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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가치사슬과 주류화:
한국의 공정무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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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화｜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조 수 미｜쿠피협동조합 파트너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정무역(Fair Trade)을 가치사슬(value chain) 이론으로 분석한 것이다. 유럽
과 북미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이 주류화(mainstreaming)되면서 공정무역 가치사슬은 복잡하고 다양
하게 변화되고 있다. 주류화로 인해 공정무역 가치사슬이 페어워싱(fair-washing), 포섭
(co-optation), 희석(dilution)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한국 공정무역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
면서 주류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 공정무역 시장은 공정무역단체, 생협,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커가고 있다. 일반기업들도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언제든지 공정무역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공정무역의 주류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 가치사슬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의 공정무역 사업참여자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 국내연구와는 차별점을 갖는다.
주제어: 공정무역, 가치사슬, 주류화, 페어워싱, 포섭, 희석

* 이 논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된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작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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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장과 기술혁신은 전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Nicholls and Opal, 2005). 공정무역1은 기존 관행무역을 비판하며 ‘원조가
아닌 무역’으로 제3세계 생산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시작된 대안운동이다. 1950년대부터 선진국 NGO들과 종교단체
들은 자선무역(charity trade) 혹은 개발무역(development trade)이라는 이름
으로 제3세계 생산자들로부터 생산품을 구매하였다(Low and Davenport,
2005). 이후 소비국에 공정무역제품만을 거래하는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s: FTOs)2들이 생겨나면서 공정무역의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했
다. 1980년대 후반, 공정무역단체들을 중심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공정무역단체가 아닌 일반유통기업들이 공정무역 제품
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무역은 초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요약하면 네 가지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이나 일반유통업체 등이 공정
무역제품을 판매하면서 공정무역이 주류화(mainstreaming)되고 있다(Velly,
2015). 2010년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FI)3의 인증제품이

1.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는 1985년 2월 런던에서 개최된 ‘무역과 기술회의’에서 처음 사
용되었다. 초기에는 공정무역의 철학과 원칙을 가진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을 실행했고, 소비자는 생산자와 제품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단체를 신뢰하며,
다른 근거를 요구하지 않았다(Wills, 2010).

2.

공정무역단체 또는 기업들은 공정무역을 통한 이익을 생산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
적으로 설립되었고, 모든 생산품들은 공정가격, 직접거래, 장기적 관계형성을 포함한
공정무역의 원칙에 기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법적 형태는 개인기업, 협동조합, 주
식회사, 생산자소유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무역조건을 개선
하여 가난한 생산자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전략은
서로 다르다(Nicholls and Opal, 2005).

3.

1997년 FLO(Fairtrade Labeling Organization)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국제공정무역
기구(Fairtrade International)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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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조원, 비인증제품이 약 1조 2,000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Doherty et al., 2012).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특히 영국의 공정무역 인
증제품 판매량은 2014년 기준으로 약 2조 4,0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
다.4 아시아는 일본, 한국, 홍콩 등에서 공정무역 제품이 소비되고 있다.
둘째, 공정무역이 규모화 되고 있다. 초기에는 제3세계 소농 등을 대상으
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농장이 공정무역 생산자로 참여하
고 있다. 공정무역의 이슈 또한 소농들 삶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측면
이 중요했다면, 최근 대규모 농장이 참여하면서, 농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권리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Stevis, 2015).
셋째, 공정무역의 관점이 다양화 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급진적 관점과 실
용적 관점으로 나뉜다(Raynolds et al., 2007; Renard, 2003). 급진적 접근은
공정무역을 조직의 미션으로 삼는 공정무역단체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경제
모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접근이다(Renard, 2003). 일반유통업체가 공정무
역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주류시장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이 실용적 접근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명확히 분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공정무역의 목적과 실천, 인증시스템 등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양자의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관점도 다양해지고 있다(Huybrechts,
2012).
넷째, 공정무역마을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공정무역 운동이
확산되는 지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2002년에 영국
가스탕에서 시작하여 2016년 9월 말 현재 28개국 1,832개의 도시와 마을 등
이 공정무역마을(Fair Trade Towns: FTTs) 인정을 받았다.5 지역을 기반으
로 지방정부와 공정무역단체, 학교, 지역상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정무역 소비를 증진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무역인증기구이다.
4.

Fairtrade International, http://annualreport.fairtrade.net/en/global-fairtrade-sales(검
색일: 2016. 7. 21).

5.

Fair Trade Towns International, http://www.fairtradetowns.org(검색일: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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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Smith, 2015). 유럽,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확산되고 있
으며, 지역의 사회, 문화, 정치 특성이 공정무역운동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실천이 전개되고 있다(Fisher, 2012; Smith, 2015).
한국은 2002년에 처음으로 아름다운가게에서 공정무역 수공예품을 수입,
판매하기 시작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에
서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고 인식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
소매유통기업에서도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은 36개국에서 13가지 품목의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공정무
역단체를 중심으로 약 115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쿠피협동조합,
2015).
국제개발 관점에서 보면, 공정무역은 제3세계 소규모 생산자들과 농업 노
동자들의 빈곤극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생산자 그룹의 민주적 운영과
공동체 발전에 가치를 두고 있다. 공정무역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목표 1, 2, 5, 8, 12, 13, 16, 17 달성에 기여
하고 있다. 특히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없앤다’는 국제공
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의 핵심미션이다(Fairtrade International,
2015a).
기존 관행무역과 공정무역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은 가치사슬이다. 공정무
역은 생산자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유통의 과정에서 관행무역과 차별점을 가지고 출발했다. 가치사슬 내에서의
권력의 문제는 참여자가 가치사슬 내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전용
(appropriation)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Cox, 1999). 공정무역
은 관행무역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가치사슬 지배력을 비판하며 이를 변
화시키고자 한다(Hutchens, 2009). 많은 공정무역 연구자들이 공정무역 가
치사슬연구를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공정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해 왔다(Reed, 2009; Doherty et al., 2012). 공정무역 가치사슬 연구는 생
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권력관계를 파악하고
가치 창출을 점검한다. 공정무역 가치사슬의 구성 방식에 따라 전개되는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난다(Dohert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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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정무역 가치사슬에 관한 Doherty et al.(2012)의 연구를 중심
으로 한국의 공정무역 가치사슬을 분석하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정
무역의 주류화 과정에서 유럽과 북미 소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주요 쟁
점을 검토하고, 한국의 공정무역을 건강하게 주류화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공정무역 주류화에 관해 분석하는 연구(Reed, 2009; Doherty
et al., 2012, 2015; Velly, 2015), 공정무역 인증과 인증기관에 관한 연구
(Reinecke and Ansari, 2015; Wilson and Mutersbaugh, 2015), 공정무역조
직(Huybrechts, 2012; Nicholls and Huybrechts, 2016)과 거버넌스 연구
(Davies, 2009), 비즈니스 관점에서 공정무역 가치사슬의 연구과제를 제시한
연구(Karjalainen and Moxham, 2013),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Keahey, 2015; Lyon, 2015; Smith, 2015),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관한 연구
(Fisher, 2012; Lyon, 2014; Malpass et al., 2007; Peattie and Samuel,
2015; Samuel and Emanuel, 2012; Smith, 2015)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정무역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연구의 초점도 특정
영역에 맞추어져 있다. 공정무역 구매의도와 구매행동을 연구(차태훈 ‧ 하지
영, 2010; 유소이, 2012; 이희열 ‧ 정혜련, 2012; 황윤용 외, 2013)하거나, 윤
리적 소비 관점에서 공정무역을 연구하고(현소은, 2009), 공정무역 생산지
사례를 국제개발협력 혹은 지역학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엄은희, 2010; 손혁
상 ‧ 김남경, 2013; 김이재, 2015). 다시 말해 공정무역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반적인 거래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을 가치사슬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국내연구와 다른 관
점에서 조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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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1.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
국제개발단체, 시민단체, 공정무역단체, 일반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공정무역 공급사슬이 다양해지면서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현재까지 공정무역 운동과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는 정
의는 2004년도 공정무역협의기구 FINE6이 정의한 것이다. FINE(2004)에 따
르면,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
한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이다.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지지 받고 있는 공정무역단체들은 생산자지원, 의식고양, 기존무역관행 변화
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정무역의 핵심원칙은 인증기관이나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표 1>의 내용과 같다. 이 원칙은 2009년에 공정무역의 주요기관인 국제공
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와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합의하
여 정리한 것이다.
공정무역 원칙은 공정무역 정의를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공정무역을 실행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가격 지불, 생산자 역량강화, 장기
적 파트너십 형성, 그리고 가치사슬을 짧게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
한 정의와 원칙은 공정무역 가치사슬과 관행무역의 가치사슬을 구분하는 기
준이 된다. 생산자 선택, 거래방식, 지불가격 및 지급방식, 생산자와의 관계

6.

FINE은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FI),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WFTO), 유럽공정무역연합(The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 EFTA), 유럽월드숍네트워크(Network of European World Shops:
NEWS!)가 공정무역운동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기구로 여러차례
공정무역의 정의를 수정해왔다(Nicholls and Op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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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정무역의 핵심원칙
원칙

의미

1

구매자들이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생산자들과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취약한 생산자들을
무역 사슬을 짧게 하여 생산자들이 최종 판매가격으로부터 최대한 많
위한 시장 접근성
은 이익을 받게 한다.

2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관계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비용을 함께 책임진다. 생산
자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격과 지불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 장기적
인 무역 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역량구축 및 강화

생산자 조직들이 시장을 이해하고 지식, 기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4

소비자 인식 증진 소비자들은 공정무역단체들이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
과 옹호
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공정무역은 구매자와 소비자가 공정가격 지불, 선지급, 생산자 역량 강
사회적 계약으로서 화 지원과 같은 관행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을 동의해야 하는 사
공정무역
회적 계약으로서,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 경
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

자료: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and Fairtrade Labe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2009: 5).

형성 방식, 구매 이외의 생산자 지원 등이 가치사슬 구성에 반영된다.
하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하면서 정의와 원칙에 대한 해석
과 실천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반기업들은 공정무역 인증시스템을 통
해 공정무역 제품을 거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정무역단체들은 인증
시스템에 참여하기보다는 생산자들과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거래를 형성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양상 속에서도
공정무역을 구분 짓는 세 가지 대표적 특징을 중심으로 공정무역과 관행무역
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2. 공정무역의 특징
1) 공정가격
관행무역에서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최저가격으로 수입해
오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이런 거래방식이 생산자들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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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고, 생산자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공정가격을 책정하고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긴다. 공
정가격(fair price)은 생산비용, 생활비용 등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
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생산지의 상황과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되나,
시장가격과 공정가격 중에 높은 쪽으로 결정된다(Nicholls and Opal, 2005).
공정가격은 공정무역 인증시스템마다 책정기준이 다르지만, 공정가격을 반
드시 포함한다. 하지만 레인포레스트(Rainforest)와 같은 친환경인증이나 우
츠(UTZ) 같은 지속가능인증은 환경과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원칙을 포함하
고 있으나, 거래가격과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지 않는다(The French
Fair Trade Platform et al., 2015). 즉 공정무역을 친환경인증이나 지속가능
인증과 비교하면, 모두 윤리적 소비라는 틀 안에 있지만, 공정무역만이 공정
가격을 핵심으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
2) 생산자지원
공정무역은 정의와 원칙에 따라 공정가격 외에도 저개발국 생산자들의 역
량 강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생산자를 지원하
는 방법은 <표 2>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소셜프리미엄(social premium)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공정무역 제품가격

<표 2> 생산자 지원방식
구분

소셜프리미엄

생산자지원금

정의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원칙 중에 하나로 생산자 역량강화 혹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정가격 외에 생산자 공동체에 전달 공정무역 단체들이 직접 전달하는 기금 혹
은 사업비
되는 지원금

결정방식

생산자단체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금으
생산자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로 주로 사용되며 국제개발 활동과 연계하
따라 사용처 결정함. 금액은 국가, 품 여 지원하기도 함. 금액과 사용처는 생산국
목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공정무역단체와 소비국지원단체의 협의 하
에 결정됨

특징

생산자 단체가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소비국 공정무역단체는 주로 거래 생산자
경우에만 해당됨
단체 중의 일부를 지원

자료: 쿠피협동조합(2015: 57)의 표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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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 책정 기준은 인증시스템마
다 다르지만 대부분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기준을 따른다. 소셜프리미엄은 생
산자 공동체에 지급되며, 공동체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프리미
엄을 사용한다(Fairtrade International, 2015b). 반면 생산자지원금은 공정무
역 제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공정무역단체들이 생산자단체에 직
접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엔 특정한 기준이 없으며, 금액과 지원형태도 거래
하는 단체들 간의 파트너십에 따라 다르다.
소셜프리미엄과 생산자지원은 접근방법이 다르지만, 공정무역이 국제개발
협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소셜프리미엄과 생산자
지원금은 생산자 공동체의 생산설비 보완을 위한 공장건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마을을 위한 병원과 학교건립, 도로정비 등에 사용된다. 생산자
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커뮤니티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셜프리미엄과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서 공정무역
생산자단체가 소비국 공정무역단체의 거버넌스와 지분구성에 참여하여 주요
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고, 공동으로 공정무역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례가 등
장하고 있다(Davies, 2009). 공정가격을 지불하고, 소셜프리미엄이나 생산자
단체를 직접 지원해 주더라도 가치사슬 상의 권력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는 문제의식 하에 소비국의 공정무역단체 운영에 참여하여 권력관계를 재구
성해 가는 접근이다(Hutchens, 2009).
3) 공정무역 인증
공정무역 인증은 1980년대 후반 공정무역단체와 공정무역 소매업자들이
공정무역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막스하벨라르 마크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
다(Nicholls and Opal, 2005). 이후 1997년에 17개의 국가인증이니셔티브가
결합하여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1989년부터 1995년까지 공정무역 인증시스템은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존재하
였다(Nicholls and Opal, 2005). 2003년에 국제공정무역기구와 FLOCERT
두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FLOCERT에서 인증을 진행한다. 국제공정무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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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제3자 독립기관으로서 공정무역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해당되는 제품
인증기준을 만들고, FLOCERT는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무역 제품을
인증한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가치사슬 참여조직들은 보고서를 제
출해야 하고 인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Wilson and Mutersbaugh, 2015).
공정무역 제품 인증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신뢰하도록 하며, 제품에 인증마
크를 부착하면서 공동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일반기업들도 인증을 받아 공정
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Grolleau and BenAbid, 2001).
인증 초기인 1980년대 인증은 혁명과 같은 것이었고, 인증을 통해 ‘신뢰의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1990년대 인증은 윤리적 표준으로 사회운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공정무역 인증은 공정무역 가치사슬을 변화시
켰다. 신뢰기반 연대 네트워크에서 표준기반의 상품가치사슬로 변화시켰다
(Wilson and Mutersbaugh, 2015).
기존 공정무역 인증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7 공정무역 인증시스템을 바꾸기도 한다.8 또한 일부 기업들은 공정
무역 인증시스템을 중단하고, 구매계약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고객들이 스
스로 감시하거나, 제품에 대해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협동조합에서 구매하며
공정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을 홍보하기도 한다(Nicholls and Opal, 2005). 공
정무역 제품인증을 통해 인증을 받는 누구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공정무역 제
품을 팔 수 있게 되면서 공정무역은 주류화될 수 있었다. 인증시스템을 도입
한 이후,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량과 판매처는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이 공정무
역 인증제품을 판매하는데 참여하면서 공정무역을 자신들의 이미지를 포장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기관은 선진국에 자

7.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대기업은 자체표준, 행동규범을 개발하여 제3자 인증, 모니터링,
통제를 피하고 그 역할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다(Macdonald, 2007). 이들 기업은
제품의 질과 생산량을 높이고, 생산방법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있으나(Ruben and
Zuniga, 2011), 생산자의 사회적 측면을 돌보거나, 농업 노동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Auroi, 2003).

8.

공정무역인증은 인증기관 별로 인증기준이나 방법이 다양하다. 그리고 기관의 목적이
나 이념 지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Reineck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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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서, 생산자들에게 인증비용을 부과하고, 인증절차를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로 기능하게 하면서 또 다른 권력 관계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다(Wilson and Mutersbaugh, 2015).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는 일부 공정무
역단체들은 인증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생산자와 직접 관계를 형성
하며 공정무역을 하기도 한다.

3. 공정무역 가치사슬과 주류화
1) 공정무역 가치사슬 유형
공정무역에 대한 접근은 급진적 관점과 실용적 관점으로 나뉜다(Raynolds
et al., 2007; Renard, 2003). 급진적 접근은 세계공정무역기구(WFTO)9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정무역단체 간의 거래를 하면서, 관행무역을 변화시
키고자 하는 접근이다(Renard, 2003). 이에 비해 일반유통업체가 공정무역
제품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일반시장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이 실용적 접근이다. 이는 ‘대안적이지만 작은’ 길과 ‘크지만 관행화된’ 길
로 설명되기도 하며, ‘운동지향’과 ‘시장지향’이라고 대비해서 표현되기도 한
다(Velly, 2015).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지배적 관점으로 명백히 나누어지지
는 않는다. 그보다는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공정무역의 관점과 실천, 인증시
스템, 가치사슬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Huybrechts, 2012).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실천과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을 보아야 한다. 공정무역 가치사슬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글로벌 가치사
슬은 전세계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국가와 조
직들의 거버넌스,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 정보와 기술의 흐름, 가치사슬 상의
권력관계를 보는 이론이다. 그간 공정무역 연구자들은 GVC를 유형화한 연

9.

1989년에 생산자 조직, 수입업자,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세계 월드숍이 모여 국제
대안무역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Alternative Trade)을 창립하였고,
2009년에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로 명칭을 바꾸었다(Huybrecht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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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정무역 가치사슬 분류
가치사슬 유형

일반기업의 참여정도

거버넌스 모델

사회적경제 100%(1유형)

없음

연대 기반 관계

사회적경제 우세(2유형)

소매

연대 기반 관계

기업 우세(3유형)

인증, 소매

통제된 시장 관계

기업 100%(4유형)

생산, 인증, 소매

통제된 시장 관계

자료: Reed(2009: 9).

구(Gereffi et al., 2005) 등을 이용하여 공정무역 가치사슬을 유형화하고 가
치사슬 간의 차이와 특징을 연구하였다(Reed, 2009; Doherty et al., 2012).
Reed(2009)는 <표 3>과 같이 참여 주체의 참여 정도에 따라 거버넌스 모델
이 다르고, 이에 따라 공정무역 가치사슬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이 참여했을 때 생산자와의 관계는 소비국에 있는 기업에 의해 통제
되고 공정무역 원칙준수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은 공정무역 인
증이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공정무역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무역 원칙을 지키
고 실행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공정무역 가치사슬은 참여주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정무역단체인지, 또는 전체
상품 중에 일부만 공정무역 인증제품으로 판매하는 일반기업 혹은 유통업체
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즉 공정무역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주체가 공정무역을
미션으로 받아들여 사업을 하는가(mission driven), 혹은 시장수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가(market driven)에 따라 가치사슬은
다르게 구성된다(Raynolds and Greenfield, 2015).
Reed(2009)가 제시한 <표 3>의 4가지 분류를 Doherty et al.(2012)은
<표 4>와 같이 7유형으로 세분화했다. <표 4>는 유럽, 특히 영국에서 진행
되고 있는 공정무역 가치사슬을 분석하였고, 참여자의 특징과 역할에 따라
주류화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표 4>를 보면, 유형 1부터 유형 7까지 공정무역단체부터 다국적기업까지
공정무역 참여자에 따라서 공정무역 가치의 포섭과 희석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 수 있다. 유형 1처럼 공정무역단체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들만 참여
하는 가치사슬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비교적 직접적이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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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정무역 가치사슬
유형

가치사슬

참여자

양상

포섭/희석

1

FTO/사회적경제
가치사슬
(100%공정무역)

FTO들간의 거래
(예: CTM
Altromercato)

생산자와 강한 관계.
소비자 활동가들의 구매

없음

2

일반유통기업이
참여하는
FTO 가치사슬

3

슈퍼마켓에
자체브랜드로
제공하는 FTO

FTO들이
슈퍼마켓에서
자체브랜드로 판매
(예: Agrofair)

FTO들과 생산자 간의
강한 관계.

제한된 포섭,
이미지 손상
심함, 희석은
없음

4

라이선스가 있는
일반기업이 지배

라이선스가 있는
일반기업
및 유통회사
(예: 스타벅스)

가치사슬에서 일반기업이
강한 통제력 행사.
일반기업이 공정무역
상품만 하는 건 아님

공정무역원칙 및
인증의 포섭과
희석, 이미지
손상 심함

5

라이선스가
없는 일반기업지배

슈퍼마켓 자체인증
상품

슈퍼마켓이 공정무역
기준을 따르지 않고,
생산자들과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

이미지 손상
심함.
포섭과 희석도
존재

6

라이선스가 있는
일반제조업자가
일반유통업체에
공급

다국적기업
(예: P&G, Cadbury)

다국적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투명성이
제한되어 있음

포섭과 희석이
심함

다국적기업이 가치사슬
통제. 공정무역 최저가격,
소셜프리미엄 지급

포섭과 희석이
심함

7

FTO들이
FTO들과 생산자 간의
일반유통기업에 유통
강한 관계. 유통업체는
(예: Divine
순수하게 유통만 담당.
Chocolate,
공정무역 상품 구매 용이.
Cafedirect)

기업과 플랜테이션
다국적기업
생산
(예: Chiquita, Dole)

포섭과
이미지손상
가능성 있음.
희석은 없음

주: FTO(공정무역단체), 라이선스(License: FLO인증마크 사용허가권)
자료: Doherty et al.(2012: 10-11).

한 파트너십을 갖게 된다.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이 공정무역 가치
에 동의하고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유형 2, 3은 유통단계에서 공정무역단체가 아닌 일반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데, 판매단계에서만 참여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공정무역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형 4, 5, 6, 7처럼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서 일반기업이 통
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공정무역 가치가 포섭되고 희석되는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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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가치사슬 통제력에 대한 문제는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거래할 수 있
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인증을 위한 원
칙준수도 공정무역 원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인증 수준 이상으로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참여조직의 특성과 참여 정도에 따라 공정무역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통해 저개발생산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으로서 공정무역을 고려했을 때, 참여 조직에 따라 공정무역의 가치가 어떻
게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보는 것은 운동의 방향을 구성하는데 시사점을 준
다.
2) 주류화
공정무역의 주류화는 공정무역 시장규모가 커지고, 소비가 급증하면서 생
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공정무역 가치
를 훼손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공정무역 인증마크는 제품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표준화 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제품 중심으로 공정무역 시장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일부 제품만 공정무
역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워왔다. <표 4>에서 보듯이 기업의
참여 정도와 참여 방식은 가치사슬 유형에 따라 다르다.
관행무역을 해온 대규모 유통업체와 다국적기업들이 공정무역 제품인증을
통해 공정무역 가치사슬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정무역이 페어워싱(fairwashing), 희석(dilution), 포섭(co-optation)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공정무역의 가치와 반대되거나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기업이 공정무역 제
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때, 공정무역의 가치가 기업의 좋지 않은 이미지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공정무역 인증마크는 기업 전체의 가치사슬 인증이 아닌
특정 제품의 가치사슬에 대한 원칙 준수 및 인증 표준을 검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기업이 자사의 이미지 회복 혹은 소비자 설득을 위해 제
품 하나에 대한 공정무역 인증을 받아 판매하게 되면 비윤리적 기업이 공정
무역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공정무역 가치

공정무역의 가치사슬과 주류화

111

가 훼손될 수 있다. 이를 페어워싱(fair-washing)이라고 한다.
거대유통업체나, 다국적기업의 전체 매출 규모에서 공정무역 제품이 차지
하는 비중은 매우 적지만, 이것이 공정무역 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무역 인증기관 등은 기업의 요구
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는 포섭(co-optation)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스타벅스는 자사의 전체 커피 판매량 중 약 1%만 공정무역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2008년도 한해 Transfair USA에 낸 인증 비용이
Transfair USA 운영예산의 17%나 되었다(Jaffee, 2010). 글로벌기업들이 공
정무역 제품 판매량이 커지면서, 기업은 품질관리와 비용절감, 그리고 이윤
추구 등의 이유로 공정무역 제품의 가치사슬을 더욱 통제하려고 한다(Reed,
2009).
포섭 현상이 심화되면 공정무역 인증기준에 상업 가치들이 더 포함되면서
공정무역 원칙과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 공정무역 원료 포함 비율을 낮추는
등의 인증 기준을 조정하면서 본래 의미를 희석(dilution)시킬 수 있는 것이
다. 미국의 Fair Trade USA는 대기업이 공정무역 인증시스템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요구로 인해 공정무역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공정무역 원료 포함 비율
의 기준을 낮추었다. 이는 공정무역 원칙의 희석을 의미한다(Jaffee, 2010).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류화의 성과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Doherty et al., 2012). 일반기업들이 공정무역 제품인증에 참여하면서 부분
적이기는 하나 일반기업의 가치사슬이 변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기존 관
행무역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공정한 원칙들을 준수하려는 공정무역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이 판매하는 모든 바나나를 공
정무역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전략이 공정무역 바나나 소비량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붙이기 위해 일반기업들도 바나나 품목에 대해
공정무역 원칙을 지키게 되는 변화를 이끌었다.
공정무역의 주류화 과정은 피할 수 없다. 어떻게 주류화되어 가는가가 중
요하다. 유럽 국가별로 공정무역이 주류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
가 동일한 방식으로 주류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로 사회, 문화적 차이,
공정무역을 주도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주류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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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공정무역 가치사슬 및 주류화
유럽은 국가별로 공정무역 시장과 발전경로가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표
5>는 Doherty et al.(2015)이 유럽 주요 국가들의 공정무역 시장의 발전을
비교한 것이다. 영국은 Doherty et al.(2012)이 정리한 7가지 유형의 가치사
슬이 모두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는 공정무역단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면서, 주류화에 대
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공정무역 시장의 규모와 인지도가 작다. 스위
스의 경우에는 소매유통업체가 공정무역 제품 판매를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유통채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1인당 소비와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소매점 중심으로 공정무역 제품 판
매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영국
보다 공정무역 인지도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국가별로 공정무역을 추진하는 주요 주체가 다르고, 이로 인해 공정무역에
대한 실천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공정무역 시장을 형성하고 주류화

<표 5> 유럽 각국의 공정무역 비교
1인당 인지도
소비*
(%)

가치사슬

산업구조

제품
카테고리

스위스

38.6

90

주로 4번

소매에 집중화. 강한 국가
브랜드(Nestle)로 공정무역
커피 수입 저조

화훼, 식물,
바나나

영국

29.65

96

초기: FTO 중심의
2, 3번
현재: 1~7번

소매에 집중화

초콜렛, 설탕,
바나나

프랑스

5.42

61

1~7번. 그러나 2,
3번 이후 4, 5번.
FTO가 20% 점유

유기농 중심으로 공정무역
제품 수입

음료(hot),
초콜렛

이탈리아

1.01

28

주로 1,2번(CTM).
4,5,6번(TransFair
Italy)

강한 로컬 커피
브랜드(Lavazza)로 공정무역
커피 수입 저조

수공예,
아이스크림
원료, 초콜렛

국가

*1인당 소비: 공정무역 인증(Fairtrade Mark) 제품의 소비를 말함. (단위: 유로)
자료: Doherty et al.(2015: 316).

공정무역의 가치사슬과 주류화

113

하는 데 있어서 공정무역 참여 주체의 의지에 따라 주류화의 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류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심 이슈는 주류
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무역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교육·연구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쿠피협동조합, 2013a, 2013b,
2013c, 2014, 2015).
연구 초기인 2013년도에는 국내외 공정무역 관련 문헌연구, 조사 단체들
의 발간자료, 언론 보도자료, 국외 공정무역 관련 기관들이 발간하는 문서 등
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의 국제적 흐름과 쟁점, 한국의 공정무역의
현황을 파악했다. 2013년에 국내 9개 공정무역 단체 및 생협 관계자 12명을
면접하였다.
2014년에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관한 흐름과 현안
을 연구하였고, 2015년에는 국내 공정무역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5년에는 국내 10개 공정무역 관련 기관의 14명의 대
표 및 실무자를 대면 면접하였으며, 3개 단체는 서면조사 하였다. 그리고 공
정무역관련 기관의 대표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전에 단체 발
간 자료 및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사슬을 그려보고, 단체를 방문하여 직
접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는 유럽 등 공정무역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공정무역
가치사슬과 국내 공정무역에 나타나는 가치사슬을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무역단체 및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
는 일반기업의 가치사슬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가치사슬 전체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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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분석하고, 문제점도 제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공정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공정무역단체이다. 그리
고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의 한국사무소와 여기서 공정
무역 제품 인증을 받고 거래하는 일반기업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공정무역

<표 6> 한국공정무역단체 현황
단체명

방법 시작 년도

조직형태

고용현황

판매처
(개)

주요품목

아름다운커피*

대면

2002

재단법인
(사회적기업)

44

269

커피, 초콜렛

두레에이피넷

대면

2004

주식회사
(협동조합자회사)

7

110

설탕, 커피

카페티모르

대면

2005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12

96

커피

아이쿱생협**

대면

2007

생협

5

158

설탕, 바나나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면

2007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14

11

의류, 수공예

얼굴있는거래

대면

2007

개인회사

2

1

커피, 축구공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대면

2009

재단법인
(사회적기업)

3

30

커피

어스맨

서면

2011

주식회사

3

22

수공예,
건과일

더페어스토리

서면

2012

주식회사
(예비사회적기업)

8

6

수공예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

대면

2012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10

95

견과류,
건과일

이피쿱

서면

2013

노동자협동조합

5

22

커피

*아름다운커피는 2015년 아름다운가게에서 독립한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무역 시작년도를 아름다
운가게가 공정무역을 시작한 2002년으로 표기했다.
**아이쿱생협의 고용현황은 공정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 수를 의미한다.
자료: 쿠피협동조합(2015: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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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기업 대상
의 공정무역제품 수와 거래 규모도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한국 공정무역단체들은 주로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
회에 속해있고, 일부 신설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공정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정무역단체로 정의한 조직들은 <표 6>과 같다.
아름다운커피, 페어트레이드코리아와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는 시민단체
를 기반으로 하여 시작하였으며, 기아대책과 한국YMCA는 국제개발협력을
하면서 공정무역을 시작하였다. 아이쿱생협이나 두레에이피넷은 국내에서 생
산되지 않는 품목을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면서 공정무역을 시작했다. 11개 공
정무역단체 중에 아이쿱생협은 국내 생산품의 판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공정무역 제품이다.
<표 6>의 단체별 현황은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IV. 한국의 공정무역 가치사슬
1.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한국은 2002년부터 공정무역 거래를 시작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공정무
역 수공예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두레에이피넷에
서 마스코바도 설탕을 거래하면서 민중교역이라는 이름으로 공정무역에 참
여했다. 2005년에는 한국YMCA에서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원했던 동티
모르 생산자들이 재배한 커피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에서
시작하였지만, 협동조합, 국제개발단체가 공정무역에 참여하면서 공정무역의
참여주체들은 다양해져 왔다. 공정무역단체들의 조직 형태는 재단법인, 협동
조합, 주식회사 등으로 다양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곳도 5곳이 있다.
2011년에는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의 한국사무소가 설
립되면서 공정무역단체, 생협, 일반 유통판매업체들이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116

장승권 ‧ 김선화 ‧ 조수미

부착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11개 공정무역단체들이 115억 정도의 시장규모
를 형성하고 있고, 공정무역 인증마크(Fairtrade Mark)를 받은 제품을 판매
하는 24개 조직이 공정무역으로만 약 56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 중 매
출액이 두 분류에 중첩되어 있는 단체도 있다(쿠피협동조합, 2015: 41-45).
공정무역단체들과 공정무역제품 수입업체들은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이며, 한
품목 내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래 생산자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의 공정무역 시장은 공정무역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공정무역 제품만을 취급하는 공정무역단체들과 국제공정무역기구
(Fairtrade International) 인증을 받은 완제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일반소
매유통기업으로 나뉘고 있다.
한국의 공정무역단체들은 시민단체, 협동조합, 국제개발단체, 개인 등 미션
과 목적이 서로 다른 조직에서 출발했다. 한국의 공정무역단체들은 10년 이
상 공정무역 사업을 지속해 온 곳이 세 개 단체에 불과할 정도로 역사가 짧
다. 비영리조직인 시민사회단체나 국제개발단체 등에서 시작한 공정무역단체
들은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공정무역의 목적과
원칙에 공감하고, 한국사회에서 공정무역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활동해 온 것이다. 한국 공정무역단체들은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공정무역 원
칙을 지켜가며 공정무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매출 규모가 큰 단체들
은 최저가격이나 소셜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도 별도 기금을 마련하여 추가
로 생산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마다 시작시기부터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생산자 그룹이 있으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상
품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규 생산자들을 찾고 있었다. 그 과정에
서 직거래뿐 아니라 중개인을 통한 수입, 완제품 수입도 병행하고 있었다.

2. 한국의 공정무역 가치사슬
한국 공정무역단체와 일반유통업체는 36개국에서 15개 공정무역 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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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직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쿠피협동조합, 2015). 수입국가는 아시아
12개국, 중남미 8개국, 아프리카 7개국 등이며, 유럽과 미국에서 제작한 공
정무역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일부 공정무역단체 중, 유럽과 미국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상품군을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하
는 시도가 있었으며, 일반유통업체는 대부분 공정무역인증을 받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Doherty et al.(2012)이 분류한 유형 1, 2, 4, 6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무역단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공정무역 생산자 단체
와 거래를 하는 유형 1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공정무역단체들이 일반 유통
기업에 공정무역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유형 2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
정무역 라이선스가 있는 일반기업이나 스타벅스가 공정무역 제품 일부를 수
입·판매하고 있는 유형 4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형 6에 해당하는 다국
적기업에서 제조한 공정무역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공정무역단체가 공정무역단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수입
해오는 경우가 64개 조직이며, 공정무역단체가 일반수입업체인 중개인을 통
해 공정무역제품을 수입해오는 경우가 13개이다. 공정무역단체들은 4개의 조
직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해오고 있으며, 일반유통업체들은 22개 조직으로부
터 완제품을 수입해오고 있다. 일반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생산자단
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2개, 국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0개, 둘 다 모르
는 경우가 9개로 생산자와의 파트너십과 가치사슬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공정무역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정무역단체들이 수입해오는 곳들은 어느 국가, 어느 생산자로부터 물품
을 수입해오는지를 표기하고 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공정무역 원칙을 비교
적 잘 준수하면서 공정무역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
유통업체들은 공정무역의 의미나 원칙을 알리는 것이나, 생산자를 표기하는
것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반유통업체들이 공정무역의 의
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공정무역의 가치가 소
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일반기업들이 공정무역 제품 유통 및 판매에 참여하면서 공정무역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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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의 공정무역 가치사슬 현황
유형

수입업체

유통업체

조직수

생산자직거래

공정무역단체

공정무역단체

64개

중개인

일반수입업체

공정무역단체

13개

완제품 재수입
(인증)

일반수입업체

공정무역단체

4개

일반수입업체

일반유통업체

22개

자료: 쿠피협동조합(2015: 56).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정무역의 페어워싱, 포섭,
희석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초기단계여서 주류화의 부작용이 크
지는 않지만, 공정무역 제품인지 모르고 소비되는 제품들이 늘고 있다. 향후
공정무역 시장이 커지고, 일반소매유통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수록 선진소비국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
다. 공정무역이 주류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공정무역단체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원칙을 지켜나가는 건강한 주류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3. 한국 공정무역단체의 가치사슬
한국 공정무역단체의 가치사슬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다. 공정무역 후발주자로서 공정무역이 활성화 되고 있는 서구 공정무역의
영향을 받아 일부 제품에 공정무역 제품인증을 받고 있었고, 공정무역 제품
군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공정무역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중개상을 통해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그림 1>은 한국의 공정무역단체들의 가치사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공
정무역단체가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보면 4가지 형태
의 가치사슬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생산자와 장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형
성하면서 공정무역 제품을 직접 수입한다. 둘째, FLOCERT로부터 제품 인
증을 받거나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의 회원단체인 생산자로부터 원료를

공정무역의 가치사슬과 주류화

119

자료: 저자 정리.
<그림 1> 한국 공정무역단체의 가치사슬

수입하여 현지나 국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업체에 의뢰하여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셋째, 유럽이나 미국의 공정무역단체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수입해
서 판매한다. 넷째, 특정 제품에 한해서 전체 가치사슬 단계마다 공정무역 인
증을 받는다.
대부분 4가지 가치사슬이 한 단체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나, 이 중에서
최소 2~3가지 가치사슬 유형이 일어나고 있다. 공정무역 제품이 완전인증,
부분인증, 비인증의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
럽의 공정무역기업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국내 공정무역단체
들이 개발할 역량이 부족한 제품이나, 수요가 적어서 국내에서 제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공정무역 제품 인증에 대해서는 공정무역단체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많은 공정무역단체들은 공정무역 제품 인증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품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세계공정무역기구
(WFTO)에 소속되어 공정무역단체임을 인정받는 곳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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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가치사슬은 시장규모가 적은 상황에서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실천으로 공정무역단체들의 규모에서 비해서 가치사
슬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공정무역단체들은 Doherty et al.
(2012)이 분류한 유형 1번과 2번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고, 한국 공정무역
단체들의 가치사슬이 복잡한 이유는 단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내지 못
하고 작은 시장에서 다양한 품목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규모가 커
지게 되면 복잡한 가치사슬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국
제개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자조직 역량 개발 및 품질 관리 등을 해나
가야 한다.
판매방식도 공정무역 제품만을 판매하는 공정무역매장, 생협매장, 대형 소
매점과 개인사업자 카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카페, 온라인 등으로
다양한데, 판매에 관한 정보 축적과 관리를 통해 공정무역 제품의 수요에 대
한 빠른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공정무역 추진방향은 서구와 유사하지만
한국 공정무역단체의 비즈니스 수준이나 시장규모는 작다. 한국 공정무역단
체의 비즈니스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국
제개발협력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
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4. 한국 공정무역단체의 생산자지원
생산자와의 파트너십과 생산자 역량강화는 공정무역의 핵심요소이다. 한국
의 공정무역단체는 개별적으로 주요 생산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단체별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다. 생산자와의 관계를 파트너로
생각하는가, 지원해 줄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생산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 생산자 지원 전략이 다르다. 또한,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생산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국의 생산자지원은 소셜프리미엄을 통한 지원과 생산자지원금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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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공정무역단체의 경우 국제공정무역기구(FI)
인증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소셜프리미엄 지급보다 일정비율로
공정가격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인증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공정무역단체들은 소셜프리미엄의 측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단체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단체들이 밝힌 금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이다. 생산자지원금은 2014년 기준으로 약 9억 3,000만 원으로, 모든
공정무역단체들이 별도의 생산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생산자조직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장기적
이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단체나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쿠피협동조합, 2015: 57-58).
한국의 공정무역단체들은 생산자단체와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산자단체를 지원할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거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 국제개발협력단체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개 단체의 생산자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커피나 카페티모르는 KOICA 지원을 일부 받아서 커피 생산자들의 역량강
화를 지원하였다. 두레에이피넷과 아이쿱생협은 자기 기금을 통해 직접 생산
자 단체가 필요로 하는 센터건립 등을 지원했다. 두레에이피넷은 일본의 대
안무역단체인 ATJ(Alter Trade Japan)를 통하여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산지
와 거래를 시작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공정무역 산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
다. 아이쿱생협은 필리핀 공정무역단체인 PFTC(Philippines Fair Trade
Center)와 공정무역 마스코바도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안티케 지역에 공
정무역센터를 설립하는 등 생산자를 지원하고 있다(쿠피협동조합, 2015).
다른 공정무역단체들도 소규모라도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공정무역단체의 역사, 시장 규모 등을 보면 아
직 시작단계로 생산자 지원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
서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 등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정무
역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공정무역의 의미는 손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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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정무역생산자 개발 사례
구분

아름다운커피

카페티모르

두레에이피넷

아이쿱생협

국가

네팔

동티모르

필리핀

필리핀

생산자명

굴미 커피
생산자 조합

피스커피
9개 소그룹

ATC

PFTC, AFTC

생산자
조직형태

생산자
협동조합

생산자그룹

대안무역회사

협동조합연합
공정무역단체

거래물품

커피

커피

마스코바도

마스코바도

거래
시작년도

2006년

2005년

2004년

2007년

지원금
(단위: 원)

약 1억 5,000만
(2013년)

약 8억
(2005~2015년)

약 7천 500만
(2005~2015년)

약 4억
(2005~2015년)

지원금 출처

자사, 코이카

자사, 코이카

자사

자사

유형

생산자조직
역량개발

생산자조직
역량개발

생산자 협력

생산자 협력,
신규 생산자 지원

주요활동

협동조합 분리,
비즈니스 역량강화,
가공시설 설립

생산자 역량강화,
사회적기업 설립

생산자 조직과의 신규 생산자 지원 및
교류
교류, 센터 설립

자료: 쿠피협동조합(2015: 98).

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정무역단체들과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의 협력이 필
요하다.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기관별 핵심역량을 투입한다면, 생산자들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에서 공정무역은 건강하게 주
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개발단체들은 생산자 커뮤니티의 발전 및 생산
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협력한다
면 생산 품질향상 및 커뮤니티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공정무역 가치사슬을 이해해야만 공정무역이 전
개되고 있는 전체 상황을 조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무역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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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규모로 커진 유럽의 공정무역 가치사슬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공정무역 가치사슬도 대비해 보았다.
Doherty et al.(2012)의 공정무역 가치사슬 유형으로 보면 1, 2, 3번을 제
외하고는 일반유통업체나 다국적기업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에서 공정무역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공정무역이 주류화 되는 과정에서 페어워싱, 포섭, 희
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단체를 중심으로 주류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공정무역이 주류화되면서 공정무역 운동차원의 의제들을
거의 다루지 않는 주류기업이 공정무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Huybrechts,
2012). 현재 공정무역 시장 자체가 작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는 않지만,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의미와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한국의 공정무역은 Doherty et al.(2012)의 유형처럼 가치사슬이 뚜렷하게
구분될 만큼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직거래를 선호하지만,
다양한 제품 취급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일반유통업체는 인증마크가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한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공정무역단체의 제품을 가치사슬 내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정무역의 의미나 제품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 않다.
한국 공정무역이 주류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공정무역단체의 가치사슬을 투명
하게 관리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현재 공정무역단체들 또한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상을 통하거나 일부는 유럽과 미국의 완제품을 수입
해오고 있는데, 이는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며, 제품의 투
명성 또한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중개상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수입국 소비자의 요구가 제품생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둘째, 수입, 제조, 유통, 판매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다양한 지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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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공정무역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생산자단체부터 소비국의 공정무
역단체까지 데이터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체들의 자원
과 역량으로 가치사슬 단계별로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측정을 하기 어렵다. 공정무역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야만 공정무역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일반유통업체에서 수입해 오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와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공정무역단체를 중심으로 시장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
개발단체, NGO, 종교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정무역마을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정무역이 비
즈니스를 기반으로 개인 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되어 왔다면, 공정무역마
을 운동은 마을이나 도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집합적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
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방정부 또한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 받고 정치적으로 공정무역을 옹호하기 위한 조례제정
및 인력과 예산지원, 그리고 공공조달을 집행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소비하는 커피와 차를 공정무역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정부 청사의
매점 및 카페에 공정무역 제품을 유통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서
울시와 인천시가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하고 공정무역 제품 판매와 인식제고
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공정무역마을 운동이 활성화되어 시민들
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간다면, 일반유통업체에서 진행하는 공
정무역 제품 판매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기능도 자연스럽게 작동할 것이
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공정무역마을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
무역마을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다양한 조직들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넷째, 국제개발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자개발과 역량강화를 해
야 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2015년 현재 2조원 규모이다. 그러
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하며, 공적개발원조
(ODA) 재원을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 까지(약 4조원 규모)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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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1. 10). 정부는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아시아 중심의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
조 위주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개발도상국 소녀 보건·
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
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무역은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Doherty et al., 2012).
따라서 정부, 국제개발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공동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과 역량을 공유한다면 생산자지원이라는 공정무역의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정부, 국제개발단체 그리고 공정무역단체들이 연대하여 생산자
를 공동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공정무역의 성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ODA 자금의 일부를 공정무역 생산자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에 사
용하고, 인력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성과와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
국제개발민간단체는 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지를 개발하고,
현지에서 생산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생
산자들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게 된다면, 한국은 물론 해외 공정무역단체까지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생산자 개발단계부터 정부와 민간
국제개발단체와 협의하여 생산자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생산 품목
을 선정하고, 국내 단체들은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정부, 국제개발단체,
공정무역단체 등 삼자 간에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생산자를 발굴한
다면 ODA 측면에서나, 공정무역의 목표 달성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이다.
공정무역 거래를 통해 생산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
록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류화에 따르는 문제
를 피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협
력 방식에서 비즈니스 규모를 성장시키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만약 사회적 목적이 훼손된다면 규모
확대를 줄이고, 공정무역 참여주체들을 선별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
일반유통업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해야 하는지, 시민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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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자정작용을 높여가야 하는지 등은 공정무역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쟁점
이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실천과정을 가치사슬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향후 공정무역 가치사슬 내 모든 참여자의 관계를 면
밀하게 살펴보고 평가하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가치사슬 단계별 실제 가치
전달과 점유 등을 측정한 연구가 수행되면, 한국 공정무역단체의 활동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공정무역의 성과 또한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투고일자: 2016-10-04 심사일자: 2016-12-13 게재확정: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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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ain Fair Trade in terms of value chain model and to
investigate Fair Trade value chains in Korea. Fair Trade value chain has been
developed by various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Recent researches have
showed mainstreaming of Fair Trade in Western countries might cause fair-washing,
co-optation, and dilution of Fair Trade values.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issues
and the ways in which Fair Trade in Korea can minimize those drawbacks. In Korea,
Fair Trade market has been developed by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notably Fair
Trade Organizations (FTO), consumer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even if
few retailers and traders involved in Fair Trade market with FLO mark. However, it
is practicable major retailers 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likely to take part in
Fair Trade market in Korea. Hence it is needed to act to minimize the problems
caused by mainstreaming of Fair Trade. Having value chain perspective, the present
research is different from many of previous researches in Korea, which are mainly
concerned with consumers’ and producers’ aspects of Fair Trade.
Keywords: Fair Trade, value chain, mainstreaming, fair-washing, co-optation,
di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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