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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교실> 안내
● 공정무역교실이란?

공정무역교실은 청소년이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실천            

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공정무역교실 프로그램 구성

      학습교실                                  실천교실                               발표대회

연 1회 학습교실, 연2회(학기당 1회) 실천교실 미션을 완수한 팀에게는 ‘공정무역교실’ 프로그램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공정무역교실 미션 안내

아래 미션을 진행 후, 활동 결과와 사진을 제출하면 미션이 완료됩니다.

구 분 미션 종류 및 인정 기준 미션 완수

학습교실 공정무역을 학습하며 ‘공정무역 박사’가 되어요!

*강사초청교육(유료, 8만원)/무료교육(월1회, 마지막 주 토요일)/온라인교육 중 택1

실천교실 우리 동네 공정무역 매장을 누비는 ‘공정무역 탐험가’가 되어요!

*공정무역 매장을 2개 이상 방문하고 활동 보고 시, 미션 1회 인정

공정무역 판매캠페인을 진행하는 ‘공정무역 기업가’가 되어요!

* 공정무역 제품 판매 및 홍보 행사 진행 시, 미션 1회 인정 

공정무역을 알리는 행사를 만드는 ‘공정무역 기획자’가 되어요!

*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무역 홍보 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진행 시, 미션 1회 인정

15년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 

“처음에는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많이 걱정

했어요. 기획 과정에서 공정무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을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

면서 공정무역의 실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소중

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 행신고 남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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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교실> 참가 안내

참가 대상 전국 청소년(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등)

참가 단위 최소 3명 이상의 팀(동아리 등)

참가 일정 1. 학습교실, 실천교실 : 연중 상시 진행 가능

2.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 : 매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

참가 혜택 1. 공정무역 캠페인키트 증정

2. 봉사활동 시간 부여

참가 방법 1. 공정무역교실 미션에 함께 도전할 팀을 구성합니다.

2. 팀 구성원은 모두 공정무역교실 커뮤니티에 가입합니다

3. 학습교실과 실천교실 미션을 선택하여 수행합니다.

4. 미션수행 후, 미션 결과와 사진을 공유합니다.

*연 1회 학습교실, 연 2회(학기당 2회 이상) 실천교실 미션을 완료하면, 

‘공정무역교실’ 프로그램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정무역교실 페이스북 커뮤니티 I www.facebook.com/groups/fairtradeclass

신청 아름다운커피 홈페이지 I www.beautifulcoffee.org – 캠페인 – 교육 – 공정무역교실

문의 공정무역교실 담당자 I fairtradeclass@gmail.com  070-4942-0779/0776

                                      16.05.14 충원고                                                            16.07.15 교원대부고

팀 구성을 위한 Tips

- 세계시민, 무역, 인권, 농업, 환경 이슈 등에 관심 있는 선생님, 친구를 찾아보세요.

- 이미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다면, 동아리 구성원과 함께 팀을 이뤄 도전해보세요.

- 올해의 동아리 활동계획에 ‘공정무역교실 도전미션’을 넣어보세요.

- 팀 구성원들과 공정무역에 왜 관심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http://www.facebook.com/groups/fairtradeclass
http://www.beautifulcoff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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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교실 미션> 학습교실 안내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알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이 되어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함께 토론해보아요.

● 학습교실 참여 안내

1)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교육에 참여한 후, 설문지를 제출합니다.

3) 공정무역교실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학습교실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정무역 박사’ 뱃지를 획득합니다.  

(월 1회 업데이트)

● 학습교실 종류

교육 종류 수업시간 대 상 난이도 내용 및 수업 목표 강사비

강사초청

교육

90~100분 청소년

(14~19세) 

기초,심화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이해,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 기획하기

8만원/회

40분 11~13세 기초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이해,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

참고사항 - 신청 단위 : 서울, 수도권 내 30명 이내의 학급 또는 동아리 기준

- 참고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교통비 지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료교육 40분 청소년

(14~19세) 

기초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이해 무료

참고사항 - 일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2-13시 (매월 선착순 마감, 추가 교육 일시는 신청서에서 확인 가능)

- 장소: 아름다운커피 경복궁점(3호선 경복궁역), 또는 혁신파크(3호선 불광역)

온라인교육 20~30분 14세 이상 기초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이해 무료

● 학습교실 신청서

종 류 신청방법

초청교육 별첨 문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이메일: fairtradeclass@gmail.com)

무료교육 https://goo.gl/forms/qkKRocMYXtxjfoq42

온라인교육 https://goo.gl/forms/pIOAdb83karVmzlu1

아름다운커피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각 교육 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1~2주일 내로 신청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공정무역 박사’

공정무역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겠죠?

내가 공정무역에 대해 잘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무역에 대해 학습하고, ‘공정무역 박사’ 미션이 완료하세요!

https://goo.gl/forms/qkKRocMYXtxjfoq42
https://goo.gl/forms/pIOAdb83karVmzl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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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공정무역권장도서

- 공정무역 권장도서를 함께 읽어보세요.

- 공정무역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해보세요.

- 학교 교과서에서 공정무역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 공정무역이 왜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보세요.

<공정무역교실 미션> 실천교실 안내
공정무역은 소비자가 주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회운동입니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봅니다.

“캠페인”이란?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사람들이 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한국지부(Amnesty Korea), 2014-  

● 실천교실 참여 안내

1) 실천교실 미션을 확인하고 우리 학교에 맞는 활동을 선택합니다

2) 공정무역교실 캠페인키트를 신청합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vnGNkfGKCmGcgqZd2

3) 미션에 맞는 대상, 장소, 날짜를 선정합니다.

4) 미션에 필요한 공정무역 홍보물을 제작하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5) 활동 결과 및 사진을 보고하면 미션이 완료됩니다.

- 보고 양식은 ‘공정무역교실’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말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봉사활동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더 많은 미션을 수행할수록 ‘공정무역교실 최우수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천교실 미션 종류

                        공정무역 기업가(6p)              공정무역 탐험가(9p)       공정무역 기획자(10p)          

https://goo.gl/forms/vnGNkfGKCmGcgqZ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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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교실 미션수행에 필요한 Tips

공정무역 제품 할인 받기

1) 공정무역교실 참여 시, 공정무역 제품 20~30% 까

지 할인

2) 공정무역 초콜릿, 커피, 견과류, 설탕 등 구매 가능

3) ‘공정무역교실 참여 목적’으로만 구매 가능

4) 배송은 결제 완료 시점으로부터 2-3일 정도 소요

공정무역 제품 주문하기

                                                            

                                                  파트너몰

바로 가기 ▶ www.beautifulcoffeescm.com
아이디(ID) : 1234567   비밀번호(PW) : 1234567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 키트를 검색해보세요

캠페인키트 활용하기

- 캠페인키트와 ‘공정무역교실 자료실’ 자료를 참고 

  하여 추가로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 캠페인키트 홍보물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정무

  역 제품 구매사이트 ‘홍보물’ 탭에서 추가로 홍보물

  을 구매합니다.

-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 키트’를 구매하시면, 홍보 

  판넬 2종, 팜플렛 100장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공정무역교실 자료실

보고 양식, 공정무역 홍보물, 학습자료, 동영상 등

바로 가기 ▶https://goo.gl/4zjuIs

 <실천교실> ‘공정무역 기업가’

‘공정무역 기업가’

학교 친구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리고, 공정무역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해 직접 공정무역 제품을 사고, 홍보하고, 판매해보면서, 윤리적 소비활동을 확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동네에서 공정무역 판매캠페인을 열어 공정무역 기업가 미션을 완료하세요!

● ‘공정무역 기업가’ 미션 가이드

1) 참고자료의 계획안을 참고하여 판매캠페인을 기획합니다.

2) 판매캠페인을 진행한 후, 활동 결과 및 사진을 보고하면 미션이 완료됩니다.

- (페이스북 보고) 활동후기, 에피소드, 현장사진, 참가자사진 등

- (활동 보고 제출) 공정무역교실 담당자 fairtradeclass@gmail.com
- 활동 보고 양식은 ‘공정무역교실’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택사항) 판매캠페인 수익금 기부 시, 공정무역 생산지 지원 및 캠페인 활동에 사용됩니다.

기부금확인증 받기

1) 기부금 입금처 : 하나은행 162-910005-52304  

(재)아름다운커피

  - 입금자명은 ‘학교/단체 이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금 후, 입금일/입금자명/입금액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알려주시면, ‘기부금 확인증’을 보내드립니다

공정무역 후원하기

바로 가기 ▶https://goo.gl/kqFN6D

http://www.beautifulcoffeescm.com
https://goo.gl/4zj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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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판매캠페인에 참여하면, 수익금을 기부하면,

공정무역으로 혜택받는 생산자가 늘어나요! 공정무역 생산자를 지원해요!

‘공정무역교실’ 캠페인 제품 구매액 

총 101,438,800원(17년 2월 기준)

‘공정무역교실’ 후원금액 

총 14,166,100원 (17년 2월 기준)

‘“판매캠페인을 하고 나니 제품을 구매하기 전 생산자

의 입장을 생각하며 좀 더 의미있는 소비를 하게 되었

어요. 특히 우리의 소비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깊

이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 진접고등학교 -

“네팔 지진을 겪은 생산자들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

행하고 나니 지진 피해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생산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뜻깊은 시

간이었어요.”                       

– 청담중학교 -

                 15.05.21 사직고                 15.05.31 한솔고              15.05.09 화정중

“가정 수업 시간에 ‘소비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서 공정무역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학생들이 실제

로 변화하는 건 직접 판매해보는 경험을 통해서였

어요. 판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 적극적인 캠

페인 활동을 하고, 학교에 ‘공정무역 양심가게’를 

직접 설치하기도 했어요.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많

이 생각해본 것 같아요.”

– 하늘빛중학교 이강민 선생님 -

Tips

- 공정무역 설탕으로 공정무역 솜사탕, 달고나를 만들어보세요.

- 공정무역 코코아, 커피를 판매하는 ‘공정무역 카페’를 열어보세요.

-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 키트’를 구매하면, 더 많은 홍보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시에는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 키트’ 2세트(총 192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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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정무역 판매캠페인 계획안

대상 ‘누구에게 판매할까?’ (예: 학생, 선생님, 부모님, 지역주민)     

방식 ‘어떤 제품을 판매할까?’ (예: 공정무역 초콜릿, 커피, 코코아)

tip. 판매 대상과 방식을 고려하세요!

제품 ‘어떻게 판매할까? (예: 판매 가판대 운영, SNS선주문, 일일 카페)

 tip. 판매 대상을 고려하세요!

판매기간

/장소

‘어디서 팔아야 잘 팔릴까?’ (예: 점심시간, 학교 행사, 지역축제)

제품 목록 

및 수량

 tip. 수요를 예측해서 결정하세요!

캠페인 멘트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생산자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아동노예노동, 노동착취 없는 공정무역 제품으로 바꾸세요.”

“공정무역은 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됩니다.”

판매계획 완료  창의력과 개성을 발휘해서 가격표와 홍보물 제작하기!

     15.10.17 그린나래                      15.05.14 신동중                        15.11.10 명문고

 

품목 수량 개당 가격 판매 가격

공정무역 초콜릿 50 x,000 x,000

공정무역 코코아 10 x,000 x,000

총금액 xx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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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실> ‘공정무역 탐험가’

‘공정무역 탐험가’

공정무역을 더 가까이에서 접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공정무역이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공정무역을 자꾸 찾는다면, 우리 동네에 더 많은 공정무역 판매처가 생겨나

겠죠? 우리 동네 공정무역 판매처를 찾아보고, 공정무역 탐험가 미션을 완료하세요!

 

● ‘공정무역 탐험가’ 미션 가이드

1) 우리 동네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찾아봅니다.

- 공정무역 판매처 지도 : https://goo.gl/bMrZwZ
  * 2016년 지도로, 2017년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매장을 방문하여 공정무역 제품을 찾아봅니다.

3-1) (제품을 찾으면) 공정무역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3-2) (제품이 없다면) 담당자를 찾아 공정무역 캠페인 봉사활동 중임을 알리고, 제품 판매를 요청합니다.

(멘트 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00 학교에 다니고 있는 000 입니다.

저는 공정무역을 알리는 공정무역 캠페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 매장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들어서 방문하였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앞으로 꾸준히 판매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꾸준히 판매해주신다면,

저도 여기가 공정무역 매장임을 주변에 많이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 운동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매장명이 나오도록 방문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5) 활동 결과 및 사진을 보고하면 미션이 완료됩니다.

- (페이스북 보고: 커뮤니티 업로드) 지역, 매장명, 방문후기, 인증사진(제품 진열사진, 매장 방문 인증사진) 

- (활동 보고 제출) 공정무역교실 담당자 fairtradeclass@gmail.com
- 활동 보고 양식은 ‘공정무역교실’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6) 판매처 2곳을 방문하고 보고까지 완료되면, 공정무역 탐험가 미션이 완료됩니다.

Tips

- 쉽게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가게, 홈플러스를 먼저 방문해보세요.

- 누가 먼저 공정무역 제품을 찾는지 친구들과 내기해보세요.

- 방문한 공정무역 매장을 친구, 선생님, 부모님에게도 소개하세요.

https://goo.gl/bMrZ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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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실> ‘공정무역 기획자’

‘공정무역 기획자’

공정무역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만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풍성한 공정무역 행사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릴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리고 공정무역 기획자 미션을 완료하세요!

● ‘공정무역 기획자’ 미션 가이드

1) 나의 특기를 살려서 공정무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 SNS 이벤트, 학교 축제 참여, 외부 행사 기획 등

2) 참고자료의 ‘행사 계획안’을 토대로 행사를 기획합니다.

- 50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어야 미션이 완료됩니다.

3)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가자를 기록합니다.

- 예시: 이벤트 참가자 명단, 공정무역 지지 인증사진, 동영상 등

4) 행사를 진행한 후, 활동 결과 및 사진을 보고하면 미션이 완료됩니다.

- (페이스북 보고) 활동후기, 에피소드, 현장사진, 참가자사진 등

- (활동 보고 제출) 공정무역교실 담당자 fairtradeclass@gmail.com

- 활동 보고 양식은 ‘공정무역교실’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6.06.11 여강고 

Tips

- 다른 학교의 사례 및 공정무역교실 커뮤니티 게시 글을 참고해보세요.

- 이전에 했던 다른 활동에 실천교실 미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 공정무역교실 참여 사례

‘공정무역교실 자료실’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구분 사례

장소 교내 점심시간, 학교 축제, 졸업식 등(다수 사례)

교외 지하철역(등촌중, 동산고), 유동인구 많은 곳(동성고, 한양사대부고)

방법 홍보 피켓(행신고), UCC(장훈고), 퀴즈(매탄고), 설문(장안중)

판매 주문•배달(경남외고), 메시지익명배달(성균관대), 판매가판대(용현중)

시식 1일카페(청심국제고)

모금 네팔재건복구, 생산자지원 모금(진관고, 동성고)

참여활동 아동센터 교육(여강고), 공정무역카페탐방(장안중), 서명운동(등촌중, 봉담고), 팔찌제작

판매(창북중), 다큐멘터리 상영회

시기 기념일 (5월) 세계공정무역의 날 공정무역 축제 참여(신동중, 여강고)

(10월) 세계빈곤퇴치의 날 (청심국제고, 안산고, 심석고)

학교 축제 축제 부스 운영(다수 사례)

지역 축제 주민축제, 박람회 (삼괴고, 여강고, 공정무역나눔, 주안고)

청소년축제 자치구단위 청소년 축제, 청소년수련관 행사 등

홍보 SNS 활용 페이스북 그룹 선물인증사진(부산공정무역연구회)

지역신문, 교지 영자신문교지(장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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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정무역 행사 계획안

목적 ‘행사의 목적, 주제는 무엇일까?’    

대상 ‘누구를 초대할까?’ (예: 학생, 선생님, 부모님, 지역주민)

준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떤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물이 더 필요할까?’

홍보 ‘어떻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까?’

역할 분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역할을 나누어 진행해보세요.

행사 계획 완료  창의력과 개성을 발휘해서 홍보물 제작하기!

         16.05.14 충원고                      16.10.18 창북중                       16.04.19 현일고 

  

담당자 이름   할 일 날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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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란?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는 공정무역교실 참가자가 모여 그 간의 활동과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발표대회에 참여하면, 전국 각지의 청소년 공정무역 활동가, 선배 활동가, 그리고 선생님과 만나 교류하며 다른 

활동 사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 2012~2016 최우수 공정무역 실천학교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는 매년 10~22개 학교가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총 52개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최우수 공정무역 실천학교’는 매년 발표대회 참가자들의 투표로 선발됩니다.

제1회 (2012년) 제2회 (2013년) 제3회 (2014년) 제4회 (2015년) 제5회 (2016년)

부흥고등학교

여강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

화정중학교

청담중학교 그린나래 청소년

연합동아리

청심국제고등학교

●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 시상식

- 일시: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 당일 (매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

- 부상: 상장,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 지원물품 (공정무역 제품)

- 기간: 매년 11월 ~ 차년 10월까지의 활동으로 집계

구분 시상 기준

공정무역교실 최우수상 발표대회 최다 득표 (50%) + 최다 ‘미션’ 달성 학교 (50%)

공정무역교실 우수상 ‘공정무역 거상’ 최다 ‘판매금액’ 달성 학교

공정무역교실 우수상 ‘공정무역 SNS스타상’ 최다 ‘좋아요’ 득표 학교 (공정무역교실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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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 현장

 

                                                                                                                                                                  ◀2016년 발표대회  

                                     ▲▶2014년 발표대회   

   ▼2016년 발표대회(아래쪽)

   ▶2015년 발표대회(아래에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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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공정무역교실 참여 학교 전국지도 (총 151개교)

                                서울특별시

서울 54개교 | 

강명중 개운중 경기여고 경복비즈니스고 경원중 그린나래청소년연합동아리 금천고 대원국제중 대원외고 독산고 동북중 동성고 동일여고 등촌중 명덕외고

무학여고 문일고 반포중 북서울중 삼각산고 삼성고 서울사대부고 서울외고 선사고 성덕여중 성수고 세종고 세화여중 수락고 신동중 여의도여고 염광고 

영훈국제중 예일디자인고 오산고 윤중중 이대사대부고 이화미디어고 자양고 잠실고 잠실중 장훈고 정신여고 진관고 창북중 청담중 충암고 하나고 한대부고

한영외고 해성여고 혜화여고 환일고 휘봉고

인천/경기도 73개교 | 

강서고 광덕고 광탄중 교문중 대건고 대안중 대화중 도래울중 도촌중 동산고 동탄국제고 매탄고 명문고 문산여고 미추홀외고 범박고 보라고 복정고 봉담고 

봉일천고 봉일천중 부곡고 부곡중앙고 부림중 부흥고 비산중 삼괴고 상인천중 서정고 선부중 성문밖학교 성포고 세바퀴봉사단 송우중 수지고 시온고 심석

고 안산고 안양고 안양외고 여강고 영복여고 용인외고 용현중 은행고 의정부여자중 이천고 인덕원중 인항고 작전고 작전여고 장기초 장안중 정발고 중산고 

지산중 진건고 진접고 청덕중 청심국제고 충훈고 퇴계원고 평촌경영고 풍동중 하남고 하늘빛중 한국관광고 한빛고 한솔고 행신고 호원고 화정중 효자고

강원도 5개교 | 민족사관고 북평고 삼육중 전인고 전인기독학교    대전/충북 5개교 | 은어송중 매괴고 유성여고 충원고 한국교원대부고   충남 2개교 | 쌍용

고 충남외고   대구/경북 4개교 | 두호고 송정여중 오성중 현일고   부산/울산/경남 4개교 | 경남외고 사직고 양산여고 울산외고   광주/전남 3개교  | 상일여

고 조선대여고 청산중   제주 1개교 | 제주중앙여고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도

광주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울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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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무역교실 실천교실 현장

                                                                                                                                               ◀16.10.21 여강고(왼쪽)

                                                                                                                                               ▼16.10.15 삼괴고(아래쪽)

   ▲16.06.10 청담중(위쪽)

   ▶16.05.30 행신고(오른쪽)

    ▼16.05.30 여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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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정무역 캠페인 FAQ

Q 봉사시간은 얼마

나 인정되나요?

A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나, 평일에는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따라 1시간만 인

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시간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별첨 문서 ‘봉사시간 등록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혼자서 참여해도 

되나요?

A 최소 구성 단위는 3명이니, 팀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Q 정기적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미션을 많이 수행할수록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에서 ‘공정무역교실 최

우수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정무역 캠페인 진행 시 자주 받는 질문

Q 제품가격에서 생산자에게 가는 몫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제시장의 가격 등락이 극심하고 지역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일괄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

만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자들은 일반 무역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에게 최저생계비와 생산비용이 반영된 최저보장가격을 지킵니다(시장가격이 정해진 최

저보장가격보다 높을 때는 시장가격으로 거래합니다). 또한 생산자 지역발전을 위한 소셜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

합니다. 유기농 재배의 경우 품질 프리미엄도 추가됩니다.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에 따르면 2015~2016년 전

세계 생산자들이 소셜프리미엄(공동체발전기금)으로 얻은 추가 소득만 약 1억3천8백만 파운드에 이릅니다(2016

년 FLO 연차보고서). 

 

생산자의 이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산량과 거래가격을 미리 계약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선적 등에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 하면서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수확 전 현금이 

없는 시기에 고리로 돈을 빌려야 했던 생산자들에게 최대 60%의 선급금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에서 세계시장 가격 정보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

니다. 소셜프리미엄을 통해 학교, 진료소, 농업교육 등 지역에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실행할 수 있어 지역공동

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습니다. 

Q. 공정무역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정무역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된 '공정무역단체'의 제품인지, '공정무역제품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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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은 공정무역에 헌신하는 공정무역 단체들의 제품을 고르시는 방법입니다. 공정무역 단체들은 전 제품

을 거래할 때 공정무역 원칙을 따를 뿐만 아니라 생산자 파트너쉽,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을 펼칩니다. 전세계 70

여 국가 공정무역 단체 400여개가 모인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한국 내 14개 

공정무역 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는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KFTO, Korea council of Fair Trade Organizations)에

서는 일부 제품이 아니라 전체 조직의 사업 내용을 살펴본 뒤 공정무역 단체임을 인정하는 기관 인증을 하고 있습

니다.

 

아름다운커피 역시 WFTO와 KFTO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WFTO 감사관이 방문하여 담당자 인

터뷰, 조직의 설립목적 및 활동내역에 대해 실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별 제품들이 제대로 된 공정무역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정무역인증마크’가 있

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마크는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제조의 모든 주체가 제3자 인증기구인 FLO-CERT로부터 

공정무역원칙을 준수하였다는 감사를 받고 이상이 없을 때에 제품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운동 초기에는 공정무역 단체들 위주로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였지만, 공정무역을 통한 일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공정무역인증마크’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무역 단체의 제품이 아

닌 일반기업의 제품에서는 인증마크 부착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공정무역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서만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무역 단체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경우 ‘공정무역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무

역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생산자들도 많이 있고, 인증을 위해 

해당 비용을 사용하기보다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생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WFTO / KFTO / 공정무역인증마크



18

 

 

 

 



  ⒱ᓓ 㔀Ⰰ　㐀㈀Ⰰ㘀㔀㈀탆

ⴀ 색탆곀업 㐀㘀Ⰰ㜀㔀㜀Ⰰ㜀㐀㜀탆

ⴀ 듌ӈギࢮ 㐀Ⰰ㈀㠀㐀Ⰰ㤀　㔀탆

  峏沸䒾䓅 㐀Ⰰ　㈀㐀Ⰰ㈀㜀탆

ⴀ 듌ӈギࢮ 㐀Ⰰ　㈀㐀Ⰰ㈀㜀탆

  飓 㐀Ⰰ　㤀㜀Ⰰ㠀㠀탆

ⴀ 색탆곀업 ㌀Ⰰ㈀㔀　Ⰰ　　　탆

ⴀ 듌ӈギࢮ 㠀㐀㜀Ⰰ㠀㠀탆

겹䒾䓅 ㈀Ⰰ㘀㐀Ⰰ㘀㈀　탆جغ  

ⴀ 듌ӈギࢮ ㈀Ⰰ㘀㐀Ⰰ㘀㈀　탆

  粷مخ瓇 㔀㈀　Ⰰ㠀㘀㜀탆

ⴀ 듌ӈギࢮ 㔀㈀　Ⰰ㠀㘀㜀탆

  磔䓅璲ギ좲 ㈀Ⰰ㌀㘀㔀Ⰰ㘀　㔀탆

ⴀ 듌ӈギࢮ ㈀Ⰰ㌀㘀㔀Ⰰ㘀　㔀탆

  璹䓆 㘀㌀㤀Ⰰ　　㈀탆

ⴀ 색탆곀업 㘀㌀㤀Ⰰ　　㈀탆

  냆Ҭ 㔀Ⰰ㜀㠀㘀Ⰰ㈀㔀탆

ⴀ 색탆곀업 Ⰰ㤀㌀Ⰰ㤀㔀탆

ⴀ 듌ӈギࢮ ㌀Ⰰ㠀㔀㐀Ⰰ㈀㘀㐀탆

㈀　㘀䒱 粷벵瓕 ギ肽ࢮ䃇 瓇責 Æ뗂좲⸀

ⴀ ᷍ 퇉觕ࢮ懅 㨀 㜀　Ⰰ㘀㐀Ⰰ　㐀㤀탆 ⠀색탆곀업 㔀㈀Ⰰ㔀㜀㠀Ⰰ㘀㤀㤀탆 ⼀ 듌ӈギࢮ 㠀Ⰰ　㘀㈀Ⰰ㌀㔀　탆⤀

ⴀ ᗈ㒻 냀郇 炬颷 㨀 㔀　⸀㈀㌀㠀ꓑⰀ 㤀Წ涭 　Წ 烈槕Ⰰ 㐀Წ 裔ꦺ

ⴀ ᗈ㒻 냀㲻瓇 峕涭䲮색 ⣆ 炬겹 㨀 緅 ㌀　Ⰰ　　　欀洀 ⠀색沭 ㌀⸀㌀ᒼ㓐Ⰰ ᳁룆縀肽냀 嗆 㘀㌀賖⤀

⨀ 듌ӈギࢮ⠀匀漀挀椀愀氀 倀爀攀洀椀甀洀⤀瓇肷Ⰰ ᗈ㒻壇 탆姎탅 サ粷 䓅蒹듆㳕¬ ÈᲬ涭¬ 냀郇 烈槕탅 沭³مخࢮ 棕𭰀

  색ম壕為 냀郇 烈槕탅 壇瓕 좹䓇壖붬معمك مخ峖 Წ  䢾壎粹 Ӈ峕 곀업탅 곀꧆ᢴ钲 ギࢮ藇좲⸀

⠀ǈ꧆壖⣇ 唀匀䐀㴀緅Ⰰ㔀㘀탆⤀

⒱ᓓ 

㳕颰㒻 禱톼 壎곀업

傴ᓓ্ 蓇姕傭 색탆

璭 냀郇 烈槕 ギ磇鷉 ӕ岸ꢷ 

ᗈ㒻 䒾裉좲꓂ ೕꮷحن 沭闍곀업

⠀䓅蒹듆㳕 ⒱ᓓ㳁パ⤀

귌賁䒱 ⦼㢻ঽ곀 ӕ岸ꢷ 듆ǆ䒾귌賁䒱 ⦼㢻ঽ곀 ӕ岸ꢷ 듆ǆ䒾

냆Ҭ 

냀색 采㲻곇ゼ 색烈곀

ᇖ烈槕 듆ǆ색탆ࢮ

飓 

냀색 采㲻곇ゼ 색烈곀

璹䓆

냀색 采㲻곇ゼ 색烈곀냀색 采㲻곇ゼ 색烈곀

㐀　Ⰰ㘀㘀　

　Ⰰ　　　

㈀Ⰰ　　

㔀Ⰰ　㐀

㔀Ⰰ㌀㠀

㠀Ⰰ㌀㠀

Ⰰ㘀㠀　

㈀Ⰰ㠀㈀㘀

 㔀㔀㘀

㈀　㘀䒱 색탆곀업 ⠀᷍ 㐀㔀Ⰰ㜀㈀㈀ 唀匀䐀⤀

㬠 Ӈ 뒰꧆ ᇉ 烈槕쒼 퇉觕뒰壇 뒰꧆䃇 ㈀　㔀䒱 퇉觕뒰瓇

     糇肽 棕ᢴ듅 裇뗂좲⸀⠀⒱ᓓ 磆⤀

⒱ᓓ 璭⼀傴ᓓ্ 㳕ᇖ烈槕
⠀䌀䌀唀ⴀ䜀甀氀洀椀⼀匀椀渀搀栀甀瀀愀氀挀栀漀欀⤀

냀郇 磕铁ד ギ 룒ࢸ瓇

蓓凕㳁パ Ⓛ䒾색탆 ⠀㲻泐⼀璬烈³⼀꣖ꗇ䒾⤀

⤀겹䒾䓅 დ쒳 藈槕ᇖ烈槕⠀䌀伀䤀一䄀䌀䄀倀䄀جغ

ಾ粷죉ࢱ룒 㷌 璬闍Ⰰ 䓌퇉 䣅ӈꗇ䒾 쒳藇

냆Ҭ 沭㒻撷쒳⠀䜀甀洀甀琀椀渀搀漀⤀ ᇖ烈槕냆Ҭ 沭㒻撷쒳⠀䜀甀洀甀琀椀渀搀漀⤀ ᇖ烈槕

Ӈ ᇖ烈槕 듆ǆ峖㇁哖 ӕ岸ꢷ

烈槕 ᳁墹 䓇 Ӈ峕 ᢼ Ⓛ壎䒾

磔䓅璲ギ좲 냀ギ趱업烈槕⠀䠀伀䄀䌀⤀

糅ᣂ䒾⠀夀愀猀甀戀椀⤀색 ᣂ岸Წ

샐ꦺ꓂⠀吀愀洀漀砀⤀ 傭 Ⓛ색탆

峏沸䒾䓅 㳕냀郇槕⠀䘀一䌀⤀

좹䓇姕傭 Ⓛ ྼ 쒳岸 ꗇ 색ᣂ 좹䓇姕傭 Ⓛ ྼ 쒳岸 ꗇ 색ᣂ 

ӈギⰀ ӈ哖 Ⓛ壎 ྼ ꇁᣂ⼀ゼᣂ岸Ⰰ 겹 璬Ⓛ 

肽ꢺⰀ 䓅 璬Წ ᳁䒾꓂

粷مخ瓇 䓅賁瓎㣁⠀䄀匀伀䬀䄀匀䔀⤀ ᇖ烈槕

烈槕탆 趱¬ ³쇀 좹瓇泐岸泐ࢸ➵ ꧆³鳍

좹䓇 璬壖붬 Წ곀업

飓 颰醷裗铆⠀一愀爀愀渀樀椀氀氀漀⤀ ᇖ烈槕

ꃑ釅 䒾◆哖 ӕ岸᷈룒ꃑ釅 䒾◆哖 ӕ岸᷈룒

㌀Ⰰ㔀㌀

Ⰰ㤀㈀㔀

㌀Ⰰ㌀㈀㘀

Ⰰ㤀㠀　

㌀Ⰰ㐀㘀㔀

㐀㔀㘀

㜀㜀㤀

㈀　㘀䒱 듌ӈギࢮ 퇉觕뒰 ⠀᷍ 㔀Ⰰ㐀　㈀ 唀匀䐀⤀

19



신청 I 아름다운커피 홈페이지

www.beautifulcoffee.org   02-743-1004

주최 : 

인증 : 

후원 : 

발행일 2017년 3월 2일  I  발행처 (재)아름다운커피

전화 02-743-1004  I  홈페이지 www.beautifulcoffee.org 
기획 홍보캠페인팀 이혜란 이정화 임정아 I 디자인 김현주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재)아름다운커피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