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커피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사업범위 

 

 개괄 

  (1) 한국 최초 공정무역 단체  

  (2) 모법인 아름다운가게에서 공정무역 시작 

  (3) 재단법인이자 사회적기업(2014년 설립) 

  (4) 세계공정무역기구,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회원  

 

 미션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Changing Trade to Change the World 

 

빈곤퇴치 
(국제개발, 

  파트너십) 

비즈니스        
(무역회사, 

사회적기업) 

시민운동 
(캠페인, 

 자원활동) 





청소년 

사회적  

경제 

지속      
가능성 

미래                 
기업가 

공정무역      
기업가 

SGDs 

글로벌 

 교육 



공정무역교실  파트너 소개 

 

 다양한 이슈와 연계된 공정무역교실 

  (1) KCOC 주최 세계시민교육 파트너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증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공정무역교실 

  (1) 성북구, 도봉구 등 지자체 연계 교육 협업 

  (2) 교육단체, 교사 네트워킹을 통한 교육 홍보 

  (3) 양성된 공정무역교실 강사가 교육 출강 

  (4) 금천구, 화성시, 인천시 등 활동가 양성     

 



 
공정무역교실은 

청소년이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영 리더 대상 공정무역 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입니다. 
 

2012-2019년 
725 개교, 8년 차 프로그램 





보고/공유 



발표회 
(매년 11월)   

학습교실 
(수업)  

실천교실 
(캠페인)  





불공정한 사회와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 

공정무역에 공감 > 정보습득 

공정무역을 실천의 방법으로 인식 



90분 1회 특강 

공정무역 기초, 진로, 타 이슈 연계 

온라인 영상교육도 신청가능 



1 .공정무역은  왜  필요할까 ? 

2. 공정무역은 어떻게 공정할까? 

3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법 



카카오농부 수입업자 가공업체 초콜릿회사 대형마트 

초콜릿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초콜릿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카카오농부 수입업자 가공업체 초콜릿회사 대형마트 
고된 육체적 노동 
카카오 발효 및 건조 
비료, 살충제 위험 
불합리한 대우 
생계유지 걱정 

항구까지 운송 
창고 관리 

등급 분류 및 재처리 
수입 세금 

가격 협상 및 거래 

가공 공장 
가공 설비 
현대화 투자 
연구개발 
회사로 운송 

제조 공장 
제조 설비 
현대화 투자 
상품 개발 
광고비 

직원 고용 
경쟁자 위협 
마트 시설 
광고비 
마트 운영 



카카오농부 수입업자 가공업체 초콜릿회사 대형마트 

초콜릿 게임  20칸을 공정하게 나눠보세요 

? 







부채와 빈곤(르완다) 

불공정한 거래(네팔) 

생활환경 악화(페루) 



생활환경 악화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코카가 재배금지 작물이 되면서 
테러와 전쟁으로 7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을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요.” 



생활환경, 노동환경 개선 

공정무역 효과 

“나랑히요 협동조합의 지원으로 
코카 재배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카카오를 재 
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카오 거래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족

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마을은 카카오 덕분에 성장했어요.” 



공정무역 제품 알아보기 

공정무역 판매처 찾아보기 

공정무역 실천하기 



공정무역 제품 알아보기 

공정무역 초콜릿, 코코아 

페루 나랑히요 협동조합 

공정무역 커피 

네팔 굴미, 신두팔촉 협동조합 



공정무역 상품은 
이것 뿐일까? 



청소년이 변화를 만들다 
공정무역, 함께 배우고 알리고 나누다 

2016 공정무역캠페인 발표대회 최종.mp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참여학교 23 59 62 131 155 178 117 725개교 

청소년 216 4,921 4,383 4,502 6,411 6,749 10,804 37,986명 



약 1억 5천만원 

캠페인 매출액 
(2012~2018) 

약 2천만원 

캠페인 기부액 
(2012~2018) 



누구나 주체로 신청 

다양하게 상시 참여 

격려와 피드백 



(누구나 주체로 신청) 학부모, 청소년, 선생님 



(다양/상시) 교내와 교외, 상시와 비상시, 판매&모금&홍보 



(격려와 피드백) 온라인에서 공유, 자랑 



(격려와 피드백) 오프라인에서 공유, 자랑 





자발적 활동 

지속적 참여 

연대가 가능 

왜 실천이 중요할까? 



(자발적 활동) 청소년이 스스로 주도 

211 

160 



(지속적 참여) 고등학생,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청담중, 청담고 
학생, 인턴, 강사 



(연대가 가능) 지역으로, 세계로 



재미 

성취감 

동기부여 

실천활동에서 필요한 건? 



(재미) 즐거운 활동 

무형식 



(성취감) 성취가 있는 활동 

완판 
기부 



(동기부여) 동기가 되는 플랫폼 





우리가 생각하는 실천이란? 

주인의식 이다. 



주인의식 

버스에서 제가 앉아 있고, 어르신들이 서있을 
때 전에는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
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힘든 분들에게 자리를 양
보해야겠다 생각해요.   
 

나중에 성인이 돼 일하면서 높은 지위가 되었을 
때 저보다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주인의식 

길가다 싼 커피 가게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커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착취되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가게는 잘 가지 않게 돼요. 



참가자 개인의 변화 

공정무역 소비지의 변화 

공정무역 생산지의 변화 

주인의식 



 

광장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역할 



질문 있으신가요? 

아름다운커피 홍보캠페인팀 

이혜란 

hyerane81@bcoffee.org 

070-4942-0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