, NY, 2010, pp. 1~23.

27) 다니엘 재피 · 박진희(역), 전게서, pp.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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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생산에 쓰이던 경작지마저 공정무역 물품을 생산하는 데 쓰다 보니 빈곤국

농민들의 식량 자급자족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고, 식량 수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공정무역의 본질은 생산자에게 생산비에 맞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

에게는 다소 비싸더라도 이를 소비하는 윤리적 측면이 있었는데 대량의 유통으로

유통가격이 낮아져도 이에 대한 소비자 가격 반영이 안 됨으로써 소비자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의 결정은 공정무역을 취

급하는 단체들이 결정하여 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이 주로 1차 산업에서 생산 되므로 산업의 왜곡으로 2차, 3차

산업의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고 선진국 중심의 농업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단기적

인 이익 창출이 중심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마케팅 수단으로의 공정무역

공정무역을 확대하고 활발히 하려면 대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공정무역 기구들은 다국적 기업의 공정무역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28)

대기업이 공정무역을 거래함으로써 공정무역의 본질을 희미하게 한다는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29) 그렇지만 스타벅스 등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공정무역의

거래 물량 및 금액은 증가하겠지만 대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서의 활용 등으로 공정무역을 이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30)

이와 같은 대국적 기업의 착한 기업 활동 뒤에는 또 다른 전략적 정책이 있다.

즉, 커피 등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에 쓰이는 원료가 건강을 중시하여 친환경 먹

거리를 찾는 시대에 알맞는 친환경이며 도덕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전략적 목표도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공정무역 참여는 그 순수성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 수익과 마케

팅의 한 방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31)

대기업이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잇

을 것이다. 공정무역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빈곤국 생산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28) 한국공정무역연합, 전게서, pp. 117~129.

29) Moberg, M, & Lyon, S., op. cit., pp. 1~23.

30) 다니엘 재피 · 박진희(역), 전게서, pp. 337~360.

31) Doane, M., “Relationship Coffee”, Fair Trade and Social Justice: Global Ethnographies, New

York Univ. Press, NY, 2010, pp. 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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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것이고, 시장 내에서 공정무역 제품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소비자들은 이를

소비함으로써 쉽게 공정무역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관련

접촉자는 생산자이거나 그들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라 대단위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장주에게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매번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생산해

내는 곳을 찾아 거래 상대방을 바꾸면서 거래를 하는 것은 기존 개념의 공정무역

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페어워싱(Fair Washing)32)을 통해 대기업 취급 품목

의 전체가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해야 될

것이다.

3. 윤리적 소비측면으로서의 공정무역

공정무역 소비전략의 대표적인 것이 윤리적 소비를 추구함으로써 판매를 하는

것이다.33) 그러나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감각에 의존하여 소비자 자신

의 판단에 의해 이성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34)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의 구

매에 따른 구성 요소가 중요한 이슈인데 소비자 들은 자기의 결정권을 기준으로

소비의 가치와 그 제품의 신뢰성이 중요 요소로 매김을 하는데 공정무역이 대기업

의 마케팅 수단이거나 그 외 다른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겠다.35)

윤리적 소비측면에서 소비자의 자율성은 공정무역제품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페

워워싱(Fair Washing) 등 공정무역 제품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행동은 소비

에 있어서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높더라도

소비하려는 의도가 그 나라의 경제의 호황, 불황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도 있다.

또한 윤리적 가치관에 충실한 소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공정무역 개

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반드시 소비로 연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리적 가치관에 충실한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할 제품이 제3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어떻게 그 혜택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32) 공정무역 원료를 극소량 사용하고도 제품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한, 두제품만

공정무역 제품으로 인증 받고 전체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사례 등을 일컬어 말한다.

33) 알렉스 니콜스 · 샬롯 오팔 · 한국공정무역연합(역), 전게서, pp. 115~157.

34) 류미현 · 이승신, “공정무역제품 구매태도 및 의도에 따른 정보요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4

권 제1호, 한국소비자원, 2013, pp. 5~7.

35) 옥정원, 전게논문, pp. 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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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제품의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높은 가격의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6) 즉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어도 소비자들은 이에 충

실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동기에 의하여서 소비하는 구매 요인들이 상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의 속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을수록 윤리적 소비성향

이 높고, 소득과 교육이 윤리적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각각 나뉘어져 있다.37)

따라서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거나 소비할 때의 상황, 제품의 유형 등에서 소비성향이 나뉠 것이고 동 유

형의 상황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윤리적 가치가

소비자 본인과 동일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의도가 높을 것

으로 생각되지만38) 실제 소비 활동은 일반적인 윤리적 가치를 공유할수록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39)

즉, 소비자들은 윤리적 가치보다는 제품의 본질적인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살피고건강에플러스적효과와품질의가치에비중을두고소비를결정하며

제품의품질이공정무역제품이라도그질이떨어지면소비를주저하게될것이다.40)

4. 공정무역의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

국제적으로 글로벌화 하는 대기업은 다국적 경영을 넓힘으로써 저임금 국으로

생산시설 등의 이전으로 저개발국의 정책 등에 관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저개발국

의 노동 착취와 환경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 들

이 부각되고 있다.

36) White. K., MacDonnell R. and Ellard J. H., “Belief in a Just World: Consumer Intentions and

Behaviors Toward Ethical Products”, Journal of Marketing, Vol. 76, Issue 1, 2012. 01, pp.

103~118.

37) Starr. M. A., “The social economics of ethical consump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 38, Issue 6, 2009. 12, pp. 916~925.

38) 유소이 · 노미나,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2권 제3

호, 한국농업경제학회, 2011, pp. 10~23.

39) 허은정 · 김우성,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과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23권 제4

호, 한국소비자학회, 2012, pp. 108~111.

40) 박선우 · 운혜현, “공정무역커피 구매고객의 소비가치와 태도 및 행동의도와의 인과관계 연

구: 윤리적 소비의식의 조절효과”, 외식경영연구 제18권 제6호, 외식경영학회, 2015.12, pp.

1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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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무역이 대기업 등 다국적 기업 중심의 여러 유통채널을 이용하여 선진

국과 저개발국 간의 경제적 종속관계와 노동 윤리적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공정무역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움직여

야 하고41) 노동권 보호와 환경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정무역의 개념에서 판

단한다면 이는 긍정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42) 이는

다국적 기업을 통한 공정무역의 유통은 글로벌화 하면서 저개발국의 경제에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정무역을 통해 개선하

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이것은 공정무역이 자유무역의 대

안으로써 인식되고 그 중요성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무역의 트랜드는 보호주의적 성격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UNCTAD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는 90년대부터 증가가 빨라져서 2007년

정점에 달하였다. 이는 90년대 다국적기업의 본격적인 글로벌화가 시작되면서 제3

국과 같은 저임금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은 이를 통해 이

익 구조의 개선으로 기업의 순익은 급증을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저임금국은 문

호를 개방하여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 설립된 기업을 통해 최신 기술과 선진 경영

기법 및 선진문물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는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다국

적 기업의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저임금국에 재투자되거나 사회구조를 바꾸는데

활용되지 않고 다국적 기업의 수익 극대화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저임금국의 노동자를 수익구조 극대화의 수단으로

서 활용하는 것이지 공정무역 등의 본질에 충실한 저임국과의 관계에서 윈윈 전략

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저임금국의 노동자의 권리 등 관련 제반 법규가 준

비가 안 된 국가에서의 생산은 노동 착취적 상태와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생산 활

동을 하였을 것이다.43) 따라서 이들 다국적 기업을 통한 유통채널의 확보는 저개

발국과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종속관계를 심화 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으로써 공정무역의 본질은 더욱 희미해질 것이고 글로벌화를 둘러싼 논쟁

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선진국 내에서 점차 약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선진국의 정치 체제에서는 점차 자국 기업들의 자국 내 생산을 주장할

41) 이미영, “공정무역으로 새로운 미래를 일구는 여성들” 환경과 생명 제49호, 환경과 생명,

2006, pp. 158~165.

42) 신형덕, “공정무역과 글로벌화에 대한 태도: 미래의 경영인재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15권 제2호, 국제경영학회, 2011. 03, pp. 51~61.

43) Hill. C. W. L., Global Business Today, 6th ed., Boston: McGraw-Hill Irwin, 2009, pp. 23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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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는 저개발국의 생산 위축을 가져와 근본적인 공정무역의 가치를 훼손하

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은 계속적인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강자

의 위치는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겠지만 그들의 업종이나 경영형식은 많이 바뀔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주장하는 현지화 전략의 개념을 통해 공정무역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유통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진다.

공정무역의 본질을 준수하면서저개발국의 발전도고려한다면 다국적 기업의 경

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현지에서 실행하는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44)

5. 그 외의 한계원인 

1) 공정무역제품 인증제도의 모순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인

증 제도는 공정무역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제품 확산에는 기여했을 것으로 보

여 지지만, 공정무역 인증 라벨로 생산자의 생산비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공정

무역 제품의 인증 라벨이 진입장벽으로서 작용을 하여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또한 인증제도는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

기반이 있는 생산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개

발국의 생산자는 더욱 선진국 경제에 종속이 될 것이고 이는 다국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어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의 효과가 클 것

으로 보여 진다.45)

2) 효율적 자원 배분으로서의 공정무역

공정무역의본질은효율적자원배분을함으로써저개발국의효율적인지원정책

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 즉, 공정무역 제품은 시장에서

인위적으로조성된차별적가격을기준으로판매하고유지되는데이는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차별화 된 가격만큼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46) 이는공정무역을이용한소비자에대한마케팅의한수단일뿐이라는것이다.

44) 김영주, “미국 통일 상법전상 신의 성실의 원칙”, 무역상무연구 제6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05.

45) Renard. M. C., “Quality Certification, Regulation and Power In Fair Trade”, Journal of Rural
Studies, Vol. 21, Issue 4, 2005. 10, pp. 419~431.

46) 배희정, “선진국의 경험이 한국의 공정무역에 주는 시사점”, 석사힉위청구논문, 숙명여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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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무역제품의 높은 가격 구조는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유거래에 의한 무

역이 아닌 보호 무역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는 기여를 하지 못하며 비효율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47)

공정무역제품이 높게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신규로 진입하려는 생산자가 있고

이는 생산량의 증가와 초과 생산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이라는 가격 순환이 발생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공정무역 제품은 가격의 왜곡

현상으로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48)

공정무역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

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이익의 효율적 재 배분에 실패하여 개발 원조를 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49)

6. 한계 원인에 대한 대책 

공정무역의 시장 판매는 왜곡된 질서에 의해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의 한 수단으

로서 실현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위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정무

역은 소비자의 윤리의식에 의거 소비 된다는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공정무역은그의양면성을갖고있어한계에대한대안을수립하는것

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분배를 통해 불균형한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공정무역의 근본

원인이 저개발국의 저임금을 생산요소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

분인데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한다면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로 소비자 정책의 무차별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즉, GATT의 최혜국

대우 혹은 내국민 대우와 같이 차별 없는 무역 정책의 무역확대를 통해 국제적인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개인적 자유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정무역의 특성

인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이에 대한 반발 혹은 외면하는 소비자가 나타날

학교 국제관계대학원, 2009. 06, pp. 15~24.

47) Moore. G., “The fair Trade Movement : Parameters, Issues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Bisiness Ethics, Vol. 53, Issue 1, 2004. 08, pp. 73~86.

48) 배희정, 전게논문, pp. 15~24.

49) 박건영, 전게논문, pp. 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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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소비자가 자유롭게 공정무역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제품의

투명성 확보와 마케팅 수단의 전환적 발상 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공정무역을 통한 최대이윤의 창출이다. 최대이윤확보와 공정성은 이율배

반적이기는 하나 형평성과 자율성, 효율성을 확보 한다면 이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정무역의 한계와 왜곡현상을 방지하려면 공정무역 자체의 개념 강화

와 시장경제를 근거로 한 규범적이고 WTO 등 자유무역의 근본 취지에 맞는 기준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언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공정무역의 한계에 대해 여러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공정무역 제품

은 첫째로 대기업 등 다국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기존 공정

무역의 개념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졌다. 즉 기존 시장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공정무

역의 본질을 벗어나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둘째로 마케팅의 한 방편으로 페워워싱 등의 방법으로 공정무역을 활용한 마케

팅 방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사회적

정의가 회복되는 기대와 공정무역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건강한 제품을

사용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기대에 못 미친다면 공정

무역의 본질은 희미해질 것이다.

셋째로 공정무역제품의 소비는 윤리적 측면으로 본다면 소비자들은 반듯이 윤

리적 소비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공정무역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저개발국

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의 순수한 윤리적 기대에 의해 저개발국 생산자들을 지

원하는 내재적 동기를 통해 그 제품을 소비할 동기 부여가 발생하는 것인데 실제

소비에 있어서 이는 상징성이 있는 소비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모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정무역이 갖고 있는 도덕적 개념은 소비활동에

서 미치는 영향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외재적 자극은 소비활동에

역효과를 불러 올 수 도 있을 것이다. 즉,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도덕적 본질보다 더 이성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정무역

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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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설정하여 동 제품을 소비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그 완성도를 높여서 소비활

동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 공정무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 것은 저개발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공정무역의 확장적 발

전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정무역이 국제적 거래시장에서의 유통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와 거래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국제 무역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의 공정무역 문제는 그 자체의 본질을 지키면서 향후 비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명확히 하여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빠른 길을 찾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무역의 본질은 저개발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공정 배

분하고자 추진되었고공정무역을통하여 생산자에게는공정한 이익으로 소득 향상

및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국 소비자들은 동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는 일부 주었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정무역이 제도적 질서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정무역

은 다국적 기업 및 공정무역과 관련된 유관단체의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

자들도 공정무역의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려한다면 공정

무역의 개선점도 많이 고민하야야 할 것이다.

공정무역은 단순히 구매를 통해 단발성 이벤트처럼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빈곤국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지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원

의 원조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시장 주의로 어느 정도 변질되고 있는 공정

무역 운동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릴 수 있으면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로 공정무역제품을 소비하는 소

비자들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제품을 소비하는 행

동과 태도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관계를 설정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또한

윤리적 소비관점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많은 변수가 있어 이들 변수

를 활용한 공정무역에 대한 후속 연구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계층별로 공정무역을 사용하는 측과 이를 시용하지 않는 소비자를 비교 분

석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접근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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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imits and Causes of Fair Trade

Dong-Ho  KIM

Recently, world wide trading which support free trade will increase the

economic volume size. It will grow the quality of life. But, the reduce of gap

between the rich state and the poor one has always been risen the problemof

one of welfare.

Troughunregulated trade activities,multinational corporations succeeded in

expanding the market globally. However, there were unfair acts such as

infringement of serious rights of producer of low development countries.

Fair trade has begun to pay fair value to them and to ease inequality, but,

as timewent by, the its ideabecame thinner, distorted in themarket, or became

a marketing tools.

So, In this paper, I analyze the limitationsandcauses of fair trade andsuggest

directions for fair trade.

This Studyprovideda causes of the limitationof fair trade and for the future,

I’ll suggest an alternative of limitation of fair trade.

Keywords : Fair Trading, Multinational Company, The Limits of Fair Tr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