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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ook Fair Trade:A Beginner's Guide is to help the reader

understandandanalyzeFairTrade.Allaroundtheglobe,FairTradehasthe

potentialtoreshapehow productsaremadeandconsumed.Assuch,itcan

influencehow werelatetoeachotherashumanbeings.

Throughthisbookthereadercanconsidertheimpactandinfluenceof

theirpurchases and how they connectthem with people in their own

communityandcountryaroundtheworld.Theimmenseproblemsofpoverty

cannotbesolvedbyFairTradebyitself.Developmentassistance,improved

governancestructures,andevenreformedconventionaltradeinthesectors

thatFairTradedoesnotinvolve,suchastechnologyandtransportation,are

allpartsofamultifacetedsolutiontopovertyandlackofopportunity.

ThisbookprovidestheprinciplesofFairTrade,how theyarelinkedto

finetraditionsofjusticeembodiedbyoutstandingindividualsandenterprises,

how FairTradeaffectslives,andtheexamplesofaveragepeoplewhomake

theimpactspossible.Thisbookalsoprovidestheideasforhow thereader

canbroadenFairTradecommitmentsandparticipateindefiningthefuture.

Theauthorofthisbook,JacquelineDeCarlofirstencounteredFairTrade

whiletravelling in Latin America in 1999 and soon thereafterbecamea

volunteerwith a coffee cooperative in Mexico.Through hertravels and

explorations,shecametounderstandfirst-handthebenefitsofFairTrade

relationshipstobothproducersandconsumers.ConvincedthatFairTrade

offers a sustainable and empowering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nsumptionandtrade,JacquelinereturnedtotheUnitedStatesdeterminedto

helpeducateotherconsumersaboutFairTrade'spowerand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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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무역,그것은 더 이상

커피 농장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개요:공정무역에 한 탐구를 시작하면서,이 장에서는 공정무역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세계 ,사회 ,개인 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우선,공정무역에

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 가이드북의 나머지 로드맵을 소개하겠다.

일반 으로,나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캐나다인들을 소란이나 피우는 무리라

고 생각하지 않는다.우호 인 고정 념 평 에 따르자면,그들은 북쪽에 사는

친 하고 상냥한 이웃들로 알려져 있으며,치열한 하키게임을 볼 때나 아니면 소

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그래서 나는,2005년 9월 어느 날

밤에 십여 명의 캐나다 공정무역 상인들이 국제공정무역 회(InternationalFair

TradeAssociation,I.F.A.T.)의 배 를 자랑스럽게 흔들면서 “가자!가자!공정무

역으로!”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었다.이 캐나다인들은,

미리 밝 두건 ,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 (International

MonetaryFund)앞에서 반 국제화 시 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그들은 일

리노이 주 시카고의 한 호텔 연회장에 모여 있던 20개국에서 온 750명의 소비자,

생산자,사업가,지지자들처럼 처음으로 열린 공정무역미래(FairTradeFutures)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해 온 것이었다.

나는 그 컨퍼런스에 한 언 을 하면서 이 < 보자를 한 가이드>를 시작

하려고 하는데,그 행사가 공정무역이라는 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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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그 참석자들이 아마 < 보

자를 한 가이드>의 일반 인 독자들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다.그들은 모두

가 공정무역이 무엇인지,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그 컨퍼런스의 모토인 “공정무역

을 실천하는 삶(LiveaFairTradeLife)"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열망을 가

지고 이 컨퍼런스에 왔던 것이다.그래서 나는 이 < 보자를 한 가이드>의 독

자들도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에 심을 갖게 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독자는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매일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허

덕이고 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직 보고 알게 되었을 것이다.그러면서 그

녀는 공정무역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해 듣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독자는 교회에서 공정무역을 장려하고 있는데,그 이유를 신도회보에

서 읽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그래서 지 이 독자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

공정무역이 자신의 가치 과 맞는지 열심히 알아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독자는 캠퍼스 캠페인에 참여해본 이 없는 한 학생인데,

학생식당에서 공정무역에 한 이야기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가산 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독자는 식료품 에서 자주 보이는 검은색과 흰색의 작은 라벨에

해 궁 해 하는 미국인이거나,슈퍼마켓의 란색과 녹색의 도장이 무슨 뜻인지

에 한 정보를 찾으려는 유럽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는,직원들이나 고객들에 해 걱정을 하는 기업가일 수도 있다.이런 독자

는 이런 사회 책임성에 한 최근의 트 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만약 이런 경우들 가운데 여러분의 로필과 심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라도 있다면 공정무역은 여러분들을 한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세계화

나 “자유무역”이 주는 모든 혜택을 경험해보지 못한,소외된 마을과 다 허물어져

가는 자 에 사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을 한 것이다.공정무역이란 공정한 원

칙에 의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고,지속가능한 경제 인 기회들을 얻으려 하지

만 선택권은 거의 받지 못하는 일반사람들을 한 것이다.이것은 특히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여성들을 한 것이며,그리고 많은 차별에 맞서 사회주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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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정의

공정무역은 화,투명성 그리고 존경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무역에서 더 넓은

범 에서의 공평을 추구하고자 하는 무역 트 십이다.공정무역은 특히 남

반구의 소외된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무역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

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소비자들의 지지를 받

는 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 지원,인식향상 그리고 통 인 국제무역의 규칙

과 행들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에 극 으로 참여한다.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국제공정무역 회,월드 네트워크,유럽공정무역

회로 이루어진 단체인 F.I.N.E.에 의해 승인 받음

서 살아남기 해서 는 부유하고 향력 있는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는 세상

에서 존재감을 찾기 해서 싸우고 있는 다른 사회 약자 계층을 한 것이다.

나는 이 가이드를 통해 독자들의 공정무역에 한 이해와 분석을 돕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정무역이 빈곤과 소외를 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그리고 나는 공정무역이 상 으로 튼튼한 경제와 안정 인 정부를 가진 선

진국 그룹,즉 ‘북반구 선진국(GlobalNorth)’이라 불리고 있는 곳에서 소비자들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우리는 공정무역

의 즈를 통해 소비를 하면서 비윤리 기업 행,환경 심사 모두를 살펴볼

수 있다.지구 곳곳에서 공정무역은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재구성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공정무역은 우리가 인간 계를 형성하는 방

식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지 여러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그 계라는 것은 모두

그 게 정 이지만은 않다.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빈부격차와 국가 간 격차

이다.유엔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이 기본 이고 일정수 의 삶을 살기

해서는 하루에 어도 4달러가 필요하고,1년이면 15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한

다.이 수치를 기 으로하면 오늘날 세계 인구 65억 명 40억 명이 일정한

수 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산다.그리고 이들 10억 명은 하루에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고 있다.그런데 같은 역사의 순간 속에서도 최소 7천5백 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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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공정무역을 통해 아 리카를 비롯한 세계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55달러를 소비한다.미국에서는 세계인구의 거의 4퍼센트

에 해당하는 3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 에 지 자원의 25퍼센트 이상을 소비한다.

한편 보건,교육,물, 기 그리고 교통과 같은 사회 서비스에 한 근이 제

한되어 있는 시골마을이나 도시빈민가, 자 에 살고 있는 40억 명은 가난에 시

달리고 있다.

이런 통계를 에 본 있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나는 이런 수 의 소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 알려진 논쟁에 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역사를

부정하거나,불평등을 식민주의나 부패나 자본주의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도 아니

다.나는 단지 여러분들이 이미 우려하고 있는 ,즉 이런 형태의 격차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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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이 < 보자를 한 가이드>는

공정무역이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데 도움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분명히 공정무역의 혜택을 받고 있다.그들은 특별하고 질 높은 제

품을 얻는다.하지만 그뿐 아니라 향력 있는 형태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들은 구매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효과와 향력,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역사회,국가, 세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우리가 평소에도 말하듯이 1달러나 1

운드 는 1유로는 하나의 경제 인 투표용지다.소비자들은 어떻게 돈을 쓸

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력을 행사할 지를 날마다 선택하게 된다.어떤 옷을 살지,

어떤 인터넷 서비스 공 자를 택할 지,어떤 차를 운 할 지,어떤 음식을 살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소비자들은,노동력 착취,환경 괴 는 문화의 균질화와

련이 없는 물건에 해 어떻게 돈을 쓸 지에 해 의식 인 결정을 할 때 자

기가 살고 싶은 세상에 표를 던질 것이다.그리고 그런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

게 될 것이다.자유무역이라는 주제 한 이 < 보자를 한 가이드>에서 다

질 것이며,거기서 나는 종종 간과되는 우리의 재 무역시스템의 자유가 공정무

역을 지지하기 해 경제 ,정치 ,도덕 인 개인의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하여 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들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빈곤의 엄청난

문제들도 공정무역 자체로는 해결 될 수 없다.개발원조,향상된 지배구조,심지

어는 공정무역과 련이 없는 기술과 교통과 같은 분야의 개선된 통 인 무역

까지도 모두 가난과 기회의 부족을 해결할 다면 인 해결책이다.21세기에 들어

와서 유엔(U.N.)은 빈곤,기아,질병,문맹,환경악화,여성차별을 방지하기 한

몇 가지 목표들을 설정했다.그것은 새천년개발목표라 불리며, 체 유엔시스템

이 2015년 까지 달성하도록 임워크를 규정하고 있다. 사무총장인 코피 아

난(KofiAnn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세계 으로 그리고 부분의 나라,심지어 모든,각각의 나라에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해야하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하지만 우리가 안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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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새천년개발목표

빈곤과 기아의 종식: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

로 인다.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인다.

모두를 한 교육:사는 지역에 상 없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동등하

게 등교육과정을 완 히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을 한 평등:교육에서의 성차별을 없앤다.

아동사망률 이기:5세 이하 사망률을 3분의2만큼 인다.

산모사망률 이기:산모사망률을 4분의3만큼 인다.

HIV/AIDS,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HIV/AIDS의 확산을 막는다.말라

리아와 다른 주요 질병들의 발생을 막는다.

환경보호: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국가 정책, 로그램을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막는다.안 한 식수와 기본 인 생시설에 한 근이 어려

운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인다.2020년까지 어도 1억 명 정도 되는 빈

민가 주민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킨다.

발 을 한 로벌 트 십 구축: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개방

된 무역과 재정시스템을 더욱 발 시킨다.개발도상국들의 부채를 완 히 해

결한다.청년들을 한 일자리 략을 개발한다.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필수

의약품을 경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신기술,특히 정보통신기

술을 갖춘다.

것에서 벗어나야만 달성이 가능 할 것입니다.그리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해서는 지 부터 마감일까지 남은 10년 동안 지속 인 조치를 취

해야 할 것입니다.교사,간호사,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고,도로,학교,병원을 짓

고,크고 작은 기업들을 일자리와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데

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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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에서 나는,공정무역에 한 공동의 심사와 열망 덕분에 운 좋게

만나게 된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통찰력과 분석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이

면서도 문 인 향력을 공유하고자 한다.나는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를 마치

커다란 체제인 듯 사용하기는 하지만,공정무역에 한 본격 인 탐구를 시작하

기 에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다양한 해석과 표 의 집합까지 아우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계 열정 인 공정무역 상인들은 무엇이 공정무역이고,무

엇이 공정무역이 아닌 지 논의를 하고 상세히 구별하고 있다.하지만 나는 의식

으로 그 용어를 이 상을 기술하는 운동으로 사용해왔다.이는 공정무역이 노

동과 연 운동,민권운동,평화와 정의운동과 함께 사회를 탈바꿈시킬 힘이 될

것이라는 나의 열망을 부분 으로 반 하는 것이다.

나는 특히 이곳,나의 고향 미국에서 공정무역이 미국인들이 소비,사람들과의

계,세상에서의 치에 해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 으로 변화시키는데 향을

주기를 바란다.하지만 나는 공정무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이

라는 것을 알고 있다.운동은 무 넓은 의미의 용어일 것이며 비즈니스 모델은

당연히 무 좁은 의미의 용어일 것이다.공정무역의 선구자인 폴린 티펜

(PaulineTiffen)과 같은 사람들은 공정무역을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립

인,보이지 않는 시장보다 더 인간 이고 활발한 활동의 집합체로서의 ‘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해보라고 제안한다.그리고 시장에서 인간은 소비자 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아갈 수 있다.우리는 실제 이익과 구매가격에 심을 가

져야하지만,공정무역가로서 우리가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은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나는 워싱턴에서 아침 조깅을 하다가 어떤 고 승용차 고를 보고 멈춰 선

이 있다.거기에는 “진정 원하는 욕구라면 그것은 정당한 욕구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소비자들은 원하는 모든 것,혹은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팔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지속 으로 홍보하는 고주들의 생각에 반

한다.공정무역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본 이고 지속가

능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의 소비자들은 우리 세 에

깊이 뿌리박힌 사고방식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공정무역의 다양한 의미에 한 나의 철학 인 근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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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이 아니다.제2장에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 자유시장경제의 역할과 공정무

역과의 계에 해 고찰해 볼까한다.제3장 그리고 제4장에서는 공정무역의 원

칙들 그리고 그 원칙들이 우수한 개인과 기업에 의해 실 된 훌륭한 공평의

통들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에 해 자세히 살펴보겠다.제5장에서는 사람들과 사

람들 간의 트 십 그리고 공정무역 발 의 가장 심에 있는 여러 단체에 뿌

리를 둔 공정무역의 다소 라했던 시작에 해 설명하겠다.제6장에서는 공정무

역이 삶에 향을 끼치는 지,그리고 어떤 향을 끼치는 지에 해 다룰 것이

며,제7장에서는 그러한 향을 가능하게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여주

겠다.8장에서는 국제무역시스템이라는 보다 넓은 정치 인 문맥에서 공정무역을

다 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문용어에 한 다른 설명을 해야겠다.‘공정무역’이라는 용어는

런던에서의 한 회의에서 작가이자 변호사인 마이클 배럿 라운(MichaelBarratt

Brown)이 처음 사용한 뒤로 지 통용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그러한 움직

임이 있기 까지는 “ 안 무역”이라는 용어가 사용 었다.“ 안”이라는 단어

는 교회 지하에서 수공 품을 매하는 것처럼 비 통 인 방법으로 로를 개

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이것은 소외된 사람들이나 사회 약자들에게 도

움이 되는 색다른 사업방식을 제시하게 되었고,옥스팜1)이 “조작된 규칙과 이

잣 ”가 지나치게 많은 기구로 불리게 된 후로 국제무역시스템을 개선하기 한

안 인 메커니즘을 얻기 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배럿 라운은 그러한 노력

들을 “공정성”을 향한 욕구로 바꾸어 놓았다.하지만 공정무역 운동이 개될수

록 어떤 사람들은 공정무역의 의미가 단지 공정한 가격을 용하는 것으로 한정

될 수 있기 때문에,지 처럼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무 제한 이라

고 생각한다.다른 사람들은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을 육성하려는

연 무역 운동의 목표보다 못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제9장에서 다루게 될 공정

무역의 미래는 소비자들이 이 논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제10장에서는 독자가 어떻게 공정무역의 의무를 확 해 나갈 수

있는지,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명확히 규정짓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에 한 생각

1) Oxfam,OxfordCommitteeforFamineRelief:옥스포드를 본부로 하여 1942년에 발족한 국제구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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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시하면서 이 가이드를 마무리하겠다.그리고 이 책은 가이드북 이상의 것

이고,여러분들을 공정무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로 이끄는 장이므로 부

록과 더 깊은 탐구를 한 권장도서 목록도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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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고기들이 스스로 젖어 있는

것을 모르듯이,우리도 무역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향을

주고 있는지 모른다

개요:이번 장에서는 일상생활의 배경과 시스템 안에서 공정무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따라서 우리는 공정무역 모델과 통 인 무역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될 것이

다.

나는 등학교에서 공정무역 교육담당을 맡아 공정무역에 한 수업을 하는데,

보통 학생들 한명에게 수업에 필요하니 펜 하나를 빌려 수 있냐고 물어보

며 수업을 시작하곤 한다.나는 펜을 받자마자 그 펜의 멋진 색과 세련된 디자인

에 해 과한 칭찬을 늘어놓는다.그러고 나서 그 학생에게 나에게 펜을 팔라고

제안을 한다.그러면 개 학생은 “그냥 가지세요.”라고 말한다.나는 그 여학생

의 말에 놀란 듯이 이 게 말한다.“음,그럼 네 책가방도 수 있니?”그 학생

은 의심하는 리로 나를 보고서는 머리를 흔들며,“아니요.”라고 말한다.나는

굴하지 않고 묻는다.“좋아,그런데 나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그냥 나에

게 팔지 않으련?”이 시 이 되면 다른 학생들이 끼어들고 몇몇은 자신의 가방

을 팔겠다고 제안을 한다.나는 계속해서 가짜 흥정을 하면서 가치와 비용의 개

념들을 꺼내고,왜 우리 생활에 존재하는 물건들이 가격을 지니는지에 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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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결국 나는 새 책가방이나 펜을 둘 다 손에 넣

지는 못하지만 공정무역에 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주게

된다.

< 보자를 한 가이드>는 그와 비슷한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

에 있는 물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즉 이 책에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말이

다.여러분은 어떻게 이 책을 갖게 되었는가?선물로 받았는가?공공 도서 에서

빌려왔는가?서 에서 는 인터넷으로 샀는가?이들 어떤 방식이었든 간에,

책의 가격은 지불되었을 것이다.그 가격은 다양한 요소들, 를 들면 작가의 시

간,편집자의 기술에 상응하는 가치,그래픽디자이 의 재능,종이 재질 등등의

것을 바탕으로 책정된 것이다.잠재 인 독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의사

를 가질지, 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어떤 시장이 합할지”등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 보자를 한 가이드>의 독자는 북반구 선진국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소비

자의 이다.즉 다양한 방식으로, 부분 무의식 으로 는 자연스럽게 매일

시장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소비자들은 책,펜,그리고

다른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그리고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돈을 모으기 해서 일을 하거나 용돈을 받는다.이런 것이 정

상 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독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자신이 젖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연못 속의 물고기처럼,소비자들은 평소에 돈을 벌기 해 노동을

하거나 녁식사 는 새 신발 한 켤 를 해 을 낼 때는 어떤 교환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게다가 소비자들은 조건을 정

하고 무역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부

록참조)와 같은 다양한 정부 내 체계에 해서 반드시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정무역의 원칙들이 발생하는지,왜 공정무역이 통 인 무역

의 “일상 인 비즈니스”모델 보다 확실한 안인지를 이해하기 해서는 어도

기본 인 수 에서 어떻게 경제 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 다면 공정무역의 형 인 공 사슬 는 가치사슬에 해 좀 더 신

하게 생각해 보자.가치사슬은 원자재,제품 는 서비스가 공 자로부터 고객에

게 달될 때까지 필요한 제품,마 ,배달의 연결고리를 말한다.우리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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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계화된 경제체제 내에서 그 연결고리는 종종 국가,경제 그리고 기

역으로 퍼져나간다.연결고리 간 그리고 연결고리 사이에서의 거래는 경제 ,사

회 계를 형성한다.따라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 다.어떤 종류의 계인

가?공정무역 모델에 있는 것처럼 트 십을 발 시키는 것인가?아니면 주주

의 이윤동기가 지배 인 곳인가?

공정무역을 통해 유기농으로 재배한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 로스 회사인 카페

캄페시노(CaféCampesino)의 도표는 커피를 한 공정무역의 길 는 사슬의 주

요 요소들을 보여 다.그 사슬은 커피콩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고 가공하는 농부

들로부터 시작한다.농부들은 커피시장에 근하기 해서 자본가나 바이어들과

함께 농부들의 이익을 표할 책임이 있는 어떤 회나 동조합에 커피콩을

다.바이어들은 도매와 소매 메커니즘을 통해 로스 하고 포장한 커피를 고객들

에게 매한다.

공정무역의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모델 때문에 간상인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겠지만,커피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엄 히 따지면 꼭 그 지만은 않다.

농장주는 동조합에 커피를 다. 출기 들은 동조합이 운 자본2)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출을 해 다.로스 회사들은 수입업체로부터 커피콩을 구매한

다.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팔기 해서 커피콩을 구매한다.따라서 커피 공

사슬에는 간상인이라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소

비하는 모든 제품 하나하나를 직 기르고 생산하지 않는 이상,시장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 해주는 개인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생산자가 창

출한 가치를 최 한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공 사슬은 반드

시 필요한 것이면서도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그 지만 포장도로와 같은

인 라가 부족한 마을에 살고 있거나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이 없는 극빈자들은

망 인 상황을 이용해 아주 싼값에 농작물이나 생산품을 사가는 간상인들에

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그리고 그 공 사슬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에 해 과도한 이익마진을 요구하는 간상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이 게 부당한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면 공 사슬에서도 비용이 증가

2) 임 지불,원료구입 등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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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사실상 생산자들에게 주어지는 가격 한 감소하게 된다.

마이클 배럿 라운은 그의 유명한 책 『공정무역:국제 무역시스템에서의 개

과 실(FairTrade:Reform and Realitiesin the InternationalTrading

System)』에서 형 인 상품사슬에서 찾아낸 무려 18개나 되는 연결고리들을

언 하고 있다.그리고 특히 선 과 신용거래 역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 회사

들이 어떻게 그 사슬에서 과도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는지에 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라운의 말에 따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소수의 거 회사들이,

“자원의 규모,운 의 통합,자 조달의 자유를 리고 있으며,공 자 변경도 가

능하고 심지어 운 도 랜테이션에서 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약재배 방식으

로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 자유로부터 향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착취 인 간상인들을 없애고,생산자들이 더 큰 세력을

행사하고 좀 더 공평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해 그들에게 수단과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확립하고자 한다.사실 나는,각각의 거래가 당사

자들 간의 가치를 달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공

사슬”보다 “가치사슬”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공정무역 연구자인 로라

이놀즈(LauraRaynolds) 한 사슬에서 소비자 부분에 포함된 계네트워크는 잘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공 사슬에 한 통 인 분석은 제한 이라고 말한다.

가격,질 그리고 정치에 한 가치들 한 가치사슬을 따라 달이 된다.

공정무역에 심을 갖게 된 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나는 그들

이 생각하는 책가방의 가치는 종종 실제 가방의 기능을 넘어 인기 있는 스타일

과 유행하는 색깔의 역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학생들은 책가방과

다른 액세서리를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 는 인정과 연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다.공정무역 상인들에게는 공 사슬을 따

라 분명한 가치가 존재하며, 이놀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잘 보이지는 않

지만 강력한 가치를 달해주는 공정무역을 통해서 형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계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이다.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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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가 아침식사를 마치기까지는 세계 반의 도움이 있었

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최근에 증하는 자유무역 정이나 인터넷 발달로 인한

세계화가 생기기 훨씬 이 에도 마틴 루터 킹 박사는 소비자들이 인간자본과 자

연자본의 세계 네트워크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노

력했다는 것이다.나는 지 이 을 쓰면서도 만에서 제조되고 샌 란시스코

에서 조립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나는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나 아 리카에

있는 공정무역가들에 한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다.나는 추운 아 트 안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셔츠와 홍콩에서 만든 스웨터로 따뜻하게 몸을 감싸고 있

다.좀 에 식당에서는 지역에서 기른 유기농 상추 한 시와 인도산 로 지은

밥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산 틸라피아를 녁으로 먹었다.나는 힘,그리고 보통

자유시장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미치는 범 덕분에 이와 같은 모든 상품과 서비

스에 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반은 하루 생계를 꾸려나가

는데 2달러 미만을 소비한다.20억 명의 사람들이 기 없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 없이 살고 있다.분명한 것은 세계화가 모든

이들에게 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다. 부분의 불평등사례는 나 같은 산층

인 북미사람과 이런 라이 스타일을 가능 해주는 세계의 농부들,공장노동

자들 그리고 공 가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마틴 울

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그의 서 『세계화가 성공하는 이유 (Why

GlobalizationWorks)』에서는 “활발한 성장의 결과로 ……( 략)……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에 해 불평하는 것은 성장 자체에 해 불평하는 것이다.이는

재의 성장이 장기 으로는 모두를 한 것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

만 아주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

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한다.그는 이어 “신속하게 통합되고 있는 개발

도상국들의 격한 성장으로 세계가 보다 나은 쪽으로 탈바꿈했다.이제까지 실

패만 겪어온 사람들이 생산 이고 수익성 있는 로벌 경제 계의 새로운 망으

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라고 말한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을 생산 이고 수익성 있는 계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실질 이면서도 요한 방법이다.그리고 통 인 무역과 달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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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이 책의 도입부분에서 정의되었던 원칙들을 그런 계에 용시킬 수 있

는 방법이기도 하다.다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일자리와 투자를 제공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건립의 기 모델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공정무역의 원칙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

다.2004년에 나는 라질 산타크루즈 지역의 옷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을 만났

다.그들은 임 의 액수에 해 주장할 권리가 없음에도 고용자가 임 을 주는

로 받고 있었다.그런데도 내가 만난 여성들 어느 구도 나에게 자신의 임

에 해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변함없는 시스템으로 같은 제품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에

해 아주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공장 재 사들에게 통 인 바느질 기술을 연

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이들은 카니발축제의 스팽 의상을 만들기로 유

명한 사람들이었다. 한 패치워크 침 보를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했

다.하지만 그들은 새로 들어간 공장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그 여성들

은 일자리를 얻은 것에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그리고 비록 공장에서 버는 수입이 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의 바느질 통과 자기표 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

다.하지만 그 여성들은 모든 시간과 에 지를 쏟아 공장에서 일을 할 뿐이었다.

내가 로즈마리라고 알고 있는 여성은 바느질 동조합을 조직해서 재 사의

통을 지키고 여성들에게 직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며 회원의 자

녀들을 돌 주는 방과 후 시설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가난하고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방과 후에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

해 걱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이 바느질 동조합(CooperativaDe

Costura)은 통 인 무역과 반 되는 공정무역의 이다. 동조합의 회원들은

자신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며 가난에서 벗어나기 해 직 가격을 결정

하고 아이들을 보호한다.

이런 일자리 환경과 해야 하는 일에 한 리는 국노동 원회(National

LaborCommittee,N.L.C.)와 같은 조직이 밝 낸 노동착취공장에서의 학 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N.L.C.의 2006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요르단의 이주노동자들

은 일주일에 109시간을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잠이 들면 일어나라고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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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다고 한다.모든 공장들이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지만,자유 시장 시스템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지 는 얼마나 많은

주주의 부가 창출되는지 한 요한 문제들이 사업 략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역량강화나 의사결정에 한 문제들은 통 인 무역에서 요한 것이

아니다.더 나아가 트 트 이딩(TwinTrading)의 이사이자 데이 콜릿컴퍼

니(DayChocolateCompany)의 공동설립자인 폴린 티펜은 “ 재 어떤 주류 랜

드의 제품을 보더라도 그 뒤에는 유감스럽게도 합병,인수, 랜드 헤게모니,지

재산과 자산 도,자연자원개발 그리고 시장집 에 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지 했다.우리는 근로자 복지에 더 심을 두지만 통 인 무역은 주로 석유나

다이아몬드 같은 채굴산업을 포함하는 환경개발에 해서도 책임을 지닌다.그에

반해 공정무역은 자립경제와 련되어 있지만 생산자나 환경을 희생시키면서까

지 이윤동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공정무역은 사회 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심에 놓는다.

“사회 책임”경 의 시 에 이러한 차이 은 요하다. 타고니아(Patagonia)

의 이본 취나드(YvonChouinard)나 세 스 제 이션(SeventhGeneration)의

제 리 홀 더(JeffreyHollender)처럼 좋은 일을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을 증명해 명한 기업가들이 많이 있다.이러한 기업모델들은 박수 받고 지지

받아야 한다.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그 모델들은 공정무역이 아니다.그 차이

은 진보 인 면에 있어 요한데,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은 경쟁을 하기 해

서 가능한 기 과 략을 얻을 목 으로 공정무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공정무역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아도 공정무역을 하는 것처럼 보

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 은 부정 인 잠재성을 지니고 있

다고 할 수 있겠다.게다가 기업 자선활동이나 철 한 속임수를 써서 평 이 좋

지 않은 행들로부터 소비자들의 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도 공정무역가들은 경제 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역량강

화에 한 자신들의 변함없는 심을 통해 다른 무역가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최근 까지 I.F.A.T.의 이사로 재직했었고 재는 국공정무역가게 회(British

Association of Fair Trade Shops)의 회장이며, 셰어드인터 스트(Shared

Interest)의 비상임 이사인 캐롤 스(CarolWills)는 공정무역가들의 우선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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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정무역가들은 극빈한 사람들,특히 여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한 수단으로 수공 품을 선택하여 일을 시작하 다.수공 품을 만드는 사람

들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고 기술도 거의

없으며 심지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 않다.공정무역이 제공하는 지

원은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 인 기회를 다.……( 략)…… 커피,

차,코코아,바나나 등과 같은 농산물을 기르는 농부나 생산자들은 다른 입장에 놓

인다.그들의 농산물은 세계시장에서 량으로 거래되는데,이는 그들을 가격과 수

요의 변동과 세계무역기구에서 만든 국제 무역 규정의 향에 취약하게 만든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러한 농산물 거래를 통해 농부들의 삶에 변화를 수 있게 되

었다.

공정무역은 수공 품을 통해서든,농산물을 통해서든,상업 이용의 상이 되

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그리고 가난

한 사람들이 생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와 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공정무역은 여성,장애인,소수민족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을

표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단체들과 트 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치사슬에서 가

장 값싼 노동력과 서비스를 찾기 해 “바닥치기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게 인도

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보여 다.

가난한 소규모 생산자들을 한 다른 은 공정무역이 자유무역시스템의

불균형을 고치기 해 노력한다는 것이다.알 스 니콜스(AlexNicholls)와 샬롯

오팔(Charlotte Opal)은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 소비(FairTrade:

MarketDrivenEthicalConsumption)』에서 생산자들이 직면하는 몇 가지 장애

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 다.

교통과 인 라의 부족 때문에 지역시장과 수출시장으로의 근이 어려움

국제 가격에 한 정보가 부족함

질과 산업의 요구사항에 한 정보가 부족함

경쟁력 있는 신용도와 자본을 한 융시장으로의 근이 어려움

생계에 굉장한 험이 닥쳤을 때 자유 시장 방식에 쉽게 응할 능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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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해 법 인 시스템이 없음

공정무역에 헌신 인 단체들은 이러한 장벽을 인정하고 없애려고 하거나 피하

려고 한다. 통 인 회사들은,특히 사회 책임 있는 기업이 아니면 보통 생산

자들이 직면한 난제에 해 심을 갖지 않는다.

메시지들이 고객들 사이에서 달되는 방법 한 공정무역과 통 인 무역의

차이 이다.분석가 나오미 클 인(NaomiKlein)이『노 로고(NoLogo)』에서 비

으로 밝히듯이,다국 기업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팔기

해서 세련된 랜드를 만드는 데 수익을 투자한다.할리우드 화의 간 고,

유명인 모델 고,그리고 를 들어 나이키의 스우시(swoosh)라 불리는 마크와

할 수 있음을 뜻하는 “ 스트 두 잇(JustDoIt)”사이의 상징 인 연 성은 내

재된 기능이 아니라 명성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지닌 제품에 한 수요를 창출해

낸다.공정무역가들도 고와 마 기술을 이용하긴 하지만,이러한 노력의

은 생산자 트 들의 삶의 향상과 소비자들과의 계형성에 있다.성공 인

공정무역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로 인한 향에 해 알려 뿐만 아니라,

통 인 기업의 방식이 성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다.

이미지 형성은 소비자들이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무역 원칙들과

행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련이 있다.소비자들이 공정무역이 추구

하는 목 을 지지하게 되면 값싸고 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사고 싶은 생각을

자제하게 될 것이고,아니면 어도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공정무역과 련

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공정무역과 통 인 무역은 뚜렷하게 비되지만

공정무역 모델이 자유 시장 비즈니스 행의 모든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은 아니라는 을 명심해야 한다.공정무역은 한 경제 내의 손으로 직 수확

하는 분야와 수공 분야에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지만,이론 인 면에서 본다

면 공정무역 스포츠 공과 같이 고립된 이스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제조업에만

용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로서,어떤 구매를 할지 결정하기

해서 공정무역의 원칙들을 이용할 수 있다.그리고 로벌 리포 이니셔티

3)(GlobalReporting Initiative)와 다우존스지속가능경 지수4)(Dow & Jones

3)기업의 사회책임경 과 련한 여러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UN의 력기 이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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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Index)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행을 평가할 수 있다.차량을 살 때

우리는 연비와 공해 련성뿐만 아니라 스타일,가격 그리고 편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옷을 살 때에도 우리는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을 구성하도록 허용함으로

써 노동력 착취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제조회사를 찾으려고 한다.우리도 주주들

처럼 기업의 행동규범을 모니터하기 해서 결의안이나 다른 의사결정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게다가 지역 농가로부터 정기 인 구매 약속을 받는 지역사회

지지기반의 농업 구조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식량생산의 많은 부분을 조 하는

다국 기업들을 피해갈 수도 있다.

뉴 아메리칸 드림 센터(CenterforaNew AmericanDream)의 데이 틸포드

(DaveTilfor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자와 생산자들에게 임 을 주던,생태계를 괴하고 지역사회를 황폐시키면

서 자원을 캐내던,우리는 사회가 비용을 부담하게 해놓고 비윤리 인 기업들이

차 조표에서 환경 ,사회 피해를 제외시키고,자원을 캐고,쓰 기를 처리하

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는 반드시 더 알아야 하고 더 나은

행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경제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단력을 발휘하고 소비자 달러의 향력을 이용하려는 결정은 자본주의의 진

정한 자유이며 통 인 무역의 행이다.사실,공정무역가게 공동소유자인 마

르코 에르난데스(MarcoHernandez)가 말하듯이 “당신은 안을 가질 자격이 있

다.당신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마지막으로 “공정무역”의 자유는 가치기반의

선택을 통해 진정으로 행사될 수 있다.소비자들은 날마다 돈을 어떻게 쓸지,

를 들어 우리에게 옷을 입 주고 정보를 달해주며 탈 것과 음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사슬에서 어떻게 향력을 행사할지 선택하게 된다.공정무역은 역량

강화와 가치 이에 한 국제 이고 끊임없는 심과 함께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헤엄치고 있는 연못 혹은 경제의 유형을 알아챌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소비를 할

들은 GRI(GlobalReportingInitiative)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간행물을 발간해 제출한다.

4)1999년 다우존스와 SAM이 만든 우량기업 주가지수 하나다.기업을 단순히 재무 정보로 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사회공헌도 등을 토 로 지속가능경 을 평가해 우량기업을 선정한다.이 지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시작으로 삼고 있으며 기 지수는 100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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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어떻게 의식 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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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무역은 왜

인기가 있는가?

개요:공정무역은 최근 몇 년 간 격하게 성장했다.제품라인의 증가와 같이 다양

한 시장 련 요인들이 이러한 성공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통계와 고

활동의 이면을 보면,공정무역은 그 제품들 뒤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힘을 얻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공정무역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왜 공정무역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그 운

동으로 끌어들이는지 생각을 해보면,그 요한 요소에는 사람들과 기 들이 연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제2장의 추상 인 원칙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공

정무역이 일상생활에 구체화되어 있는지,그리고 그와 련된 사회운동의 맥락에

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한 으로 주제를 바꾸어보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습니 ?

칠레의 수공예

많은 공정무역가들처럼 니 리라 틀리에르(WinnieLiraLetelier)는 겸손하면

서도 활발한 여성수공 가 옹호자이다.그녀는 조용한 어조로 이야기하며 앞에

나서려 하지도 않는다.하지만 수공 품이 공정하게 거래되도록 진행시키려는 그

녀의 결의는 디즈니 기업과 같은 다국 거 회사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흔들림

이 없다.

틀리에르는 칠 산티아고의 연 재단(Fundación Solidaridad)(상자참조)의

이사이며,그녀가 하는 일은 공정무역과 마이크로기업을 통해 공 가들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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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높이는 것이다.1974년에 설립된 연 재단은 500여명의 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그 거의 90퍼센트가 여성이다.나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

서 세계무역기구 회의와 같은 시기에 열린 공정무역 심포지엄에서 틀리에르를

만났다.그 심포지엄에서 그녀는 연 재단의 여성들이 정부계약을 따내기 해서

어떻게 장난감 제조회사와 정면으로 맞섰는지에 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모든 국가들처럼 칠 정부는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일 년에 수십억

달러를 소비합니다.……( 략)…… 법에 따르면 입찰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있습

니다.세계무역기구의 체제에 따라 그리고 자유시장의 가장 신성한 질서에 따라

모든 사람들,칠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략)…… 이

러한 공개입찰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 략)…… 국산이나 만산 제품을 가

지고 입찰가를 게 제시하는 “피할 수 없는 다국 기업”에 맞서야 합니다.

연 재단은 어느 날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가게에 찾아가서 등학교 학

생들이 “생각이 없고 성 구분이 없는 바비인형” 신 칠 의 통의상을 입은 인

형을 가지고 놀면 정말 좋겠다고 말을 했을 때 거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겠다

는 용기를 얻었다.그래서 연 재단은 보건수업시간에 문화 으로 알맞고 해부학

으로 올바른 인형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가지고 교육부의 계약을 따내기로 결

심했다. 틀리에르는 한 계약 입찰 차의 성과에 해 이야기 해주었다.

정부공개입찰이 시작되었을 때 생산자 표들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입찰 투를

열어보게 될 방 안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거기에서 우리는 에 앉은 마텔

(Mattel),피셔 라이스(FisherPrice),디즈니회사(DisneyCompany)와 다른 회사

의 표들을 보았습니다.그들과의 만남이 항상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지만,그들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 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분 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담당 공증인이 연 재단이 낙찰되었다고 발표하고 연 재단의 여성

들이 서로 껴안으며 행복해하자 거 회사의 표들은 조하게 주 를 둘러보았습

니다.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그들은 “도 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우리를 얕보는 시선에도 불구

하고 희는 계속해서 가난한 공 가들이 모이면 정부 공 업체가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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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해 싸웠습니다.이것은 공정무역의 윤리강령 기 에 따라

제작된,칠 사람들의 문화에 친숙하면 서도 고품질의 제품으로 이루어낸 결과입

니다.

연 재단은 질과 가격을 바탕으로 20퍼센트의 계약을 성사시켰다.몇 년간 이

계약들로 벌어들인 수입은 연 재단 수입의 40퍼센트 정도를 차지했다.정부계약

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더 요하게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해 일하는 공 가들

사진2연 재단의 패트리샤 일다고(PatriciaHildago)가 문화 으로 알맞은 인형을 자랑

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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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고자 했던 연 재단의 역량은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는 공정무역의 주요특

징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은 인터몬옥스팜(Intermón Oxfam),

SERRV인터내셔 (SERRV International),솔리다르몽드(SolidarMonde),트 이

드크라 트 익스체인지(TraidcraftExchange)의 활동을 통해서,그리고 텐사우

드빌리지(TenThousandVillages)같은 소매 , 는 그 이터기 트(A Greater

Gift,SERRV의 이 이름)의 카탈로그에서 연 재단의 제품을 알게 되었다.각각

의 제품에는 그 제품과 제품을 만든 여성수공 가에 한 정보를 담은 품질 표

시태그를 달았다.태그에 담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소비자들은 좋은 정보를 얻고

감동을 받았으며,공 가의 삶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제품들 이면에 있는 이야기는 공정무역의 인기를 형성하

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단 한 번의 구매로 한 단체의 가난한 여성들이

다국 회사들과 훌륭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무역가들이 더

욱 헌신 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성공스토리들은 공정무역을 활발한

사회 상으로 만드는 계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국제회의장에서 다른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나는 연 재단의 여성들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다.그래서 우리

는 그 이야기를 각국으로 달했다.그리고 거 하고 비인간 인 기업들을 넘어

소규모의 민주 인 사업을 진시키는 모델로서 이 사례를 제안했다.

착한 코코아 재배자들과 사업주들 

가나의 협동조합

연 재단의 회원들이 릴 수 있는 기술 인 지원이나 시장 근은 공정무역 시

스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사람들의 심을 끌고 있는 생산자들의 역

량강화를 한 새로운 모델은 노동자 소유의 공정무역 사업이다.가나에 치한

쿠아 코쿠(KuapaKokoo)코코아 연합이 부분 으로 소유하고 있는 데이 콜릿

컴퍼니가 표 인 이다.소비자들은,제품을 생산하고 매하는 것과 련된

재정 사업에 생산자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들이 가난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기뻐한다.

1998년 설립된 최 의 국제 인 합작회사인 데이 콜릿컴퍼니는 쿠아 코쿠

(상자참조),더바디샵(TheBodyShop), 국 비정부기구인 트 트 이딩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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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재단

칠 의 평화 력 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연 재단은 작업장이나 마이크로

기업에서 수공 품을 만들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가정 그리고 단체들의 소득,시장진출 그리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해 설립되었다.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여성 기 들

지역사회 청년단체들

마푸체,아이마라 토착민들

학습장애를 겪는 어린 공 가들

가업을 운 하는 사람들

이 재단은 다음의 분야에 조언과 훈련을 제공한다.

디자인

생산 차

비용과 가격 계산

품질 리

조직발

제품부문 네트워크 형성

이곳에서 제작되는 제품들은 국제 으로 매되고 있으며 칠 의 두 개의 소

매 에서도 매되고 있다.

출처:www.fundacionsolidaridad.cl

국 국제개발부를 포함하는 다른 지원 트 들이 디바인(Divine)이라는 독특한

공정무역 콜릿 랜드를 출시하기 해서 설립한 회사이다.쿠아 코쿠는 이사

회 체를 표하는 데이 콜릿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농부들에 한 지

배구조나 의사결정을 통해 공 사슬을 제어하는 요한 책을 확보하여 좀 더

공평한 공 사슬을 추구하는 형 인 공정무역의 임워크를 능가하게 되었

다.따라서 공정무역 소비자들은 “죄책감 없는 구매”라는 자선형태에서 더 나아

가 생산자들이 부분 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해 지지하게 되었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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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쿠아 코쿠의 회원인 헬 나 벰 (HelenaBempong)이 자신의 콜릿 회사에서

만든 콜릿캔디를 들고 있다.

콜릿은 그러한 을 인정받아 국정부 니엄 어워드를 수상했다.

디바인 콜릿은 미국에서,특히 종교 신자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공정

무역 상품이 되었다.2006년,루터교 국제구호기구(Lutheran World Relief,

L.W.R.)는 27만 달러를 투자해 디바인 콜릿의 모델을 계승하는 미국 디바인

콜릿(DivineChocolateU.S.A.)의 창립 트 가 되었다.교구 지역사회 참여

담당 인 다 마이어(BrendaMeier)에 따르면,L.W.R.은 생산자로서 뿐만 아

니라 소유자로서의 농부들을 지지하는 개발에 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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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 게 놀라운 조치를 취했다.L.W.R.의 동맹단체인 가톨릭구호단체

(CatholicReliefServices)는 약 6천7백만의 미국 가톨릭신자들에게 매하는 선

호 공정무역 콜릿 랜드로서 디바인을 채택하기도 하 다.

디바인은 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최근 10년 간

디바인은 코옵(Co-op)슈퍼마켓 체인 과 국 스타벅스(Starbucks)와의 상업

트 십,그리고 코미디 구호단체(ComicRelief)의 유명 인사들의 지원을 통해

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쿠아 코쿠의 콰베나 오헤멍 티냐세

(KwabenaOhemeng-Tinyase)이사는 2005년 9월 미국에서 열린 제1회 공정무

역미래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이 컨퍼런스에는 20개국에서 750명의 소비

자들과 회사들이 참가했다.오헤멍 티냐세는 공정무역이 가져다 정치 ,사회

,경제 인 혜택들은 “엄청나다”라고 언 을 했으며,특히 그러한 것들이 여성

의 동등한 기회와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한 회 체의 비즈니스 능력의 증

가 가져온 가치를 강조했다.

가나는 개발수 으로 따져보면 체 162개국 119 를 차지한다.하지만 쿠

아 코쿠와 같은 회를 통해 개인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구조 인 빈곤을 해

결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믿음이 공정무역의 성공 뒤에 있는 하나의 동력

이 되고 있다.

열대에서 장바 니로!

캐나다의 소비자운동

공 가들과 농부들은 공정무역과 주류 경로들을 통해 북부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공정무역

모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꾸 히 상품을 구매하고 그러한 사실을 세계에 리

알리는 소비자들은 북미지역에서의 공정무역 운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캐나다 온타리오 주 배리에 사는 루스 모턴(BruceMorton)은 천연

제품 문 에서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공정무역이

라는 개념에 궁 증을 품은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정무역 자원 네트워크와

여러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그래서 모턴은 이익과 공정무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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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 코쿠

1993년,가나 코코아 마 원회(GhanaianCocoaMarketingBoard)의 농

부 표 던 고(故)나나 림 아베 세(NanaFrimpongAbebrese)는 사기

업들이 코코아의 무역시스템에 진출하는 자유무역 추세가 가난한 농부들에게

어떤 향을 미칠 것인 가에 해 고민을 했다.아베 세와 다른 농부들은

국의 트 트 이딩과 네덜란드의 비정부기구인 S.N.V.의 원조를 받아 쿠아

코쿠 회를 설립했다.트 (Twi)어로 쿠아 코쿠는 “착한 코코아 재배자

들”이라는 뜻이고 코코아 시장에 만연해있었던 부패를 막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것이었다.

1,650개의 가나 마을에 사는 35,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쿠아 코쿠

는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부들을 한 시장에서의 힘과 표권의 증진

사회 ,경제 ,정치 역량강화

모든 문제에 한 여성의 참여증진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상품공정

비록 2퍼센트의 코코아만이 공정무역 시장에서 매되고 있지만,공정무역

가격(톤당 1600달러)과 사회 리미엄(톤당 150달러)은 쿠아 코쿠의 회원

들의 생활조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학교건설,깨끗한 물과 하수시설 공

,소득창출 로젝트에 한 지원과 같은 투자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가

정과 공동체가 혜택을 받았다.

출처:www.kuapakokoogh.com

회 리미엄이 직 으로 공동체에게 달이 되고,아이들과 각 가정에 혜택

을 해 수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이 좋은 시스템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공정무역 제품 인증기 인 캐나다 트랜스페어(TransFairCanada)의 직

원과 만난 모턴은 공정무역이 성공하기 해서는 자신과 같이 의식 있는 소비자

들이 공정무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그의 말에 따르면,

“커피는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만,소비자들의 장바구니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모턴은 먼 액자에 넣은 캐나다 트랜스페어 라벨과 정보 단지를 가지고 한



- 31 -

건강식품 가게로 가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기요,제가 원두커피 한

지를 살 테니까 이번 주말에 시음용 커피를 만들어서 이 교육 자료와 함께 사람

들에게 나눠 수 있으신가요?”소매상인들이야 항상 어떻게 하면 렴한 비용

으로 많은 상품을 팔 수 있을까 고민하기 때문에,그 가게주인은 흔쾌히 허락을

했다.2주 간 일이 성공 으로 진행되자,모턴은 가게주인에게 이 게 말했다.

“ 기,이번엔 제가 시음 커피 에 서서 손님들이 궁 해 하는 것을 답해주면

어떨까요?”소매상인들은 공정무역에 해 자세한 교육을 받은 도 없었고 단

지 유기농 블 드라는 이유로 가게에서 팔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주인은 이번에

도 공정무역의 변인으로 나선 루스 모턴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 다.

이때까지 모턴은 캐나다 옥스팜에 연락을 해서 이식테이블과 드립커피메이

커를 지원받아서 어도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 에는 공정무역의 메시지를

알리는 일에 힘썼다.그는 “항상 매상은 올랐고 소매상인들도 다음 주에 와달

라고 부탁할 정도 습니다.”라고 설명했다.모턴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

던 이유가 단지 맛있는 커피 때문만이 아니라, 고와 자선단체에 해 자세히

살펴보는 데 도움을 것에 해 고맙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들이 차 동조합에 투자를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

으며 사업을 꾸리고,자녀들을 학에 보낼 수 있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었

습니다.” 2004년 리티시컬럼비아 주의 키킹호스커피 로스 회사(Kicking

HorseCoffeeRoasters)가 닐 라더스 유통회사(NealBrothersDistributors)와

힘을 합쳐 자신들이 매하는 공정무역 커피를 온타리오 주의 주요 식료품 에

소개하면서 캐나다에서의 공정무역에 한 인식이 나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닐

라더스 회사는 모턴에게 연락을 해서 공정무역 시용 제품을 찬하고 싶다

는 뜻을 했다. 재 40개 남짓 되는 소규모 건강식품 가게에서 매 주 토요일

오 마다 100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상 내 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루스 모턴은 비록 모든 토요일 오 교육 세션에 직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5월에 있는 세계 공정무역의 주(WorldFairTradeWeek)기간 동안 커피 시

를 하고 다른 특별 이벤트도 열고 있는 캐나다 공정무역(FairTradeCanada)회

의 도움을 받아 많은 곳에 그의 홍보방식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의 소비자가 공정무역 기구와 트 가 되어 정 인 효과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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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루스 모턴과 같은 자원 사자들은 상 내 시를 통해 공정무역에 한 인식과

정보를 쌓아가고 있다.

낸 이 사례는 공정무역이 갖는 성의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

다.제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1달러가 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이러한 통계는 매일 매일 굶주림과 질병을 이겨내

기 한 투쟁을 보여 뿐만 아니라,상 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소득국

가의 사람들과 정반 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불균형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공정무역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부의 격차를 이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생존과 번 을 해 공정무역이 실하게 필요한 농부나 공 가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각자의 이야 를 넘어서

여러 가  운동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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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은 재 진행 인 공정무역과는 별개의 것들이다.뜻을 같이 하는

트 들과 함께 이룬 각각의 헌신과 성공이 없었다면 지 의 공정무역의 성장

은 그 상업 인 성공스토리,아니면 순간 인 성공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공

정무역의 인기가 비록 수치로 나타내는 매율로 평가된 것이긴 하지만,성공과

지속가능성은 매출 수치 이상의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니 리라 틀리에르, 루스 모턴과 같은 개인의 활동이나 쿠아 코쿠와 같

은 단체의 활동에 공정무역가로서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상호보완 인 정치 ,사

회 운동,특히 환경운동이나 녹색운동,노동운동,무역정의운동의 비 을 실

하고 그것을 더욱 발 시킬 것이다.이 게 다양한 운동들이 서로 연 되어 있다

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공정무역의 우선순 는 착취와 불평등을 바

로 잡기 한 여러 노력들을 잘 보여 다.실제로,공정무역의 여러 가지 장 들

하나는 그 범 가 아주 범 하다는 것이다.F.I.N.E.가 내린 공정무역의 정

의(제1장 참조)에서 우리는 환경보호주의,노동 문제,무역정의와 련된 요소들

을 알 수 있다.그리고 공정무역의 지지자,참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엮어가고 있다.

1999년 매리 앤 리트 (Mary Ann Littrell)과 마샤 맨 딕슨(Marsha Ann

Dickson)이 과거에는 체무역기구라고 불렸던 공정무역기구에 한 연구를 출

간하면서 공정무역의 고객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었고,그 특징에 한 숙고를

통해 여러 가치들이 교차하는 지 을 찾아낼 수 있었다.리트 과 딕슨은 공정무

역 소비자들과 “문화 창조자”라는 말을 련지었다.문화 창조자라고 불리는 사

람들은 학교육을 받았고, 산층에 속하는 년의 사람들이다.이들은 주로 여

성이며,여행과 다양한 뉴스매체 이용을 통해서 국제 인 우려사안들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자원 사자들이다.“공동체 구성,생태학 인 지속가능성,폭력에 한

오,이국 인 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 등의 가치가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이

들은 최근 로하스족(L.O.H.A.S.) 는 건강과 지속가능성의 생활방식(Lifestyles

ofHealthandSustainability)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는 틈새시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국립마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미국 체 성인의

27퍼센트가 로하스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이와 비슷한 로,『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 소비(FairTrade:MarketDrivenEthicalConsump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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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에서 자인 니콜스와 오팔은 국의 소비자들 65퍼센트가 자신을 “친환

경주의자 는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 다면 이제,

일반 인 운동과 환경운동의 공통 에 해 생각해보자.

환경보호주의와 공정무역

미국에는 환경운동의 시 를 1960년 에 이첼 카슨(RachelCarson)이 쓴 평론

『침묵의 (SilentSpring)』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환경보호주의를

1960년 와 1970년 시민권운동과 반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도 있다.1970년 그린피스(Greenpeace)와 같은 단체들의 설립,1977년 에

지 기로 발된 보호를 한 노력도 지구를 살리는 운동을 발 시키는 데

동력이 되었다.나 에도 언 하겠지만,몇몇 공정무역 식품 표시사항들은 환경

인 실천과 연 되어 있다.2005년 까지만 해도 시에라 클럽(SierraClub)과 같

은 단체들은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의제에 포함시켰었고,유기농소비자 회

(OrganicConsumersAssociation)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공정무역 커피 매를 진

행하는 등의 캠페인을 통해 국제 으로 공정무역을 추진했다.

이 게 많은 운동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식품은 갈수록

더 유기농 식품이 되어가고 있다.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정무역 제품인 인

증커피는 체 85퍼센트가 유기농 커피에 해당할 정도이다.미국의 유기농제

품 세계시장규모가 2003년 310억 달러까지 성장한 것을 보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유기농운동이 성장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그 가장 주된 이유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일

것이다. 루스 모턴이 했던 슈퍼마켓 캠페인이 보여주었듯이 소비자들은 쇼핑을

할 때 자신의 가치 과 우선사항들을 반 할 수 있으면 그런 물건을 산다.공정

무역 회사나 생산자들도 환경 ,사회 인 이유로 합성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

지 않음으로써 얻는 혜택들을 선택한다.

원두커피 수입업체인 코퍼러티 커피스(CooperativeCoffees)는 공정무역 커피

만을 구매하고 한 유기농 원두와 이행형 유기농 원두만을 구매한다.트립 포메

로이(Tripp Pomeroy)코퍼러티 커피스의 복지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속가능한 재배기술과 공정무역의 장기간 실행가능성은 서로 불가분한 요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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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사회경제 발 과 안정은 말 그 로,건강하고 생산 인 환경이 뒷받침되

느냐에 달려있습니다.농부들은 유기농시스템과 기 이 없으면 생계를 꾸려가기

해 의존하고 있는 토지의 자원을 남김없이 다 써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메로이는,코퍼러티 커피스의 회원들은 부분의 생산자들이 유기농시스템을

통 인 커피농업방식으로의 복귀로 본다는 사실을 생산 트 들로부터 듣고

알게 된다는 을 지 한다.유기농 재배는 농가에게 “더 나은 방식”으로의 복귀

를 보여주며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교훈을 다.소규모 생산자들이 알고 있

는 지식에 심을 갖고 그것을 존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될 지도 모른

다.아마 더 요한 것은 통 인 유기농업의 행들이 재래식의 비료나 살충제

의 폐해로부터 농부들과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유기농업은 안목 있는 소비자들의 심을 끌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이러한 가치들과 시장반응은 커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에서는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과일의 소매가격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206

퍼센트 상승했다.

수공 분야에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표 화된

유기농이나 통합된 병해충 리보다 더 복잡하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요한 것

이기도 하다.다수의 공정무역기구(FairTradeOrganizations,F.T.O.)와 생산

트 들은 생산자,소비자,환경을 보호하기 해서 페인트의 납이나 염료에 들어

있는 독 등의 독성물질을 제거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F.T.O.가 제공하는

개발지원이나 훈련을 통해서 생산자들은 건강과 안 성을 지키면서도 지속가능

성에 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2003년에 스콘신 주 매디슨에 치한 F.T.O. 하나인 SERRV인터내셔

(제4장 참조)은 냐에서 성장이 빠르고 지속가능한 나무로 만든 제품을 구하기

해서 한 가지 정책을 채택하 다.마차코스 지역 동조합(MachakosDistrict

CooperativeUnion,M.D.C.U.)은 SERRV의 냐 트 로서, 냐의 목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양묘장을 만들었다.그래서 M.D.C.U.가 늘어나는 수요

를 맞추기 해 양묘장을 확 하려고 했을 때,SERRV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

1,000그루의 묘목을 살 수 있는 자 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많은 목각제품을 만

들 수 있는 원자재를 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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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운동의 제가 비록 사람들은 물건을 사야한다는 실에 바탕을 두

고 있기는 하지만,환경 인 감각은 공정무역 지지자들에게 리 퍼져있다.“

이기,재사용하기,재활용하기”의 만트라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이나

공정무역의 원칙을 통해 친환경 인 행에 헌신하는 기업들에게 그 일을 맡기

려고 한다.동시에 공정무역가들은 운송에 상당한 양의 화석연료를 소비해야하는

먼 나라의 공정무역 제품을 구하는 일에 필요한 환경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해 분투하고 있다.녹색 지지자들과 동맹을 맺으면 지구친화 인 방식으로 그러

한 실에 맞서는 문지식과 신 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노동착취 없애  운동

반 노동착취나 노동착취 없애기 운동을 하는 노동 운동가들은 이 땅의 자원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에 해 심을 갖는다.국제노동권리기 (International

LaborRightsFund,I.L.R.F)은 노동착취 없애기 운동가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생

산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새로운 로벌 경제시 에 선진국의 더 많은 기업들이 노동착취를 조건으로 값싼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지를 옮기고 있다.노동자들은 낮은

임 을 받고,어떤 경우에는 비 생 이고 불안 한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힘들게

노동집약 인 일을 해야만 한다.많은 국가에서 노동법 시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해 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지

되어 있다.더 충격 인 사실은 세계 2억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5세에서 14세

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I.L.R.F.와 여러 비정부기구들이 그런 학 에 반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특히 수익성을 올리기 해 노동착취공장에 의존하고 있는 지독

한 회사들의 상품에 한 불매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5년 헌신 이고 자식에게 맹목 인 사랑을 주는 어머니라는

인 이미지를 키웠던 TV 스타 캐시 리 기포드(KathyLeeGifford)가 13살의

아동들이 하루에 15시간동안 일해서 만든 의류 상품을 홍보했다는 사실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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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로 많은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유형의 “노동착취 행동주의”에 지지를 보

내고 있다.그 사실이 폭로되자 캐시 리의 랜드에 한 소비자의 반발은 상품

의 공 사슬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노동착취 없애기 운동은 사실 20세기 에

리 퍼진 섬유산업계의 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캐시 리 스캔들이

나오기 까지 들은 동요하지 않았었다.

그 이슈는 특히 학교 로고가 새겨진 라이센스 의류생산과 련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재빠르게 기회를 잡았다.U.N.I.T.E.(유나이트,의복업,산업,

섬유산업 직원 회)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티코 알메이다(TicoAlmeida)라는 학

생은 듀크 학교에서 캠페인을 벌 고 듀크 학교의 로고를 사용하는 모든 의

류 액세서리 제조업체들에게 행동강령을 계속 요구했다.길지 않았던 3년이

지난 후 반 노동착취 학생연합(UnitedStudentsAgainstSweatshops)이 구성이

되었고,곧 노동자 권리 컨소시엄(WorkersRightsConsortium,W.R.C.)이라고

불리는 자매단체가 설립되었다.나이키 같은 주류 회사들은 압박 략이나 불매운

동에 응하여 행동강령을 채택했다.하지만 반 노동착취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

이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했다.그래서 W.R.C.는

노동자의 구체 인 불만사항을 듣고 시설을 모니터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발견 을 때 강력하게 응할 수 있는 책을 고안해냈다.이처럼 노

동자들을 정보와 힘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데이 콜릿컴퍼니의 구조와 비슷한데,

노동착취 없애기 운동가나 공정무역가들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존 한다는 것

을 보여 다.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노동착취 없애기 커뮤니티(S.F.C.)들도 생겨나기 시작했

다.메인 주 뱅고르 지역에서 시작된 S.F.C.는 시민들이 내는 세 이 노동착취

공장에서 제조되는 경찰 ,소방 등 공무원들이 입는 옷을 마련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유럽에서 시작된 깨끗한

옷 캠페인(CleanClothesCampaign)과도 비슷하다.미국의 약 35퍼센트의 지역

자치단체 당국은 공장 노동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가장 악독한 회사를 걸러내기

한 정책을 채택했다.2005년 캘리포니아 주 샌 란시스코 당국은,이 도시의

도 업자나 상인들이 구매하는 의류는 최 생활임 조건과 아동노동 지를 포

함하는 “노동착취 없애기”행동강령을 수해야함을 명하는 노동착취 없애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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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통과시켰다.

임 이나 근로조건 문제 때문에 노동착취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공

정무역이라 불리기도 한다.하지만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완 히 틀린 것이

고 사실 노동착취 없애기와 공정무역 운동 사이에는 정 으로 본다면 단 ,부

정 으로 본다면 알력 같은 것이 있었다.한편으로는 공정무역 운동이 주로 국제

무역과 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지지자들은 제조업의 해외나 연안으로의

이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었고,조합들은 애 부터 이 사실에 해 우려하

고 있었다.좀 더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자들이 공정무역의 차원에서 조직을 만드

는 것에 한 우려도 생겨났다.공정무역 모델은 주로 동 인 모델을 통해 소

규모 농장을 운 하는 농부들을 한 것이다.친노동 지지자들은, 를 들면 노

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바나나 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소유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모델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 가에 해 논의한다.스포

츠 공이나 콜릿과 같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공정무역 모델은 공장이 아닌 가

정이나 시골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생산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분야에는 엄격하게 용되지 않는다.티셔츠와 같은 제품의 공 사슬은 커피

와 같은 농산물의 공 사슬보다 훨씬 더 복잡해서 공정무역의 기 으로 그런 종

류의 제품을 다루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이 들 때문에 반드시 공정무역가들과 노동조직 계자들이 갈등을 겪

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통 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공정무역가

와 노동착취 없애기 운동가들은 둘 다,복잡한 공정무역 모델과 세계 곳곳에

서 경제정의를 해 싸우는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수한 상황들을 지나치

게 단순화하는 것에 해 반 하고 있다.공정무역의 원칙들은 그 해당분야가 아

주 포 이어서 공정무역 모델은 노동운동과도 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S.F.C.와 함께 지역 인 차원에서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

고 있다.

노동자의 에서 보면 노동착취 없애기와 공정무역 운동은 정 인 교차지

을 지닌다. 를 들어,니카라과의 에바 비다(NuevaVida)여성 바느질 동

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유명한 의류회사인 매기스 오가닉(Maggie'sOrganic)

과 같은 고객을 해 노동착취 없이 의류상품을 생산하고 있다.소유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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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리더이기도 한 에바 비다의 여성들은 공정한 임 ,그리고 그들이 국

제개발기구인 앙아메리카 개발센터(Center for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의 도움을 받아 손수 지은 공장의 좋은 근로 환경을 보장한다.니카라

과 정부로부터 통 인 자유무역지역,즉 면세수입과 감세조치의 혜택을 받은

이 동조합은 공정무역지역(FairTradeZone)을 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에바

비다는 공정무역 특 요구와 공정무역의 원칙 고수를 통해 통 인 무역시스

템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안을 내놓은 것이다.

무역정의

통추구 는 공정거래 정에 한 문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정무역과 유사

한 무역정의운동(TradeJusticeMovement,T.J.M.)을 만들었다.성공 인 주빌리

2000을 시작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부채부담을 이기 한 캠페인인 T.J.M.은

다국 회사들 보다 빈곤계층의 문제를 우선시 하는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다수

의 국의 비정부기구를 표한다.미주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합체들이 생겨

났다. 틀리에르의 이야기에서 언 했듯이 거래 정은 소규모 생산자들의 사업

환경을 형성하기 때문에 소규모 는 규모 차원에서 거래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요 심사이다.

‘구의 혜택을 한 것인가?사람들과 지구를 한 무역 만들기(ForWhose

Benefit?MakingTradeWorkforPeopleandthePlanet)’에는 T.J.M.이 지지

하는 국제무역과 민주주의를 포함한 원칙들이 나열되어 있다.이 이 자유무

역체제에 해 비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체제는)가장 강력한 무역 국가들과 거 기업들의 제한된 상업 이

익을 장려하면서 무한한 의 이익과 소규모 경제 기업을 희생시켰다.세계 무

역시스템이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 국제 정,빈곤퇴

치,인권증진의 넓은 체제 안에서 국제무역의 규칙과 제도가 실행되어야 하며,역

내 무역의 요성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를 한 동력이라는 것을 인식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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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산자들의 노력,환경에 한 심,인권을 한 헌신을 통해 경제발

에 집 하면 T.J.M.은 자연스럽게 공정무역 운동의 보완물이 될 수 있다.실제

로도 ‘구의 혜택을 한 것인가?’는 구체 으로 “친빈곤층”을 지향하는 무역체

제에서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국의 액션에이드(ActionAid),아동구호기

(Save the Children)뿐만 아니라 카페다이 트(Cafédirect),트 이드크라 트

(Traidcraft)와 같은 공정무역기구들처럼 공정무역 추진에서 요한 역할을 해온

많은 옹호단체들은 T.J.M.의 회원이다.이 단체들에는 총 9백만의 회원이 가입되

어 있으며 이는 무려 스웨덴의 인구와 거의 일치하는 수이기도 하다.무역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러 정치 캠페인에도 참여를 함으로써,빈곤에 맞서고 자신

들의 토지와 생물권을 지키면서도 기존의 것과는 다른 무역의 방식을 만들어내

기 해서 공정무역 모델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백만 명의 공 가나 농부들이 매

일 직면하고 있는 실에 범 하게 여하고 있다.

2005년 11월 2일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 날짜가 다가오자 빈곤퇴치

를 한 로벌캠페인(GlobalCampaignAgainstPoverty)그리고 T.J.M.산하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합한 8천명이 넘는 캠페인 운동가들은 국의 375명의 국회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이는 국 정부와 유럽연합(EU)를 상 로 개발도상

국에게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근 국 민주주

의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 청원운동이었다.

공정을 추 할 수 있는 자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지하는 환경보호활동가,노동착취공장을 반 하는 학생,세

계은행 같은 기 의 정체를 폭로하는 정책분석가는 모두 공정무역 운동의 한 일

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이번 장에서 시작된 고무 인 이야기로 강조된 바와

같이 다른 정의운동과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이 잘 되

고 있는 이유이다.공정무역 연구가인 로라 이놀즈가 언 했듯이 “공정무역의

종합 인 목표는 사회 약자나 환경을 평가 하하고 이용하는 추상 시장에서

생산과 무역을 하는 단체에 맞서는 것입니다.”

『 이 이야기(LifeofPi)』로 북커상(BookerPrize)5)을 수상한 작가 얀 마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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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nMartel)은 2004년 세계 공정무역의 주에서 캐나다 변인으로 활약했다.

그는 한 사설에서 공정무역을 철학자 마틴 부버(MartinBuber)가 정의한 나와

의 계(I-ThouRelationship)에 비유했다.부버는 계란 “어떤 자세나 태도가

아니라 존재하는 형태”이며 그 형태는 참여,평등,신뢰로 특징지어지는 것이라

고 했다.그런 계는 인간성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상품으로 매매하며 가치 없는

물질만능주의를 진하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나와 그것의 계(I-It

relationship)와는 조 이다.마텔은 “우리는 지 이익과 편리성이 가끔은 삶의

질보다 더 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It-ness)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

다.……( 략)…… 공정무역에서 찾을 수 있는 나와 의 계는 우리의 인간성

을 되찾기 한 방법이며 불우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한

다.

공정무역은 성공 이었고 니 리라 틀리에르, 루스 모턴,쿠아 코쿠의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모으는 사회 세력

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공정무역은 한 마음으로 운동을 개하는 동맹단체들

에 힘입어 사람들이 소비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

는 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5) 매년 국연방 국가에서 어로 쓰인 소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주는 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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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무역의 원칙과

실천사례

개요:공정무역 제품에 한 사람들의 인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정무역이 한

가지로 정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이 장에서는 공

정무역의 주요원칙들과 그 원칙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라벨이 공정

무역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멕시코 치아 스에 있는 머트 비츠(MutVitz)커피 동조합 회원들과의

자원 사 활동을 마치고 오랜 친구를 만나 내가 알고 있는 공정무역 모델에

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세계의 사회 약자들의 삶뿐 아니라 무의식 으로 소

비자 심주의에 빠져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공정무역의 능

력에 한 이야기를 들은 내 친구는 이 게 말했다.“멋지다!우리 집에 있는 냉

장고부터 바꿔야겠어.어디가면 공정무역 냉장고를 살 수 있니?”나는 이런 그의

반응을 보고,공정무역이 모든 사회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

으면서도 공정무역 모델에 해 설득력 있게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해야하는 필

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제1장에서도 언 했듯이 공정무역 회의 컨소시엄인 F.I.N.E.는 공정무역을

트 십 모델 그리고 특히 사회 약자들을 돕는 안 인 모델이라고 설명한

다.이 F.I.N.E.의 정의는,공정무역이 많은 비 리기구와 공정무역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지에 한 폭넓은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공정무역

트 십을 고안하고 평가할 때는 구체 인 기 이 필요하다.북미 공정무역 기업

연합인 공정무역연합(FairTradeFederation,F.T.F.)은 공정무역 운동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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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기

지역사정에 맞는 공정한 임 을 지 한다.

근로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다.

모든 사람들,특히 극빈층에게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공공 책임성을 받아들인다.

장기 인 무역 계를 확립한다.

지역사정에 맞는 건강하고 안 한 근로환경을 제공한다.

가능한 한 생산자들에게 재정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출처-공정무역연합

규정하는 서로 연 된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기 을 사용한다.

완 히 이론 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자,구매자,운송업자,소매업자 그리고 궁

극 으로 소비자와 같이 공정무역에 여하는 사람들은 이 기 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나는 공정무역의 의미에 해 생각할 때 F.T.F.의 기 을 단기

으로 삼는다.그 지만 많은 단체들이 서로 다른 기 을 정해 특정한 지지자,고

객 는 이해 계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공정무역의 원칙들

지 부터 F.T.F.가 말하는 주요 원칙들이 어떤 가치이 과 네트워크발 을 가능

하게 하고 있는 지 살펴보자.

공정한 임

공정무역의 첫 번째 기 은 수공 품이나 식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자신이 일

하고 있는 지역경제 내에서 만큼은 공정한 임 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커피를

가장 분명한 로 들 수 있는데,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International,F.L.O.)는 생산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투자를 하기

해서는 농부 동조합이 최 가격인 1.21달러에 5센트의 수수료를 붙여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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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무게)당 1.26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유기농 커피의 경우에

는 환경친화 농업을 실천한 것을 고려하여 공정무역 가격은 1.41달러까지 상승

하기도 한다.5센트라는 사회 리미엄은 농부들의 수입증 와 직결되지는 않

지만 그 신 지역사회 개발투자에 쓰이게 된다. 를 들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

로지역 동조합주식회사(KilimanjaroNativeCo-operativeUnionLtd.)는 사회

리미엄으로 경제성 있는 사업에 자 을 기 한 동조합은행과,아동과 성

인회원들이 모두 혜택을 릴 수 있는 교육기 을 만들었다.

공정무역 가격에 한 약속의 요성은 2000년에 시작된 커피 기 당시 극

으로 증명되었다.국제 옥스팜은 그 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2001년 국제 커피가격이 30년 만에 최 로 곤두박질쳤을 때, 세계 수백만의 커

피 농부들은 고난과 수입 감소에 직면했다.에티오피아와 같이 외화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커피수출에서 얻는 국가에서는 이 기로 많은 농가가 교육과 보건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앙아메리카에서는 약 60만개로 추정되는 커

피농장 내 일자리가 사라졌다.그 결과 이민이 늘었고 불법 작물생산이 증가했으

며 결국 상황은 지역차원에서 사회 불안정을 이끄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1999년 말 커피가격이 내려갈 무렵에 나는 멕시코에 있었다.나는 감사하게도

공정무역 커피농부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커피를 재배하는 지역에

는 가난이 만연해 있었다.나는 닐곱 정도 되는 한 가족이 방이 한두 개 뿐인

집에 모여 살면서 양결핍에 시달리고 지속 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 생활비를 마련할 일자리를 간 히 바라고 있는 모

습을 보았다.머트 비츠 동조합의 농부들은 다른 부분의 생산자들처럼 정말

믿기 힘든 생활환경과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삶과 번 을 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이 농 지역의 역량과

가능성을 알아보러 갔던 나는 이곳에서 공정무역을 성장시키면 지역의 경제발

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멕시코에 머물 던 이후로 몇 년이 지나자 공정무역 커피시

장이 성장했다.미국 트랜스페어는 1999년부터 공정무역 인증상표(Fair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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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를 붙인 커피의 매출이 해마다 평균 72퍼센트씩 오른다고 보고했다.

최근 몇 년 간 상품거래의 주기 인 특성으로 가격이 상승한 덕분에 커피 기는

수그러들었다.커피시장이 회복되고 통시장 커피가격이 1.21달러이던 최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자,공정무역가들은 장기 트 십 그리고 진행 인 커피생산

공동체에 한 투자를 보여주기 해 계속해서 5센트를 추가지불하고 있다.그리

고 생산자들은 공정무역 동조합에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상된

다.

여기서 요한 것은 공정무역 최 가격이 수공 품에 용될 수 있는 시스템

이 아니라는 이다. 를 들어 편지지 생산단계는 종이가 아 리카에서 만들어

졌느냐,아니면 아시아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어떤 나

무인가 는 재활용 재료인가에 따라 원자재도 달라질 수가 있다.그리고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만드는 지역에 따라 종이를 제작하는 과정도 달라진다.게다가 디자

인 장식의 색깔과 스타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독특한 문화 통이 반 된

다.그 기 때문에 모든 수제 생일카드의 가격을 같이 1달러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가 이런 상황을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는 마다가스카르의 종이 만드는 회사

에 찾아갔던 것이다.버림받은 아이들이나 “비행을 지른”소녀들을 한 한 고

아원에서 재활용 축하카드를 만드는 작업장을 만들었다.이곳에서는 고아원이

치한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에 있는 여러 사 에서 썼던 업무용 서신종이를 분

쇄한 것을 직 받아와서 카드를 만들었다.고등학생 나이의 소녀들은 그 지역에

서 생산되는 섬유로 카드를 디자인했다.그 카드는,남는 종이는 얻을 수 없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재고카드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작업

장에서 샀던 축하장 세트와는 아주 달랐다.소녀들이 만든 그 카드는 재고카드에

시골 풍경을 수놓은 천을 덧붙여 만든 것이었다.그 두 카드는 엄 히 따지면 같

은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지만,재료의 공 원,생산방식,카드를 만든 사람이 완

히 달랐다.

하지만 오히려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공 품의 구매자들이나 매자들

은 서로 몇 마디를 더 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 믿고 상을 할

수 있었다.주로 여성인 공 가들은,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해 함께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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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마다가스카르에서 편지지를 만들고 있는 은 여성

면서 자신의 작품의 가치와 창의성을 발견하고 평가해 볼 수 있게 된다.그리고

구매 트 가 생긴 덕분에 이 에는 몰랐던 시장 실에 근거해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통 인 무역시스템에 한 비 한 가지는 생산자들이 시

장이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자신의 이익마진만을

높이려고 하는 개상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공정무역 시스템

에서는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생산자들에게 이 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

다.“그 핸드백 정도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요.미국에서는 비슷한 핸드백

을 두 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팔아요.”아마 “공정무역 핸드백은 모두 X달러입니

다”라고 쓰인 라벨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다양한 제품은 트

십의 잠재성과 공정무역가들 사이의 상호타 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떤 물건에 한 구매를 고민할 때

의 화내용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여러분은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자들이

실은 아직 어렵지만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생산자들이 가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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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 좀 더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공정무역 임 가이드(FairTrade

WageGuide)를 이용하여 다른 방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좋은 근로환경

구매자와 생산자가 어떤 가격으로 타 을 보았던 간에,고려되어야 하는 하나

의 요소는 작업장의 환경이다.공정무역 농부들과 공 가들은 소규모 생산자이

다.이들은 아마도 재택사업체나 당한 지역 내 작업장 혹은 가족 소유의 땅에

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이런 소규모 생산은 제조업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

나 기술도 없이 시골에 살고 있는 수많은 빈곤계층에게 혜택을 다.

공정무역가들은 재택사업에서든 공공작업장에서든 근로환경을 지역기 에 따

라 안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바에 따라 아동 노동착취

가 없는 환경을 만들기로 약속했다.아동노동은 당연히 소비자와 공정무역 옹호

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므로 후자의 약속은 매우 요하다. 를 들어 국제 러그

마크(RUGMARK International)는 카펫 제조업자들에게 자격증을 발행하고 카펫

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학 를 당하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교육을 받을 수 있

게 함으로써 남아시아 카펫 산업에서 불법 인 아동노동을 없애기 해 노력하

고 있다.러그마크의 시작은 이크발 마시(IqbalMasih)의 옹호활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다 탈출한 그는 카펫 산업 내 반아동노

동 운동에 격히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짧은 기간 자유를 렸지만 결국 12세의

나이에 총에 맞아 숨지고 말았다.국제노동권리기 (InternationalLaborRights

Fund), 로벌익스체인지(GlobalExchange)등 다른 기 들은 코코아 농장에서

학 받는 아동 노동자들을 없애기 해 노력했다.기업들에게 노동 행에 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주 요한 시도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략 으로 묘사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멕시코 한 커피농장에서의 첫날,나는 후안 카를로스라는 12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커피열매를 수확했는데 그 아이는 커피열매를 따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큰 자루에 든 커피열매를 등에 지고 집 근처에 있는 세척기까지 나르

기까지 했다.하지만 그 아이는 커피열매를 수확하던 날이 주말이라서 남매들과

함께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미국에서도 가족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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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멕시코에서 만난 후안 카를로스가 주말에 가족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장을 운 하는 경우에 공정무역에서도 몇몇의 경우에 한해서 아이들이 일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런 노동은 지역 법규나 습법에도 반 되어있다.하는 일의

종류와 빈도에는 차이가 있지만,공정무역가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

로 가난과 싸우고 있는 생산자들이 가족의 더 밝은 미래를 바란다는 이다.소

득증 와 사회 리미엄은 생산자 가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욱 열어 다.미국 트랜스페어의 데이비드 펑크하우 (DavidFunkhouser)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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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교육 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산티아고 리베라(SantiagoRivera)의

딸인 욜란다(Yolanda)는 2004년 니카라과 북부 시골지역에서 최 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 습니다.지 은 학생이고요.산티아고가 공정무역 시장에 참여를

한 덕분에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취업과 승 에 대한 동등한 회

우리는 공정무역 시장에서 능력과 의지로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

종 보게 된다.공정무역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지만,공정무역 시스템은 공동체 인 차원에서도 정 인 효과를 보여 다.

국제 동조합연맹(InternationalCo-operative Alliance)은 생산자들이 조직하는

동조합에 해,“민주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동소유의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 욕구 그리고 열망을 충족시키기 해서 자발 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 인 단체”라고 규정한다.캐나다의 라시엠 라(LaSiembra)와 미

국의 이 익스체인지(EqualExchange)같은 무역회사들도 근로자 소유 동조합

이다.

제니퍼 호이트(JenniferWilhoit)연구원은 “연합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

려는 것은 동조합의 본질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역량강화,공동소유,민주

인 통제 같은 다른 혜택들을 강조한다.회원들은 동조합 메커니즘 운 을 통해

서 기술과 리더십의 잠재성을 키우고 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이는

통 으로 여성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제한하던 문화에

서 특히 더 요하다. 동조합은 공정무역의 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

계 개발기구들은 력조직을 빈곤퇴치의 략으로 권장해왔다.그러나 정부 메커

니즘을 통해 달되는 외원조의 차원에서 보면,유감스럽게도 동조합의 설립

과 지배구조는 정치 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를

들어 이 에도 살펴본 쿠아 코쿠의 농부들도 아 리카에서는 동조합들이 좋

지 못한 평 을 받았기 때문에 의도 으로 동조합이 아닌 회를 조직했다.반

면 지구 반 편 니카라과에서는 시민 투쟁기간 동안 산디니스타(Sandinistas)6)가

동조직 활동에 헌신한 덕분에 공정무역 커피 동조합들은 활발하게 운 되고

6) 1979년 Somoza(소모사)정권을 무 뜨린 니카라과의 민족 해방 선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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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조합이든 회든 요한 것은 각각의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원을

바탕으로 향력을 확 하고 이 에는 불가능 했던 기회를 다른 생산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직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더 나아가,공정무역기구들은

“차별에 맞서고 노동착취나 가난 는 인종,문화,성 편견으로 고통 받는 남성

과 여성 모두에게 공평한 취업의 기회를 주기 해”극빈층과 력하여 헌신

으로 일을 하고 있다.

환경적 속가능성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벨 페르난데스(AbelFernandez)는 공정무역 덕분에 그의

동조합이 지구를 존 하는 방식으로 농장을 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에게

말한 이 있다.그가 소속된 동조합인 CONACADO(도미니카 카카오재배농가

연합)는 공정무역으로 벌어들인 수익 에서 사회 리미엄을 코코아의 유기농

인증을 받는 비용으로 쓸 수 있었다.그는 이러한 진 덕분에 동조합의 제품

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팔릴 수 있게 되었고,조상께 감사하고 미래세 에게 혜

택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원자재를 쓸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 지만 유해색소 사용이나 화 농업과 같은 통 인 방식 때문에 생산자와

지구가 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따라서 공정무역 구매자들과 생산자들은 신

뢰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진하는 친환경 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를

들어 남아 리카 공화국의 아 리칸 홈(AfricanHome)은 쓰러진 나무,유목(流

木) 는 부 합하게 수입해 와서 지 은 무 많은 양의 물을 소모하고 있는 나

무를 통 조각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공정무역가들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구의 건강과

미래 세 들을 해 극 으로 추진해야하는 공정무역의 원칙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그럼에도 나는 환경 지속가능성과 유기 호환성이라는 용어들을 사용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소비자들은 특히 공정무역 커피 분야에 있어서 유기농 제

품 시장을 성장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이다.하지만 유기농 인증에는 특정한 험

이 따른다.미국 코옵 공정무역연맹(Co-opAmerica'sFairTradeAllian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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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린 고먼(ErinGorman)은 농부들에게는 유기농 인증을 받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일 수 있다고 지 한다.인증 받은 유기농 제품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제품의 수확량을 이고 결국 단기 인 생계수단을 하여 가정이나 지

역사회의 재정 불안정을 래할 것이다.고먼은 “공정무역가들,생산자 공동체

들,지지자들이 모여 유기농을 지나치게 독단 인 신조로 여기는 것에 한 화

를 나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를 들면 가톨릭구호단체 공정무역

로그램의 커피 구매 트 들은 “ 통 인”유기농 커피를 팔기 해 니카라과의

생산자들과 력을 하는 반면 농부들은 완 한 인증을 받기 해 노력한다.소비

자들은 자신의 가치 을 반 하는 제품을 기 할 권리가 있으며 공정무역기구나

다른 생산자 트 들이,사람들과 모든 자원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 할

수도 있다.

책임성과 투명성

기업의 사회 책임 시 에 책임성과 투명성과 같은 가치들은 그 유행어에 불

과한 것 같다.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가치들은 공정무역 회사운 에 있어 주춧돌

이 된다. 부분의 회사들이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허둥지둥하는 동안 공

정무역 운동은 공정한 사업 행을 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이러한 행들을

통해 경제 ,사회 정의에 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사업윤리

를 개선하고 공공의 감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역사 으로 공정무역기구

(F.T.O.)는 시장에서 생산자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직 인 계를 맺는다는

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과의 신뢰 계를 형성했다.지난 20년 간,제품 상표(아래

참조)를 통한 인증은 특정한 공정무역 기 을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졌

다.

최근에 들어서도 F.T.O.들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정보공유에 참여할 수 있

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공정무역연합과 코퍼러티 커피스의 회원인

래리스빈스(Larry'sBeans)는 웹사이트에는 가치사슬에서 가 지불을 받았는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실제 수증과 송장을 모아놓은 문서가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고객들은 래리스빈스 투에 붙어있는 제품번호를 이메일로 노스캐롤라

이나 주 롤리에 있는 본사로 보내면 독특한 래리스빈스 원두커피의 회계감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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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촬 한 사진을 받을 수 있다.

무역을 통해 지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소외계층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계 70개국 회원으로 이루어진 공정무역기구의 로벌 네트워크인

국제공정무역 회의 모든 회원들은 책임을 증명하기 해 3단계 모니터링 로세

스를 실행해야한다.첫 번째 단계는 이해 계자들을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자기평가이다.두 번째는 동료평가이다.사업 행에 한 피드백을 해

동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I.F.A.T.의 회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높은

수 을 추구하며 생산자들의 을 들어볼 수 있다.이러한 로세스의 결과는

개선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높은 평가를 받은 상 10퍼센트의 I.F.A.T.

회원들은 독립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외부 검증 로세스로 이루어진 세 번째 단

계를 거치게 된다.2004년 I.F.A.T.는 이 모니터링 로세스를 성공 으로 마친

회원들에게 주는 공정무역기구마크(FairTradeOrganizationMark)를 만들었다.

장 적인 전문 파트너십

공정무역의 원칙들이 인상 이고 진보 인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긴 하지만 공정

무역이 진정으로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운 이 직 인 호혜 계에 근거

를 두고 강화되며 지속되기 때문이다.다시 가치사슬의 로 돌아가 멕시코 쿠에

르나바카의 한 옹기장이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옹기장이와 그의 가족은 토를

섞어 시나 다른 식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흙을 섞고 그 토

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햇볕에 말린다.그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정

인 수입을 벌면서도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이 아닌 미국의 가정으로 제품을

매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그들은 특히 수요가 많은 미국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제품 종류를 알아볼 때 기술 인 지원이 필요하다. 개자

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I.F.A.T.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옹기장이들은 요즘

소비자들의 기호 트 드에 맞추어 자신의 제품을 분석 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도자기 제조가 끝나면 제품들은 포장되어 동조합으로 운송되고,다시

미국의 공정무역 도매업자에게 달이 된다.그러면 도매업자는 그 제품을 실내

장식품을 매하는 소매 아웃렛에 매한다.그리고 옹기장이들은 F.T.O. 트

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제품들이 호응을 얻었는지,호응을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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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방 라데시에서 온 텐사우 드빌리지의 직원과 트 가 서로 인사하고 있다.

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해서도 들을 수 있다.가치사슬에

속한 각각의 계자들은 생산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해 최선을 다하여 공정

무역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의 계와 신뢰를 형성하게 된

다.사실,공정무역 도매업자가 되기 한 조건 하나는 생산자 집단과 장기

인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수년

간의 계약을 통해 기술 인 지원을 목 으로 한 계형성과 의사소통이 강화될

수도 있다.생산자들은 이러한 트 십을 통해 단지 감정 으로 만족스럽게 사

업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품개발을 한 직 인 피드

백 경로,고객 맞춤형 서비스,공 사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한 응력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사업의 실질 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계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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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다.

더그 더크스(DougDirks)텐사우 드빌리지 홍보 문가는 다음과 같이 트

십의 혜택에 해 설명한다.

희 매장에 물건을 사러 오시면 여러분은 희가 제품을 만든 사람들에 해 알

려드리기 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모든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모

든 공 가에 해 알 수는 없습니다만, 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 가들입니다. 트 십은 상호 연결된 사슬이며 여러분은 희

를 통해 그 사슬에서 공평한 계를 진할 수 있습니다.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

역의 철물 에서 이런 사슬 계를 기 할 수 있을까요?사람들은 사슬 안에서 다

음 사람이 구인지 알아야할 의무가 있고,그 사람은 그 다음사람이 구인지

알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여러분의 다음 차례에 있는 사람을 배려 것이 요

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에서의 공정무역 트 십은 일반 사람들도 자신이 구매할 물건

을 만들거나 수확한 사람과 실제 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계를 만드는 것은 독특하고 특별한 제품을 얻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일 수 있

다.한 여성이 개인용품 휴가선물패키지를 받고 나에게 이 게 말했다.“제가 받

은 비 에는 이 비 를 만든 여자 분의 사인이 새겨져있어요!이 비 가 무 특

별하게 느껴져서 쓰지 못하겠어요!”이 게 감격스러운 반응은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같은 모양으로 복제되는 량생산 제품이 아닌 특별한 제품에 한 욕구

를 보여 다.

그러한 트 십에 동참하고 모든 공정무역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

가 바로 공정무역의 특징이다.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자유무역”정책이 선택

그리고 자유화와 가장 하게 연 돼 있다는 것이다.

라벨도 살펴봐야 하는가?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때 서로 다른 제품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제조사 이름이나

어떤 기호 같은 것들을 찾게 된다.공정무역 인증상표(TheFairTradeCer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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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는 환경 는 사회 책임기 이나 I.F.A.T.와 같은 단체에 회원임을

보여주는 라벨이 부착된 비슷한 제품들과 나란히 슈퍼마켓 진열 에 놓여있다.

어떤 제품에는 하나 이상의 라벨이 붙여져 있다.우리 집 주방선반에 놓인 이

익스체인지가 유통시키는 핫 콜릿 캔 하나만 보더라도 공정무역,유기농,코셔

(kosher)7)인증을 보여주는 마크가 있다.라벨과 작은 활자로 쓰인 것들을 읽어

보니 이 캔은 100퍼센트 지로 만들었고 유통업체는 근로자 소유 동조합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라벨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어 헛갈릴 수도 있지만 그 라벨

들은 사회 책임에 한 인식이 얼마만큼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식품과 련된 여러 가지 마크에 익숙해지면 라벨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가톨릭구호단체가 만든 『이건 무슨 마크지?(What'stheDealwiththeSeal?)』

는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지식과 가치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의

슈퍼마켓이나 소매 아웃렛에 갖다놓을 만한 자료이다.그리고 매장 직원들과

화를 시작하기에 좋은 화제 거리가 될 수도 있다.게다가 고객들은 가게주인과

화를 나 면서 제품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지

에 해 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공정무역계에서 독일 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는 공정무

역 인증 기 을 마련했는데, 부분이 식품에 한 것이다.독립된 국가 이니셔

티 네트워크는 F.L.O.기 에 근거하여 제품에 공정무역 라벨을 붙일 수 있는

허가증을 수여한다.F.L.O.는 그 자체로써 소매상품에 라벨을 붙일 상품의 생산

자들을 인증한다.국가 이니셔티 는 소매 라벨이 붙여진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인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라

벨을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는 1980년 멕시코의 농부들과 네덜란드의 가톨

릭 노동사제와 일을 하면서 떠오른 것이다.제5장에서 그에 한 이야기를 자세

히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미국 트랜스페어와 캐나다 트랜스페어가 각각 F.L.O.제

품라벨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국에는 공정무역재단(Fairtrade

Foundation)이 있다.호주와 뉴질랜드에도 공정무역연합이 있어 인증을 담당하고

7) 통 인 유 인의 의식 식사법에 따라 식물을 선택·조제하는 것으로,사 으로는 ' 당한,합당한'의 의

미를 가진다.



- 56 -

이건 무슨 마크지?는 CRS공정무역 로그램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구매한 커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고들을 나란히 비교해볼

수 있으며,어떤 것이 실제로 농부와 환경을 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공정무역 인증

이름:공정무역 인증

인증기 :공정무역 상표기구 산하 미국 트랜스페어

공정무역연합

이름:공정무역연합

회원단체:공정무역연합

수많은 사회 ,환경 책임성을 주장하는 로고들은 많다.하지만 공정무역은 농부들이

생산가격을 충당하고 가족의 더 나은 삶의 수 을 유지하기 해 공정한 커피가격을 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 이다.

의 오른쪽에 있는 공정무역연합 로고는 어떤 자격을 보여주는 인증서가 아니다.이 로

고는 공정무역의 원칙을 바탕으로 세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천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들의 단체인 공정무역연합의 회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미스소니언 버드 들리 인증

(Smithsonian'sBird-FriendlyCertification)

이름:버드 들리 인증(CertifiedBird-Friendly)

인증기 :스미스소니언 철새센터(SmithsonianMigratoryBirdCenter)

스미스소니언 버드 들리 인증의 과정은 의 로고에서 보이듯이 다양한 종의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숲에서 커피재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스미스소니언 철새센터는 주로 커피를 재배하는 지역에 있는 희귀종이나 멸종 기의 철

새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열 우림동맹 인증 커피(RainforestAllianceCertifiedCoffee)

이름:열 우림동맹 인증

인증기 :열 우림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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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우림동맹 인증은 범 한 환경,사회,조직의 기 을 확실히 수하면서 자연생태계

보존과 산림보호를 진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 커피

이름:유기농 인증

인증기 :미국 농무부(UnitedStatesDepartmentofAgriculture,USDA)

기타 로고: 의 USDA 로고 외에도 여러분이 구매한 유기농 인증 커피에는 다음 아래

와 같이 USDA로부터 승인받은 타인증기 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을 것이다.

․ 국제 품질보증(QualityAssuranceInternational,QAI)유기농 인증:QAI

는 민간이 세운 독립의 제3자 기 으로,생산자가 USDA의 국가 유기농

로그램 조건을 수하는 지 증명한다.

․ 유기농산물개량 회(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 OCIA):

OCIA는 비 리단체로,세계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에서 만든 유기농 인증 제품의 로고도 있다.가장 역사가 길고 잘

알려진 것은 아래와 같이 오 곤 틸스 유기농 인증(Oregon Tilth

CertifiedOrganic)로고이다.

사진8이건 무슨 마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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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F.L.O.의 라벨은 F.L.O.에서 만든 모니터링 표 과 기 에 맞춘 제품을 시

장에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F.L.O.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사회․경제

인 인증기 들 하나이다.그리고 아 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의 50개국

에 있는 420여개의 생산자 단체들을 정기 으로 검하고 체크하며 약 80만의

농부와 노동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벨은 특정한 제품에 한 요

한 표식이지만 그 제품을 가게의 진열 까지 유통시킨 기업에 한 반 인 내

용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모든 공정무역 인증상표가 붙은 제품들이 모든 사업 행에 있어 공정무역의

원칙들을 수하는 회사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달되는 것은 아니다.몇몇 주류

기업들이 제한 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정무역 옵션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

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를 들자면 소비자들은 커피 이나 코스트코

(Costco)와 같은 형마트에서 스타벅스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살 수 있다.2005

년부터 맥도날드는 미국 북동부 주에 있는 매장에서 그린마운틴(Green

Mountain's)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매하기로 발표했다. 세계 커피 량구매

업체들 하나인 네슬 (Nestlé)는 국 시장에서 공정무역 랜드를 출시했다.

이러한 주류화는 량의 공정무역 제품의 매로 이어진다.2005년 미국 트랜스

페어는 1999년에 인증을 시작한 이후로 미국에만 1억 운드의 공정무역 인증커

피가 수입되었다고 발표했다.

가게 진열 에 많은 인증 제품이 오르게 되면서 공정무역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몇몇 공정무역 옹호자들

은 소비자들이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하면 농부들과 공 가들에게 최선을 다

해 념하고 있는 공정무역단체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최

악의 경우에는 잘못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실에서

그 회사는 공정무역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인증서를 마 략으로 사용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이런 부분 인 노력은 공정무역 운동에 한 불만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이기도 하다.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역을 주류화시키는 것이 실패한 시

스템을 다른 안으로 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SERRV인터내셔 의 최고경 자이자 회장인 밥 체이스

(BobChase)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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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 의 무역 시스템을 좀 더 원활하게 운

하기 해 “거친 자본주의체제의 모서리를 다듬는 방법”으로 공정무역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공정무역 운동은 국

제 는 지역 경제에서 근본 인 변화가 거의 없는 주류 자본주의체제로 흡수되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공정무역의 역사는 불공평한 통 인 무역방식은

사회소외계층을 돕기 해 바 어야 한다는 안 인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다.네슬 처럼 수십억 달러를 버는 회사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내놓으면 공정무

역은 기업에 흡수되고 가난하고 박탈당한 사람들을 한 신 인 열망은 사라

졌다는 우려가 나온다.그 부분에 있어 많은 다국 회사들은,기업들이 공정무

역이나 사회 책임 이니셔티 를 채택하는 것은 국제 으로 수용되는 행동규범

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순수주의자와 주류기업들은 공정무역 라벨을 사용하는 것에 한 논란을

제기했다.2006년 9월 발행된 이낸셜 타임즈의 한 기사는 페루의 커피농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부정행 를 밝히며,공정무역 동조합 회원들이 고용근로자들

에게 최 생활임 을 지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우선 주류기업들은 타 회사들

이 실험해보려고 하지 않는 인증제도에 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욱 귀찮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그리고 어떤 공정무역가들은 주류기업들이 라이

센싱 계약을 맺게 된 과정에 해 실망감을 표하기 때문에 불만의 사이클은 계

속 돌아가는 것이다.일각에서는 F.L.O.이니셔티 가 인증제도 도입을 꺼리는

회사들의 제품을 많이 입수하기 해 인가받은 거 기업들에 해서는 철 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무역 운동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의들을 넘어서서 정도

(正道)를 추구하는 빌 해리스(BillHarris)코퍼러티 커피스의 이사는 다음과 같

이 지 한다.“공정무역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라벨은 물론이고 제품을 만들고 있

는 기업의 노력과 실천까지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제품의 라벨은 공정무

역으로 가는 길에 놓인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은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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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 라벨을 통해 공정무역의 계는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재료,상품 그리고 제조공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생산 행을 표

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따라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만든 카드와 같은 물품들도

재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이런 수공 분야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

정무역 계에 더욱 집 하는 것은 요하다.

소비자들이 결정한다

비 리 공정무역 단체나 주류기업에서 만드는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 공정무역 제품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로우(Low)와 데번포트(Davenport)연구원은 “성공 인 공정무역 랜드를

만들 때 생기는 문제 은 주류 소매업자들이 물건을 팔아서 얻는 이익은 생각하

는 반면에 ‘가치 지향 인’몇몇 소매업자들을 제외한 ……( 략)…… 부분이

근본 이고 신 인 공정무역의 메시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실을 명확히 보여 다. F.T.F.의 임원이기도 한 차마마월드

(Pachamama World)의 다나 제 (Dana Geffn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F.T.F.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 에는 공정무역에 진심으로 헌신하려는

마음 보다는 공정무역을 하나의 마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정무역을 통한 공동체 발 측면에는 심이 없고 단지 생산자들에게

최 생활임 을 주고 공정무역의 규범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습

니다.”

이처럼 부분 인 노력에만 그치는 행동은 공정무역을 통해 “겉치 식”사업

행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는 실제 기업들의 심사를 반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를 들어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에서 공정무역 신제품이 잘 팔릴 것인

가에 해 확신이 서지 않아 1년 동안 미국의 한 지역에서만 공정무역인증 커피

를 시험 삼아 매했다.다른 기업들도 아마 특정한 사업 측면에서 공정무역의

원칙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시도했을 것이다.스타벅스는 아주

은 양의 공정무역인증 커피를 매하고 있으면서도 “공정무역인증 커피는 커피

농부들 그리고 공동체와의 계를 통해 사회 책임을 실천 하고자하는 스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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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인 노력의 일환”라고 주장하며 자사가 북미 지역에서 인증 커피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업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다.

캐나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로우와 데번포트는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다수

의 기업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기 해 공정무역 실천에 으로 최선을 다하는

소매업체들부터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업체들까지 포함시킨 분포도를 만들었

다.나는 표2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정하여 “공정무역 제품을 통한 참여도”에 몇

몇 회사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넣어 보았다.그리고 독자들이 체 으로 기업

들을 평가하고,공정무역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

정무역의 원칙 실천을 통한 참여도”라는 칸에는 일부러 이름을 넣지 않았다.

표3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



- 62 -

5
공정무역의 역사

개요:이 장에서는 범 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공정무역 운동의 역사를 따라 올

라가 보자.그리고 소규모 생산자들의 문제들을 가장 요한 일로 여기는 주요 단

체와 이니셔티 를 만들고 지속시키는 데 일반사람들의 비 이 얼마나 자주 도움

이 되었는지에 해서도 알아보자.

지 집에서 하고 있는 취미생활이 있는가?혹시 차고에서 집 개조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가?아니면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블로그에 게시물을 업데

이트하고 있는가?그것도 아니라면 빈 방에 노숙자들에게 나눠 옷을 모아놓

고 있는가?약 30년 펜실베이니아 주의 교회 자원 사자인 에드나 루스 바일

러(EdnaRuthByler)는 지하실에서 공정무역 운동이라 불리는 조그마한 일을 시

작했다.

바일러와 그의 남편 J.N.은 북미 메노나이트(NorthAmericanMennonite)와 그

리스도 형제회(BrethreninChristChurches)의 구호평화개발단체인 메노나이트

앙 원회(MennoniteCentralCommittee,M.C.C.)에서 일했다.이 부부는 1946

년 업무 차 푸에르토리코에 갔는데,바일러는 그곳에서 바느질 수업을 받으며 기

술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는 가난한 재 사들을 소개받았다.바일러는 가난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뛰어난 기술을 보고 그 재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바일러는 다시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푸에르토리코의 재 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해 이들이 만든 제품을 지역 바느질 모임의 여성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M.C.C.인맥을 통해서 요르단의 팔 스타인 난민들이 만드는 제품

에 한 이야기를 하게 된 후로는 제품의 로를 더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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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을 꿈꾸는 다른 사람들과 실천가들처럼 바일러도 생산자 트 들을

돕기 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다.그녀는 자신의 로젝트를 해 친구

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자비를 털어서 500달러 이상을 기부했다.몇 년이 지

나자 제품들의 인기는 상승했고 바일러는 차 트 크에서 제품을 는 "바느질

부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954년부터 1958년까지 바일러는 2,440명이 넘는 사

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았다.그 이후 바일러는 J.N.과 살던 집 지하실에 선물가게

를 열었다.1962년에 남편이 죽은 뒤,M.C.C.에서는 바일러의 로젝트를 공식

으로 채택했고 그녀는 트타임 매니 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로젝트는 자수와 수공 해외 로젝트(OverseasNeedlepointandCrafts

Project)라는 래카드를 걸고 시작했으며 그 후에는 셀 헬 크라 트

(SELFHELPCrafts)가 되었고 지 은 미국과 캐나다 역에 텐사우 드빌리지

로 알려져 있다.

그 다면 에드나 루스 바일러가 단돈 50센트를 받고 팔았던 첫 수공 작품이

공정무역 운동의 시 을까?언제 공정무역 운동이 시작되었는지 묻는 것은

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했는지 묻는 것과 같다. 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크리스

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륙을 발견했다고 알고 있다.하지만 고고학 역사에

는 1492년보다도 수백 년 에 바이킹 족이 북미지역에 방문한 것으로 쓰여 있

다.원주민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천 년 에 이미 아메리카 륙 탐험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다.결국 어디를 유리한 지 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작 이 달라

진다는 것이다.공정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아주 많은 주요 단체들과 개인

들이 공정무역의 시작에 참여했고 공정무역의 원칙들과 행들을 발 시켜왔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언제인지 한 지 을 정확히 집어내기는 어렵다.

이 게 에드나 루스 바일러를 공정무역 운동의 창립자라고 강조하는 것은,그

와 비슷한 노력이나 아주 한 련이 있는 노력의 요성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정부기 의 리더나 소규모 사업주,개발 문가 는

자원 사자 등 바일러 같은 사람들의 성실하고 하며 통찰력 있는 헌신으로

공정무역이 발 했고 그 결과로 정 인 미래를 기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독자여러분은 에드나 루스 바일러의 모습에서 자신과 비슷한

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며 시간이나 재능 는 으로 공정무역 운동을 만들



- 64 -

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기에 앞서,공정무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 4 공정무역이라 알려진 북미지역 주요 공정무역 단체들의 기원과 활동 그

리고 유럽지역 월드 의 확산에 해 알아보자.그리고 서민들의 을 공정무

역 모델개발에 용시킨 생산자 단체들의 기 이니셔티 에 해서도 살펴보자.

텐사우전드빌리

에드나 루스 바일러의 차 트 크에서부터 펜실베이니아 주 애크런 소재의 개조

한 신발창고까지 미국의 텐사우 드빌리지는 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공정무역 단체로서 2006회계연도에 2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 고 31개국에 있

는 100여개의 공 가 그룹들과 트 를 맺고 있다.텐사우 드빌리지라는 이름

은 "인도는 몇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0만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

습니다.……( 략)……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음식과 옷을 살 충분한 수입을 창출

할 수 있을지에 한 생각을 잠시도 멈추어본 이 없습니다."라는 마하트마 간

디의 말에 감을 받아 지은 것이다.텐사우 드빌리지가 하는 일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이 만든 수공 품을 팔고 그들의 이야기를 함으

로써 그 수공 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임 을 주는 것이다.

텐사우 드빌리지는 160개의 아웃렛 매장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근한

다.그리고 약 220개의 국제 선물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해 많은 자원 사자들

과 일하고 있다.

종교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인지 는 바일러와 생산자들이 아주 직 인 거

래를 했기 때문인지 텐사우 드빌리지는 해외 트 들과 깊고 지속 인 계를

형성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다.홍보 문가 더그 더크스는 그 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바일러 부인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우하게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들에겐 기술이 있고 우리에겐 돈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를 세우는 것

이 타당한 일이라 여겼습니다.그 게 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일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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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게 된 이유 고 지 도 우리가 일하는 이유이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텐사우 드빌리지의 최고경 자이자 공정무역계에서 인기 있는 고문인 폴

마이어스(PaulMyers)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우리는 처음부터 서민들과 소규

모 생산자들에게 심을 가졌습니다.우리는 기회를 제한받는 지역의 일반 사람

들에게 심을 갖고 있습니다.우리는 작은 것은 여 히 아름답다(smallisstill

beautiful)고 생각합니다.”

텐사우 드빌리지는 “행동과 계에 있어 진실성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해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체계 으로 정리했다.

1.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희망을 가져다주기 한 노력의 가치를 존

한다.

2.우리는 공정한 임 을 주고 회원들의 복지를 해 힘쓰는 공 가 그룹들과 거

래한다.

3.우리는 공 가들의 제품을 지속 으로 구매하고 선 을 지불하며 기일에 맞춰

최종지불을 한다.

4.우리는 북미지역에서 공정무역 수공 품의 시장 유율을 높인다.

5.우리는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공 가들이 만든 양질의 제품을

시장에 매한다.

6.우리는 비슷한 개성을 지닌 매장들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매경로를 통

해 지속 인 사업운 을 한다.

7.우리는 풍부한 문화 통을 반 하고 강화시키며,환경을 보호하고 북미지역

소비자들의 심을 끌 수 있는 수공 품을 선택한다.

8.우리는 북미지역의 고객들이 자발 으로 그리고 존 하는 마음으로 공정무역에

해 배우고 공 가들의 문화유산과 생활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

려한다.

9.우리는 자원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북미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원 사자들을

소 하게 생각한다.

마이어스는 이와 같은 사업의 원칙들을 지지하는 철학이 공정무역 트 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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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근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한 그룹이 스스로 더 강력해지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할 때 그들을 도

와 지속 으로 일을 합니다.생산자들은 우리와 같은 고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

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

도록 노력합니다.……( 략)…… 우리는 지 한 곳에만 집 하고 있다는 을 자

각하고 공정무역 공동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략)…… 그리고 지방에 있

는 고객들까지 아우르기 해 고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략)…… 생산자들은 우리들에게 이 게 말합니다.“우리는 텐사우 드빌리지가 최

근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덕분에 주류사업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근이나 원칙들은 직원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가치 있

는 것이다.텐사우 드빌리지의 한 트 사인 우간다크라 트2000 주식회사

(UgandaCrafts2000Ltd.)는 장애가 있거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는 나이가 어

린 소외계층의 공 가들과 일을 하는 단체이다.이 단체는 기술 인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신체 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고용하는 소매 을 운 하기도 한다.

최근 우간다크라 트는 85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소득

창출에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텐사우 드빌리지는

1995년부터 우간다크라 트에서 제작한 바구니,식탁매트,수제 의자,핸드백을

구매하고 있다.텐사우 드빌리지 책자에는 베티 키넨(BettyKinene)우간다크라

트 담당자가 한 말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텐사우 드빌리지는 우간다 여

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미

래에 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던 많은 여성들이 우간다크라 트를 찾아왔습

니다.”

텐사우 드빌리지는 생산자 트 십과 더불어 헌신 인 자원 사자들 덕분에

이만큼의 성공을 이뤘고 공정무역의 기풍을 유지할 수 있었다.여러분과 같은 일

반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 마다 텐사우 드빌리지 매장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하

고 상품들을 진열하고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의 성공스토리를 해주면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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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우간다 크라 트의 이 여성은 텐사우 드빌리지의 트 이다.

으로 일하고 있다.어떤 자원 사자들은 다양한 사업을 맡고 있는 본사에서 장기

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펜실베이니아 주 애크런까지 가기도 한다.더그 더크스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1985년부터 자원 사자들과 문직 직원들을 단합시키기 해 부단히 노력

해왔습니다.지 은 련경험이 있고 문 인 훈련을 받은 풀타임 매니 를

매장에 한 명씩 두고 있는데,자원 사자들과의 단합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략)…… 자원 사자들은 텐사우 드빌리지와 공동체를 연결해주고 모

든 매장이 신뢰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SERRV인터내셔널

스콘신 주 매디슨에 본사를 둔 하나의 역사 인 공정무역 단체인 SERRV

인터내셔 에서는 4천여 명의 자원 사자들이 1년 동안 SERRV 창고에서 시간

과 에 지를 쏟으며 일을 하고 있다.내가 2006년 그곳에 방문했을 때 지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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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러온 학생들,은퇴 후 사하러 온 노인들,직업 련 기술을 향상시키

기 해 온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 등 수 많은 사람들이 35개국의 약 85개의

수공 가 그룹에서 보내온 SERRV의 재고품을 꺼내고 있었다.

SERRV도 텐사우 드빌리지와 비슷한 시기에 종교단체인 형제교회(Churchof

theBrethren)의 한 로그램으로 시작했고,그 이후에 기독교세계 사회(Church

WorldService)의 동맹단체로 성장했다.난민의 사회복귀 취업을 한 상품

매(SalesExchangeforRefugeeRehabilitationandVocation)을 뜻하는 SERRV

는 1941년 독일의 난민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목재 뻐꾸기시계를 매하는 수입

창출 로젝트로써 시작되었다. 재 SERRV의 상당수의 고객이 가톨릭구호단체

와 루터교국제구호기구의 로그램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최고경 자인

밥 체이스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SERRV창립자들의 목표는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빈곤을 없애며 종교에 계없이 지배 인 경제시스

템과 문화에 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하지만 공정무역을 시작하고 지속

시킨 종교단체의 노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국의 경우에는 트 이드크라 트가

가장 큰 F.T.O.인데,이 단체도 1979년 가난에 한 기독교 응을 시작으로

발 했다. 유 교정의기 (Jewish Fund for Justice), 미국연합장로교회

(Presyterian Church),유니테리언유니버설리스트 사단(Unitarian Universalist

ServiceCommittee)등 수많은 종교단체들은 미국에서 종교를 월하여 범

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9년 SERRV는 독자 인 비 리단체가 되었다.SERRV는 미국에서 두 개의

소매상 을 운 하고 있으며 그 이터기 트라는 이름으로 카탈로그,인터넷,

탁 매를 통해서 공정무역 상품을 매하고 있지만 SERRV의 역할은 공정무역

제품을 매하는 것 그 이상이다.셰럴 무쉬(CherylMusch)국제개발 담당자는

신 인 SERRV의 모델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생산자 능력신장에 을 맞추고 있습니다.……( 략)…… 우리의 목표는

생산자 단체들이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춰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궁극 으로는 이 단체들이 SERRV를 뛰어넘어 미래에

는 공정무역 시장보다 훨씬 큰 상업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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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그리고 우리는 더 큰 도움이 필요한 다른 그룹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2006년 SERRV는 국제시장 트 드에 한 교육 세션에 많은 동아 리카 지역

의 생산자 트 들을 모았다.세션의 의제는 “상세정보와 포장을 통한 가치 높

이기”와 “제품개발에서의 문화와 통의 가치”등과 같이 실 인 주제들을 다

뤘다.이 세션에 참가했던 요셉 무치나(JosephMuchina) 냐 트리니티 주얼리

크라 트(TrinityJewelleryCrafts)담당자는 이 게 말했다.

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형태의 나뭇잎들을 모으면서 꽃의 여

러 가지 색깔들을 모으면서 제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는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제 제품과 비슷한 것들을 비교

해보고,가격과 질을 체크해보고,제 작품에 고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고쳐야

할지 알려주는 제품설명을 체크해보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SERRV가 채택한 창업지원 모델은,공정무역 리더로서의 경험축 그리고 21세

기 개발의 실을 반 하는 것이다.유명한 유럽의 공정무역 리더인 캐롤 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맹이거나 반문맹이면서 소유지도 없는 개발도상국의 남성들과 여성들에게는 선

택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나라가 산업화되면서 ……( 략)…… 그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해 통 인 지식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제품을

팔 때는 비 통 인 시장에 의존합니다.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소비를

해 만들었던 제품들도 갈수록 라스틱 양동이,샌들,기계로 제조한 옷,가벼운

속재로 만든 냄비처럼 량생산되는 값싼 제품들로 체되고 있습니다.

SERRV와의 트 십은,생산자들이 제품을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단체

들을 발 시키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 그리

고 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자가 수공 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

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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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숍

SERRV와 텐사우 드빌리지가 제2차 세계 이후로 성장해 왔듯이,사회소외

계층이나 재난의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노력과 국에서 창립된 옥스팜과 같은

인도주의 단체들 덕분에 기근과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 피해를 일 수 있었다.이 단체들은 그 유명한 생필품 꾸러미(CARE

packages)를 쟁 희생자들에게 나 어 주는 등 직 인 지원 구호 사활동

을 벌 고 결국 장기 인 발 을 진시키기 한 활동을 확 할 수 있었다.로

우와 데번포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8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원조가 아닌 거래(Trade not

Aid)”라는 철학을 통해 공정무역은 개발 진을 한 략이 되었습니다.국제무역

시스템이 남반구의 빈곤의 발생과 지속에 추 인 역할을 한다는 논쟁이 있기는

했지만 구도 국제원조가 장기 인 발 을 한 정 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한 개 의 필요성에 한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공정

무역 운동에서 아주 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본래 제3세계 (ThirdWorld

Shop)이라 불렸던 유럽의 상 들은 수공 품을 팔고 공정무역에 한 인식을 쌓

았으며 공정 캠페인에 시민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1969년 네덜란드에서 월드

은 그 게 시작되었다.

NEWS!라는 약자로 알려진 유럽월드 네트워크(NetworkofEuropeanWorld

Shops)는 1994년 유럽 역에서 공동캠페인을 시작하기 해 2,500개의 상 을 기

반으로 설립되었다.공정무역가들이 다함께 같은 랫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형성으로 이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캠페인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NEWS!의 첫 번째 “마음의 양식(FoodforThought)”캠페인이 소

규모 식품 생산자들에 한 무역 자유화의 향에 을 둔 것인 반면,“존 받

는 사람들이 만듭니다(MadeinDignity)”캠페인은 섬유산업의 노동조건과 련

된 것이었다.

슬로바키아의 “가난을 역사로 만들자(MakePovertyHistory)”캠페인의 공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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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센터는 텐센스(TEN SENSES)상 내에 치해 있다.상업 인 기업이든,자

원 사자들이 운 하는 이니셔티 이든,공정무역 제품을 제공하는 것과 무역이

슈에 한 정보의 기반으로서 일하는 것이 바로 월드 의 표 인 모범사례가

되는 기본요소이다.텐센스의 경우 그 소유주는 인테그라(Integra)라는 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소규모 기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이다.

NEWS!는 순수하게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것뿐 아니라 매년 5월 둘째 주 토

요일에 열리는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한다.매년마

다 이날의 컨퍼런스를 해 10만 명의 자원 사자들이 모여든다.나는 2002년에

NEWS!컨퍼런스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고 그 당시의 경험은 2005년 미국에서

열린 공정무역미래컨퍼런스에서 요한 기 이 되었다.

이퀄익스체인

1970년 에 공정무역 운동의 정치 인 의제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특히 커피와

같은 식품이 빈곤퇴치와 정치 조치를 해 요한 제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

다.공정무역가들은 공동체 내에서 행동으로 세계평화와 정의문제에 응하면서

“세계 으로 생각하고,지역 으로 행동하자(ThinkGlobally,ActLocally)”라는

모토를 형성했다.네덜란드의 지지자들은 앙골라산 커피에 해 불매운동을 벌이

면서도 1972년에는 공정무역 공 자로부터 과테말라산 커피를 수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1980년 까지 미국의 몇몇 운동가들은 네덜란드로 수송되어 로

스 하고 포장한 뒤 다시 캐나다로 발송된 니카라과산 커피를 매함으로써

이건 정부의 니카라과에 한 수조치에 반 했다.차 트 크에서 자수제품을

팔았던 에드나 루스 바일러를 연상시키는 운동가 수잔 드리치(SusanRedlich)

는 니카라과산 커피를 가득 실은 차를 몰고 캐나다에서 매사추세츠 주로 갔다.

이후에 이 익스체인지의 창립자가 된 북동부 코퍼러티 의 회원들은 그 커피를

사서 연 기구들에게 팔았다.

“1986년 설립된 이 익스체인지는 정치 인 표 을 하면서도 고품질의 식료품,

를 들면 커피와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했다.”20년 간 이 회사는 리 기업도 완 히 공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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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헌신할 수 있으며, 요하면서도 지속 인 성장을 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1990년 이후 이 익스체인지는 평균 24퍼센트의 연간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주주 배당 은 평균 5.17퍼센트를 기록했다.커피,차,설탕,코코아,

콜릿 바의 생산자 트 들이 린 이 성공은 3 1의 지 비율을 철 하게 유

지하고 노동자 소유 동조합으로 운 한 이 익스체인지 비즈니스 모델의 여러

가지 기본요소들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이 익스체인지의 사원 주주로 일해 온 로드니 노스(RodneyNorth)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이 익스체인지의 ……( 략)…… 창립자들은,이익이

아니라 사회 기여를 극 화할 기업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이러한 목표를 지지하

기 해 자본구조,회사내규,인사정책 등에 을 맞추었습니다.”2003년부터

사원 주주로 일해 온 린지 러(LynseyMiller)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공정

무역을 하는 농부들은 민주 으로 집단을 형성해야 하고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해야 합니다.이 익스체인지에서 우리들은 미국의 사업가로서 그와 같은 원칙들

을 지켜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 익스체인지트 이딩(Equal

ExchangeTrading)은 스코틀랜드에서 유기농 제품과 공정무역 제품을 국 시

장의 건강식품 자 업자들에게 유통시키고 있는 노동자 소유 동조합이다.

미국 이 익스체인지의 다른 신은 루터교 국제구호기구(L.W.R.)와 트

십을 맺어 1996년 출범하여 재 이 익스체인지 매출의 20~30퍼센트를 차지

하고 있는 종 를 월한 로그램(InterfaithProgram)이다.L.W.R.의 직원들이

자주 하는 농담 에 커피는 “네 번째 성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커피가 루

터교도들 간의 친목과 공동체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35개국에서

운 되고 있는 구호개발단체인 L.W.R.은 미국 신도들이 일상 인 습 을 경제

정의를 진하는 방법으로 바꾸도록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2003“정의를 가

득히(PourJusticetotheBrim)”캠페인에 참여한 루터교도들은 교회의 공정무역

커피 구매량을 두 배 이상 늘려 한 해에만 총 99톤의 이 익스체인지 커피를 사

들 다.

최근 20주년을 맞은 이 익스체인지는 지난 역사에서 한 획을 고,참여를 통

해 향후 20년 역사의 비 을 형성하면서 지속 으로 공정무역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공정무역미래컨퍼런스에서 이 익스체인지의 공동이사들은 소비



- 73 -

자들과 다른 공정무역 단체들이 “2025년의 공정무역은 어떤 모습일까(Imagining

FairTradein2025)”라는 주제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익스

체인지는 모든 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추구하지만 조직담당 인 버

지니아 버먼(VirginiaBerman)은 다음과 같이 지 한다.“사회에서 소외된 생산

자들이 경제 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이 익스체인지가 맡

은 임무는 생산자들이 가족농에게 알맞은 조건아래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

속 으로 돕는 것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인도 수제품(MarketPlace: Handwork of India)

지 까지 공정무역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무역단체의 요한 역할을 알게

되었다.여기서 우리는,남반구 개도국(GlobalSouth)의 생산자와 동맹단체들이

거래상품을 생산하는 수익창출 로젝트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비정부기구들과 사회 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남반구 개도국에 공정무역

단체들을 설립하여 생산자들을 모으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민주 인 방식을 통해 북반구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진시키는 데 기

여했다.마켓 이스:인도 수제품은 공 가의 고용과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단

체를 만들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시작된 공정무역 사업의 주요사

례이다.마켓 이스의 사례는 바로 독자인 여러분과 같은 개인들도 공정무역

운동에 향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다.

미국에서 석사학 를 받은 푸스피카 이타스(PushpikaFreitas)는 사회복지

사로 일했던 고향 인도로 돌아갔다.1980년, 이타스는 동생인 라리아 몬테이

로(LaliaMonteiro)그리고 세 명의 뭄바이 빈민가 거주자와 함께 여성들이 “품

있는 삶을 살며 잠재능력을 찾고 자녀들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풀뿌리 단체인 셰어(SHARE)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그 후 이타스는

자신이 공부했던 시카고 지역에 재택 매를 구축하여 직 디자인하고 바느질해

서 옷을 만드는 인도의 공 가들의 제품 매와 마 활동을 주도하기 해 마

켓 이스를 시작했다.마켓 이스와 셰어는 인도에서 14군데의 동조합과

450명의 소득 여성 공 가들이 운 하는 소규모 회사들과 력하고 있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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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푸스피카 이타스가 인도 마켓 이스의 공 가들과 함께 앉아있다.

고 마켓 이스는 미국에서 의류만 매하는 곳 유일한 공정무역단체이다.

나는 이 책을 집필하기 에 사람들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공정무역을 단지

제품의 가격에 한 논의로 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곤 했었다.마켓

이스의 성공사례를 보면 공정무역이 이제는 수입창출 그 이상의 것이 되었다

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샨티 싱(ShantiSingh)이라는 우단만달 동조합

(UdaanMandalCooperative)의 계자는 이타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는 일 년 동안 동조합 연수미 에 참가하고 나서 제 자신 안에서 차츰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지 은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니다.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우리 가족 안에서 나의 진짜 치는 어디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는 이런 생각들을 해본 이 없었어요.” 이타스는

자신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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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 은 여성 공 가들의 자존감과 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 단계 나

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략)…… 이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기 해 그동안 개발해 온 기술을 이용하면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

다. 한 지역 공동체에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깨끗한 물과 충분한 보

육시설 그리고 더 나은 의료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략

)…… 여성 공 가들은 다음 세 의 남녀가 더 많은 심을 받고,자유를 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가까운 미래를 보자면,이들

의 딸들이 바로 그 수혜자들입니다.즉 학교교육을 마친 뒤 직장을 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특히 구와 언제 결혼을 할지 스스

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여성들의 강한 롤 모델은 미래에 남편,아버

지로 살아갈 아들에게도 향을 것입니다.가난의 순환을 깨는 것은 길고 험난

한 길이고 여성이 가정,공동체,시민사회의 심이 되는 것은 그 과정의 요한

요소입니다.

라벨은 어떻게 시작 되었나

내가 공정무역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었다.“공정무역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제4장에서 보았다시피,

공정무역 제품임을 표시할 때는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F.L.O.)의 라벨이 주로 사

용된다.20개국에서 그 라벨이 주류라는 인식을 받고 있긴 하지만 라벨의 역사는

민 의 정서와 역량강화를 반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라벨에 한 이

야기는 북반구와 남반구 거래자 간의 공정무역 트 십에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 멕시코의 소규모 커피 농장 생산자들의 동조합인

U.C.I.R.I.(UnióndeComunidadesIndígenasdelaRegióndelIstmo)는 선진국의

커피 구매자들에게 직 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다. 란츠

밴더호 신부는 U.C.I.R.I.의 농부들과 함께 일했고 네덜란드 쪽 인맥을 이용해

농부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밴더호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우

리는 자선단체를 원하지 않아요.시장이 필요할 뿐이죠.……( 략)…… 시장에서

의 정의라는 것은 어도 생산가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76 -

략)…… 농부들에게도 가족이 있으므로 그 가족을 부양할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지불하는 가격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1988년 네

덜란드는 막스 하벨라르 재단(MaxHavelaarFoundation)이라는 최 의 공정무

역 인증시스템을 설립했고,인증라벨의 이름은 네덜란드 문학작품에 커피 농부들

의 변자로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그 라벨은 소비자들이 공정무

역 제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공정하게 거래

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독자 인 시스템이기도 했다.1990년 반까지

국가기반의 이니셔티 들은 F.L.O.를 세계의 공정무역 기 을 용하고 모니

터하도록 권한을 주는 인증보호기 으로 만들기 해 서로 력했다.당시에는

미국이 가장 큰 이해 계를 가진 시장이었다.

그와 동시에 농업무역정책연구원(I.A.T.P.)은,과테말라 망명자인 지날도 하

슬렛 마로킨(ReginaldoHaslett-Marroquin)이 그랬던 것처럼 멕시코 농부들과 미

국 심부의 가족농을 연계시켜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었다.이 농부들 라셀바 동조합(LaSelvaCooperative)의 루이스 에르난데스

(LuisHernandez)는 미국 농식품지원법(Farm Bill)은 공정무역 커피를 팔기 해

I.A.T.P.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그래서 I.A.T.P.는 공정무역 커피

랜드인 피스커피(PeaceCoffee)를 설립했을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F.L.O.

라벨의 필요성을 평가해보기 해 모험심이 강한 공정무역가들과 몇 차례의 회

의를 가지기도 했다.I.A.T.P.는 옥스팜이나 독일 트랜스페어,이 익스체인지 등

과의 의 끝에 F.L.O.이니셔티 를 미국의 트랜스페어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1998년까지 이 단체는 미국 법에 따라 자선단체로 법인화 되었고 포드재단

(FordFoundation)의 신규업체 재정지원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기도 했었다.미국

트랜스페어는 2006년 반까지 1억5천만 운드 이상의 공정무역 커피 인증을

했고 인증 역을 차,코코아,생과일, ,설탕,바닐라 까지 넓히기도 했다.북쪽

지역에 있는 인증기 인 캐나다 트랜스페어는 바닐라를 제외한 이들 품목과 퀴

노아와 같은 곡물,향신료,면 의류,와인,장미,스포츠 공에 공정무역 라벨을 붙

다.

이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하다는 것은,생산자들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제품과 공정무역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회사들의 이익 그리고 소비자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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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을 맞추기 한 F.L.O.이니셔티 의 헌신을 반 한다.그래서 제품에 라

벨을 붙이기 해 다양한 이해 계자를 고려하는 근방식은 공정무역 단체를

탄생시킨 트 십의 정신이다.

공정무역 운동은 메노나이트의 한 여성의 차 트 크에서 시작되어 오랜 길을

걸어왔다.다양한 사례와 망으로 가득 찬 운동으로 성장해 온 그 길에는 장애

물도 있었고,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압박도 있었다.결국 에

드나 루스 바일러,소설에 나오는 막스 하벨라르,샨티 싱과 함께 걸어온 소비자

들의 균형 잡힌 만이 이 운동을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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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긴 한데,잘 될까?

개요: 세계 인 매출량을 보면 공정무역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해서는 의

심할 여지가 없다.그 매출량 뒤에는 공정무역의 혜택을 리고 있는 5백만 명 이

상의 생산자들과 가족들이 있다.이 장에서는 특히 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공정

무역의 향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생활을 살펴보고,공정무역의 한계와 공정무역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도 과제들에 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정무역이 도움이 됩니까?라는 질문에 인도의 사비타 솔란키(SavitaSolanki)

는 그 다고 답한다.

제 남편은 경미한 심장발작을 일으킨 뒤로 여러 가지 약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먹어야 했어요. 는 지 일하고 있는 동조합에서 성인교육 수업을 받은 덕분

에 의사의 진단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제 남편에게 시간에 맞춰 정확한 약을

수 있게 되었어요.제 남편은 을 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읽어주었을 때

아주 감동을 받았죠.

(푸스 냘리 섬유 동조합)

공정무역이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에티오피아의 아셰나피 아르가우

(AshenafiArgaw)는 정 으로 답한다.

농부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함으로써 제 주 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을 조 씩 이겨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정무역은 가난한 농부들의 삶을 구했습니다.그리고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생산자는 모두 원칙에 맞게 행동하고 정직하며 공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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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마 커피 농부 동조합)

공정무역이 도움이 됩니까?라는 질문에 워싱턴 주 시애틀에 사는 안젤리나

고도이(AngelinaGodoy)도 그 다고 말한다.

는 국제 불평등의 문제들과 일상생활에서의 소비를 연 짓는 공정무역의 방

식이 좋습니다. 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인권에 한 것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그

동안은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의 연 성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그런

데 공정무역이 그 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공정무역은 소비자들에게 자

율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퓨젯 사운드 공정무역 회원)

앞서 본 추천 은 공정무역이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공정무역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그런데 그런 사례들뿐 아니라 숫자상 기록만

보더라도 공정무역이 잘 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N.E.이 유럽 25개국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유럽지역 공정무역

매출의 연간 순 소매가격은 2005년 7억8500만 달러를 기록했고,이는 2000년 기

록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2005년 공정무역연합 보고서 “북아메리카와 환태

평양지역의 공정무역 동향”에 따르면,이 지역의 공정무역은 2002년부터 2003년

까지 52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억9175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2004년의

추정치는 3억650만 달러에 달했다.남반구 국가들 간 무역 성장률을 제외하더라

도 국제 공정무역 시장의 성장률은 일 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선다.

비록 국제 상업 시장에서 10억 달러라는 무역량은 아주 은 양에 불과하지만

무역의 진정한 가치는 공정무역을 통해 삶이 개선된 사람들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미국 트랜스페어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8만 명 이상의 농부들이 미국

시장에 공정무역 커피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을 총 6천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F.I.N.E.은 수공 가와 식품 생산자 모두의 수를 고려하면 개발도상국

의 5백만 명 이상의 생산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공정무역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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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하고 있다.우리는 공정무역의 혜택이 가격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은

이 가이드북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매출증가는 훨씬 더 많은 생산자들에게 도움

을 주기 한 필수 인 요소이며,다행히도 공정무역의 시장은 아주 활발하게 성

장하고 있는 것 같다. 국에서는 공정무역 차가 5퍼센트의 시장 유율을 차지하

고 공정무역 바나나는 5.5퍼센트,공정무역 분쇄커피는 20퍼센트의 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한편 미국 트랜스페어에 따르면,미국에서는 최소한 4만개의 슈퍼

마켓이나 커피 과 같은 소규모 아웃렛에서 공정무역 인증 식품을 매하고 있

다.

소비자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유럽인들이 공정무역을 진시키기 해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2003년

북미지역과 환태평양지역의 공정무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출신 직원과

자원 사자의 수가 61퍼센트 상승했다.앞서 언 했던 안젤리나 고도이는 특정한

회사와 계없이 공정무역 커피 캠페인을 추진했기 때문에 FTF설문조사 상

에 포함되지 않았다.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까지 고려한다면 공

정무역의 향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수백만에 달할 것이다.

나는 공정무역이 어떻게 운 되는지,왜 운 되는지,잘 되고는 있는지에 련

한 다양하고도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북미지역과 환태평양지역 공정무

역 제품 매액의 46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이 거래되고 있는 지역인 아시아 시장

으로 을 옮겨보겠다.아시아 시장에서는 보석류,깔개,수공 품,선물품목

등 아주 다양한 제품이 매되고 있으며,놀라운 것은 제품별 생산자 그룹의 명

부까지 제공된다는 이다.그 향이 어느 정도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사실 나는 인도에서 고생을 좀 했었다.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동양의 종교들

을 통해 평화주의에 한창 몰두하고 있던 에 사회학 시간에 배우고 아카데미

수상 화를 통해 할리우드식으로 했던 마하트마 간디에게 푹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첫 해외여행으로 6주 동안 인도와 네팔을 견학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인도의 경제 인 실상에 해선 아무런 생각 없이 가기로 결정했던 것

이다.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어느 곳에나 만연해있던 극심한 가난,민주주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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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 뜨리는 카스트 제도의 잔재로 인한 빈곤,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여성

에 한 차별은 무섭고 끔 했다.나는 형 인 “추악한 미국인”이 행동하듯이

인도는 더럽고 사람들로 붐비고 희망이라곤 없는,마더 테 사만이 사랑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체험 경험으로부터 돌아왔다.그 후 20년이 지나고

인도의 공정무역가들은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

해주었다.앞서 제5장에서도 마켓 이스:인도 수제품에 해 살펴보았듯이 인

도의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빈곤을 이는 략으로써 공정무역을 사용하기로 했

다.

인도 사람들은 다양한 가내공업의 통을 보유하고 있다.인도가 독립을 해

싸우고 있을 때 간디는 칸디(Khandi)라고 불리는 가내생산 의류소비를 추진하면

서 국산 제품을 거부하는 비 력의 개 략을 추구했다.이러한 자립과 역량

강화의 유산은 1970년 에 형성된 타라(Tara,TradeAlternativeReform Action)

로젝트에 반 되었다.델리의 자미아 리아 학교의 연구진은 카스트 제도에

서 낮은 계 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불가 천민(untouchable)”의 삶을 변화시키

기 해 학교 주변지역 사람들을 만났다.연구진은 우선 공 를 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개선하여 팔 수 있도록 돕는데 집 했다.타라와 함께 일하는 생산자들은

생산 능력,품질기 그리고 그들의 낮은 사회 치 때문에 근이 제한되었던

지역시장과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련된 교육과 조언을 받았다.

타라는 역량강화와 능력신장에 을 두었기 때문에 공정한 무역 만들기

(MakeTradeFair)캠페인과 같은 더 넓은 차원의 국제 무역개선 지지 략과 서

민 로그램을 연결시킬 수 있었다.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이용하여 특히 아동

노동과 여성의 지 와 같은 인권문제도 해결하기 해 노력했다.타라는 시장과

사회에서 공 가들의 발 을 막는 구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정무역의 운

동을 주도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그 기 때문에 경제,사회,정치 문제를

연결한 1,000명의 타라 로젝트 동료들도 분명히 “네,공정무역은 잘 되고 있습

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공정무역이 잘 운 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기업이 생존을 한 필수 인 선택권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해

서는 와 같은 성공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언론매체나 분석가들은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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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인도 역에서는 다양한 가내공업이 번성하고 있다.

아 국가들을 제조업 성장의 동력과 미국의 IT 련 일자리의 외주를 받는 국가로

언 하곤 한다.

하지만 실은 수백만 명의 아시아인들,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학교교육의 혜

택과 인 라가 미치지 않는 먼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가톨릭구호단체의

로그램 수석 고문 인 마이클 셰리던(MichaelSherid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정무역은 문화 인 부분에 신경 쓰면서 지역의 실에 응하고 생산자들의 상

황에 맞는 선에서 그들의 요구에 맞추기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공정무역이 경

제 화를 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만

나고 선택권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략)…… 직조기 앞에 앉을 지 소 트웨

어 회사의 책상 앞에 앉을 지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셰리던은 이어,일단 고향과 공동체를 떠나 통 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

기로 결정을 하면,문화 차이에 부딪히기도 하고 가족과 사회 네트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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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떨어져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네팔 공정

무역 섬유생산에 한 연구를 한 이첼 맥헨리(RachelMacHenry)는 많은 남성

들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해 고향을 떠나 운 기사,인부,도로 건설자,트

킹 가이드,심지어는 군인이 되는 것은 고용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팔의 여성들은 돈을 벌기 해 일꾼이나 하녀로 일을 하거나

은 여성들은 매춘부가 되기도 한다.맥헨리의 연구는,공정무역 동조합이 생계

를 개선하기 하여 통 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고

착취 이고 때로는 험한 일자리”를 신할 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

리고 있다.

이 “생계”라는 단어는 공정무역의 향에 한 연구보고서에서 종종 언 된다.

개발 문가들은 “공정무역 는 빈곤퇴치 략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라는 질

문에 답하기 해서는 경제 인 향,생산자 단체의 성장,개인 인 발 을 평

가할 지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이러한 지표들은, 국의 국제개발부

(D.F.I.D.)가 “생존을 해 필요한 능력과 물질 ,사회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자산 그리고 활동”이라고 정의한 생계가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다.D.F.I.D.

는 재정 으로 공정무역 로젝트를 돕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계를 한 향

력 있는 임워크를 계획하고 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분야나 지리 공간 는 규모,지역에서 세계 으로)에 상 없이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 한 제약들과 그들에게 열려있는 미래가 밝은 기회들을 찾

아내려는 시도이다.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제약이나 기회의 정의를 바탕으

로 하며,가능한 한 사람들이 제약을 해결하거나 기회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연구,훈련,자문 발 방침(DevelopmentTracksin Research,Training and

Consultancy)의 닐라 무커르지(NeelaMukherjee)박사는 재 인도 서벵골 주에

서 가난과 사회 소외로 고통을 받고 있는 외진 토착민 거주 지역 일곱 군데에

서의 공정무역과 지속가능한 생계에 해 연구하고 있다.그녀의 체론 분석

은 사회그룹,주거형식,식품안 ,재산, 처기제,보건,교육,사회 지 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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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여기에서 바로 최종결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그 연구 로젝트

는 공정무역이 완 히 생산자들을 인간으로 우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의 복잡성을 보여 다.무커르지는 생계 임워크에 사

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해 자조집단8)들이 공정무역 시장에 진출할

때 요구했던 지원에 해 확인한 바 있다. 를 들면 작업공간의 제공,원자재와

시장 연계,소액 융,질에 한 훈련과 교육, 고, 동조합에 한 기 차원의

개발원조 등이다.

공정무역 운동이 세계 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자 학자와 무역가들은 그와

련된 연구에 더 많은 심을 쏟아 부었다.2003년,유럽 공정무역연합은 주로

직 무역에 여하고 있는 기 들이 발표한 약 30개의 향연구 리스트를 보유

하고 있었다.2005년까지 공정무역 자원 네트워크의 참고문헌에는 200개 항목의

문 인 들이 표로 작성되어있었다.콜로라도주 학교는 공정무역 커피에

한 연구 부서를 공정․ 안무역 학부 센터(CenterforFairandAlternative

TradeStudies)로 승격시켰다.반드시 학자들만 공정무역 세계에 한 생각과

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인터넷을 통해서 공정무역,윤리소비 워크 ,

공정무역의 경제학에 한 국제 워크 등을 연구하는 가상 커뮤니티들이 생겨

났기 때문이다.북미지역에서 열린 공정무역미래컨퍼런스와 같은 컨퍼런스나,2

주간의 국 공정무역 행사(FairTradeFortnightintheUnitedKingdom)와 같

이 기념행사로써 치러지는 심포지엄은 소비자들이 이 분야에 한 논의와 화

를 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장이나 책 반에 나오는 추천 과 로필은 공정무역이 정 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해 다.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 모두 그러하듯,여기에도

결 과 약 이 있다.나는 공정무역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받

는 값,공정무역 제품의 흑자에 한 질문을 받고,종종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

는 것을 공정무역이 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특히 기자들은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에 해 지불하는 가격이나 그 돈이

어떻게 농부들에게 달이 되고 있는지에 해 가장 궁 해 한다.“농부들에게

공정한 가격:간단한 아이디어,복잡한 실(FairPricesforFarmers:Simple

8)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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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ComplexReality)”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한 국 커피

체인 은 커피원두에 해서는 단 몇 센트만 지불하면서 공정무역 카푸치노

한 잔은 원래 가격에 18센트나 더 붙여서 팔고 있었다.이 게 바가지를 우는

행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부 한 주류화의 결과로써,공정무역을 하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마 도구로 받아들이는 몇몇 회사들에 의해 행해

지고 있다.소비자들은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이 곧 바로 농부들이 받는 값과 연

이 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을 이용하는 것이다. 명한 고객이라면

공정무역 제품가격들을 비교해보고 각 회사에 그 차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다른 문제는 인 이션을 감안했을 때,공정무역 상품에 한 고정가격으

로는 생산가를 감당하기 해 정한 목표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공정무역 커

피의 최 가격인 운드 당 1.26달러는 1990년 후반 공정무역 인증이 시작된

이후로 그 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도 없다.커피 컨설턴트인 빈

녹스(KevinKnox)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라질에

서 원두가격이 1.26달러라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략)…… 멕

시코 산악지 의 숲 지역에서는 돈으로 공정무역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공정

무역 원두커피와 유기농 원두커피 수입업자인 코퍼러티 커피스의 회원들은 농

부 트 들과의 긴 한 의를 통해서 그러한 변동성을 인식하고 있다.2005년

에 커피 구매자들과 커피 농부들은 과테말라의 트살테낭고, 는 “셀라(Xela)”

에 모여 인증제도에서 벗어나 독자 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최 가격은

운드 당 1.21달러에서 1.25달러로 올랐고 유기농 리미엄은 운드 당 15센트

에서 20센트로 올랐다.실질 으로 코퍼러티 커피스의 회원들은 공정무역 커피

와 유기농 커피를 각각 운드 당 1.30달러와 1.50달러로 매를 하는 것이다.그

리고 농부들은 앞으로 커피 가격책정에 한 논의사항을 알리기 해서 재 생

산과 운 비용에 한 철 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게다가 이러한 이니셔티 는 보장된 공정무역 가격이 농부들 개인에게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 동조합으로 가는 실의 문제를 해결 수 있다.커

피 농부들이 1 운드의 커피를 팔 때 마다 1.26달러씩 다는 오해는 나와 같이

교육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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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보통 시장가격과 농부들의 실을

비교해보고는 “가난한 농부는 시장가격의 두 배를 벌 수 있다.”처럼 속단한 개념

을 이용하려고 한다.좀 더 정확히 말하면,농부 동조합은 공정무역 리미엄

을 받는다. 동조합은 민주 인 의사결정을 장려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한

자원을 최 화하기 한 구조이기 때문에 공정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특징이

기도 하다.농부 개개인들이 구매자와 일 일로 계를 맺고 있었다면 셀라 합의

(XelaAccords)는 아마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동조합들은 농부들이 지

식을 공유하고 상에서 추가 으로 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품질향상이나 수출 리 훈련과 같이 동조합이 농부들에게 제공하는 로그램

은 공정무역 리미엄의 일부로 운 되고 있다.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 품의 경우,가격은 시간 당 임 이나 생산 단가

에 따라 결정이 되거나 다양한 제품의 양에 따라서 산출될 수 있다.게다가 동

조합이나 연합들은 생산자가 제품을 평가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요한 역할을 한다. 내시(JuneNash)는 이런 기 들을 “ 매 간상인”이라고

부르는데,이들이 소외되고 가난한 생산자들과 “생산자와 그 가족들에게 혜택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가격을 매긴 제품”을 사고자 하는 의식 인 소비자들을

연결해주기 때문이다.이 기 들은 주로 비 리 단체이며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

들이 내는 값에 자신들이 재자로서 하는 일에 한 비용도 포함시킨다.

식품과 공 품 부문에서 공정무역 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생산자들이

시장에 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 분야의 제품에 한 수요가 아직 한정

이기 때문에 공정무역 조건 하에 생산되는 제품들은 과잉되기 마련이다. 를 들

어 제2장에서도 소개되었던 코코아 동조합인 쿠아 코쿠도 공정무역 조건 하

에 매하는 코코아가 불과 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그래서 나머지는 생산가

보다 훨씬 낮은 수 에서 변동하고 사회 리미엄도 포함되지 않는 시장가격

에 팔 수 밖에 없다.

인증식품 생산자들이 겪고 있는 다른 문제는 공정무역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도 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정한 기 에 맞추어야만 가능하다

는 것이다.워닝(Warning)과 그린(Green)교수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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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인증시스템은 소규모 농부들을 소외시키는 시장과 사회정치 상황에

한 응으로서 생겨난 것입니다.……( 략)…… 몇몇 공동체들은 회원들의 지리

인 분포,역사 ,사회 그리고 정치 배경으로 인한 낮은 사회 자본,혹은 다

른 이유들 때문에 공정무역에 참여하기 해 필요한 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와 같은 소외는 아무리 공정무역 모델이 성공가능성이 높고 매력 이라고

해도 세계의 모든 가난과 소외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더 큰 차원의 문제로 이어진다.이 가이드의 발단 부분에서도 언 했듯이 공정무

역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한 해결책이 아니라,여러 가지 근방법과 함께

가야하는 하나의 해결책일 뿐이다.가톨릭구호단체의 마이클 셰리던은 다음과 같

이 말한다.

공정무역 커피가 지니는 여러 가지 강력한 장 들 하나는 그것이 국내 는 국

제경제의 변두리에 있는 소규모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을 해 구조 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략)…… 하지만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이나 랜테이션 농

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참여가 제한된다는

에서는 장 도 약 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수 있는 근방법을 찾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정무역의 힘과 가능성으로도

빈곤을 일 수 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농부들이 바로 농장의 주인들이기 때문

입니다.농부들은 공정무역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해서 토지와 사회

인 라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는 개발 문가로서 더 많은 방법을

연구하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개발 문가,정책입안자,그리고 생산자들은,소비자들이 빈곤과 차별을 해소

하기 한 다양한 방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노력

에 더욱 심을 갖게 될 것이다.독자여러분은 이 < 보자를 한 가이드>를 다

읽고 나면,가난을 여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남반구 개도국의 소득을 증 시

키며 북반구 선진국에서의 가치를 규명해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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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무역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

개요:지 까지 공정무역이 무엇인지,그리고 어떻게 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별 이니셔티 의 사례를 살펴보았다.이 장에서는 공정무역 운동에서 진심어

린 헌신과 창의성으로 특별한 롤 모델이 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소규모 단체

들에 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감을 주는 모든 이야기와 신모델 그리고 공정무역 운동을 한 모든 지원은

그 성격이 완 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균형 있게 심을 기울이는 것은 쉽

지 않은 일이다.무 에 많은 주연배우들이 있다면 그만큼 많은 조연배우들도 있

는 것처럼 말이다.공정무역에 한 이야기에는 정신과 에 지가 담겨있어서 때

로는 무역의 통 인 역이 무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다.공정무역이 지니고

있는 힘의 일부는 공정무역의 원칙을 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즉 상품

을 만드는 사람,정제하는 사람,운송하는 사람,시장에 내놓는 사람, 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원칙에 입각한 장기 트 십이라는 맥락 안에 있

다는 것이다.그래서 공정무역 운동은 규모는 작지만 큰 향을 끼치고,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해 높고 사람 심 인 기 을 설정하는 일반사람들의 집합

체가 되었다.

그러면 신과 감을 주는 이야기 몇 가지 사례에 을 두어 살펴보도

록 하자.특정한 사례에만 을 둔다고 해서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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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공정무역의 의미와 가능성을 략 으로 머릿속에 그려보

고,그 사례들로부터 아이디어와 열정을 본받아 여러분들만의 공정무역을 실천하

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공정무역 네트워커

“ 둥이(twin)”라는 말을 들으면 동일,유사,균등이라는 단어들을 떠올리게 된

다.그래서 생산자를 완 한 트 로 우한다는 약속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한,획기 이고 통찰력 있는 비 리단체인 제3세계 정보 네트워크(ThirdWorld

InformationNetwork)의 약자(Twin)는 아주 하면서도 미래를 견한 것 같

은 발상이다. 국에 본사를 둔 트 (Twin)은 생산자 소유의 공정무역 회사 설

립에 기여를 했고 생산자 역량강화라는 어려운 목표를 공정무역의 핵심원칙으로

삼았다.

트 은 카페다이 트,데이 콜릿컴퍼니,애그로페어(Agrofair),이 세 회사들이

통 인 공정무역 행에 새로운 근법을 시도했을 때부터 존재했었다.카페다

이 트는,공정무역 커피를 주류 슈퍼마켓에 진열하고 국 체에서 인지도 있

는 공정무역 커피 랜드를 만들어 신념과 연 를 기반으로 한 무역의 안

유통 메커니즘에서 한 단계 더 발 하기 해 특별히 창립된 회사 다. 재 카

페다이 트는 국에서 네 번째로 큰 로스 분말커피 회사이다.무역회사인

트 은 수입,물류 카페다이 트 제품의 품질 리를 맡고 있으며,약 26개의

생산자 단체를 고객이 아닌 트 나 친구로 여기는 회사이다.

충실한 친구인 트 은 실제로,쿠아 코쿠가 가나 농부 회로 창립될 시기에

본사의 자 으로 운 자본과 은행 보증을 주었다.그리고 트 과 쿠아 코쿠는

다른 트 들과 계속 력을 하여 생산자 소유권,이익분배, 문가 연수를

한 체계를 갖춘 데이 콜릿컴퍼니를 설립했다.데이 콜릿은 농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에 이 사례의 결과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른 트 트 십 회사인 애그로페어의 노력 덕분에 유럽시장에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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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공정무역 과일이 유통되고 있다.애그로페어는 1996년 이후 10년 동안 오

(Oké)라는 랜드이름이 붙은 바나나,망고, 인애 ,오 지, 몬,귤을 12개

유럽국가에 성공 으로 유통시켰다.오 미국지사는 2006년에 설립이 되었고 근

로자 주도의 신 역을 더욱 확 시켰다.데이 콜릿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과

일 생산자들은 애그로페어 지분의 반을 소유하고 있고 의사결정권뿐 아니라 단

골고객까지도 제공하고 있다.에콰도르의 공정무역 바나나 개척자인 호르헤 라미

스(JorgeRamírez)는 이 모델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우

리는 애그로페어를 통해 공정한 가격과 공정한 발언권 그리고 공정한 몫을 보장

받게 되었다.”

트 은 의 사례들을 통해 다른 공정무역 단체들과 함께 이니셔티 를 실행

해 왔고,그 결과 공정무역 제품의 강력한 시장인 국에서 그 단체들과의 동

과 력이 강화되었으며 새로운 무역체계의 조직력을 기회로 삼는 모델을 많이

시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게 되기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창기 트 의

직원은 여섯 명 뿐이었고 자본도 매우 은 상태 다.카페다이 트의 첫 패키지

를 슈퍼마켓에 진열하기까지는 18개월이 걸렸고 농부들은 그때까지 지불을 기다

리고 있어야만 했다.소비자들도 한 몫을 했다.거액을 들인 고 캠페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 소리함은 카페다이 트에 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으로 가

득 찼다.트 의 책임자인 폴린 티펜은 이러한 트 의 신을 순 한 용기로

묘사했다.“우리는 목표를 이룰 때 까지 복싱에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은 부족하

지만 계속해서 주먹을 날렸습니다.디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우리는 큰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트 의 태도와 정보 그리고 력을 한 헌신은 세계의 다양한 트 십과

연계의 네트워크로써 “N"이 트 (Twin)이라는 이름에 포함된 이유를 분명히 입

증한다.트 이사회 의장인 로빈 머 이(RobinMurray)는 트 과 같은 개척자

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앞으로도 신자로서 공정무역의 ‘황 기 ’에 따라 회

사를 운 하며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않고 그 로 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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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독불장

“ 군가가 나를 통해서 공정무역에 해 알고 나서 경쟁자에게 간다고 해도 괜

찮습니다.내가 하는 일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그뿐 이니까요.”경제

학을 공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래리스빈스의 창립자

인 래리 라슨(LarryLarson)은 측을 거부하고,농부 친화 이면서도 빈틈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래리스빈스는 신 이고 재치

있는 제품이미지 부여를 한 노력과 공정무역 원칙에 한 진심어린 헌신을 통

해 불과 3년 만에 300퍼센트의 성장을 일구어냈다.그가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

서도 많이 뒤진 것 같지 않다.

워싱턴 주 시애틀 출신인 라슨은 본인이 더 훌륭한 커피 로스 방법과 추출

원리에 집착하는 커피 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그는 웹사이트에 “최고로 맛

있는 커피”를 제공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완벽한 원두를 찾기 해 세계를

돌아다녔다.라슨은 멕시코 치아 스 주의 농부들을 만나고 나서 자칭 공정무역

독불장군이 되어 그의 생산자 트 들과 그들이 일하는 환경에 한 문제를 우

선사항으로 삼았다.라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치아 스 고지 의 농부들을

만나고,그들의 땅에 한 헌신과 공정무역이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에 미치는 엄

청난 향을 보고나니 그 맛이 좋은 커피를 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요.”

라슨은 그 농부들의 원두커피를 매하고 고객들에게 공정무역과 지속가능성

의 원칙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독자 인 랜드를 만들었다.래리스 패키지의

랭크 수마트라(FrankSumatra),빈 마틴(BeanMartin)과 같은 만화 캐릭터와 이

름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그의 웹사이트는 노동착취 없는 공장에서

만든 속옷과 커피 용품을 매할 뿐만 아니라 니카라과 농부들의 민요가 수록된

CD로 벌어들인 수익 은 니카라과에 기부한다.이러한 마 활동과 제품

매는 노스 캐롤라니아의 자그마한 커피 에서부터 가톨릭구호단체의 국제 본

사까지,크고 작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하지만 라슨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그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개인의 철학을 보여 으로

써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 지를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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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하나의 가 재활용한 식물성 오일을 연료로 사용하는 래리스빈스의 배달차량

이다.“ 란색과 갈색으로 칠하고 공정무역,유기농,쉐이드 그로운(Shade

Grown)9)커피에 한 정보를 가득 실은 멋진 ‘친환경(veggie)’버스는 가는 곳

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 그리고 가끔은 와 하는 지지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합니다.”배달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래리스빈스의 “지속가능성 학교”가

제공하는 물 보 ,반려동물과 같은 주제에 한 링크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라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는 우리 모두가 약속의 형태와 깊이에 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는 제 고객들이 자신에게 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는 공정무역,재활용,동물의 권리,유기농,이 모든 것들이 아주 요한 의라

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에서 무엇이 요한 것인지는 얘기할 수 없

습니다.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는,훌륭한 커피와 약간의 조

언으로 여러분에게 요한 것을 깨닫는 그 여정에 힘을 실어주게 되어 기쁩니다.

공정무역 커뮤니케이터

만약 국제 개발과 구호 단체의 슬로건 최고를 뽑는다면 옥스팜이 1 를 할

것이다.옥스팜은 정치 활동,소비자 참여 그리고 기업의 압력,이 세 가지의

종합 인 략을 정제하여 어디서나 보이는 라임빛 녹색 등호를 붙인 “공정한

무역 만들기”라는 간단한 슬로건을 디자인했다.옥스팜이 자주 인용하고 향력

있는 정책문서에는 국제무역을 개 하기 한 최선의 의견들과 유용한 략들이

포함돼 있으며,그 문서는 기억하기 쉽게 『조작된 규칙과 이 잣 (Rigged

RulesandDoubleStandards)』라고 부른다.옥스팜은 강력하고 진보 이면서

설득력있는 캠페인과 그에 따른 교육 자료를 만든다는 호평을 받을 가치가 있다.

9)아라비카종 커피나무가 잘 자라기 한 최 의 온도 조건은 연 15~24℃사이를 유지하는 것이다.이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합성 작용이 둔화되고,0℃근처까지 내려가면 서리 피해를 입게 되어 커피 경작에 막

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이런 이유로 커피를 재배할 때 바나나나무나 아보카도나무(일명 ShadeTree)와

같이 잎이 넓고 큰 나무를 함께 심어서 직사 선이나 서리,강한 바람으로부터 커피나무를 보호하는 재배

방법을 ShadeGrown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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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쓰면서 쓴 돈 이상의 가치를 얻기 한 래리의 제안!

재활용품을 사용 하세요:쓰 기 매립지는 독소를 배출합니다.재활용은 일자

리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지요.

에 지 효율 인 제품을 구입 하세요: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발 소 배

출가스를 일 뿐 아니라 돈도 약할 수 있답니다.

지역상품을 구입 하세요: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지켜

니다.

유기농 제품을 구입 하세요:맛있습니다.우리의 토양과 물,아이들이 농약으

로부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 하세요:그러면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이 지불된다

는 사실 아시죠?

미국산 제품을 구입 하세요:회사들이 아웃소싱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질문 하세요:계속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요합니다.

국제 옥스팜의 회원인 미국 옥스팜은 소비자의 심을 잡는 기술을 완 히 습

득해 유익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에 참여하기

한 구체 이면서도 재미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캐서린 다니엘스

(KatherineDaniels)무역정책 고문은,옥스팜은 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해 노력하고 그들이 스스로 심사를 찾고 그 심사에 한 열정을 북돋울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옥스팜이 약 20년 에 이 익스체인지가 최 로 엘

살바도르산 커피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 을 지 한 것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공정무역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 국 옥스팜은 공정무역이 발생한

창기 때부터 그 활동에 참여를 해왔다.1964년에 설립된 옥스팜트 이딩

(Oxfam Trading)이 바로 최 의 국 공정무역 단체이다.

커피가 2002년 공정한 무역 만들기 캠페인의 심이 되었을 당시에는 커피 가

격이 30년 만에 하락했으며 식비,교육비,의료비를 수입으로만 충당하는

수백만의 소규모 농부들이 향을 받았다.그래서 옥스팜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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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기업에 압력을 가했으며 농부들을 지원하고 정책도 바

꾸었다.그리고 캠페인을 해 음악밴드 콜드 이(Coldplay)등 유명인사

들을 섭외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교육하기 한 옥스팜의 노력으로 미국에서는 정치에 여하고 있

으며 이 분야에 정통한 청년층이 형성되었고,이들은 캠퍼스에서 공정무역을 요

구하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공정무역을 한 학생연합(TheUnitedStudents

forFairTrade)을 설립했다.(제8장 참조)

옥스팜의 지원활동이 매우 요한 이유는 트 들이 겪고 있는 생사가 걸린

문제를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

이다.이 책에서 보았듯이 그 참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직 인 향을 미

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도 있다.옥스팜 커피 로그램의 두 직

원의 사례는 공정무역에 한 헌신이 어떻게 직 으로 개인 가치와 연결 되

는지 형 으로 보여 다.

세스 페처스(SethPetchers)커피 로그램 담당 은 1년 간 아시아의 빈곤을

체험하고 돌아와 세계화의 사회 ,환경 결과에 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 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커피 농부들로부터 받은 감동이

그의 일에 향을 주었다.페처스는 돈 안토니오 카바제이 익스타머(Don

AntonioCavajayIxtamer)라는 과테말라의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최

악의 커피 기가 겨우 진정될 무렵에 닥친 허리 인으로 그의 땅이 엄청난 피

해를 입었다는 것이다.페처스가 그 농부에게 땅을 다시 복구할 수 있겠냐고 묻

자 익스타머는 망설임 없이 “네,할 수 있어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샤이나 해리스(ShaynaHarris)는 옥스팜 커피 로그램에서 페처스와 함께 일

하고 있는데 그녀 한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의 요한 원동력으로 삼

는다.해리스는 가난 속에서 분투하는 농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정무역이 얼

마나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기 해 멕시코로 떠나기

로 결정했다.해리스는 이 게 말한다.“공정무역을 해서 일하는 것은 제가 멕

시코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환 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는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와 함께 나 수 있습니다.제가 그 곳

을 떠나올 때쯤 ‘그동안 신세 진 것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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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더니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리 알려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옥스팜의 캐치 이즈와 유명인사가 홍보하는 로 끌려 다니지 말라.이야기

를 공유하고 공정무역에 한 말을 퍼뜨리는 것이 공정무역 커뮤니 이션의 핵

심이다.

공정무역 선동자

말콤 래드웰(Malcolm Gladwell)은 그의 서 『티핑포인트:작은 아이디어를

빅트 드로 만드는 방법(TheTippingPoint:How LittleThingsCanMakea

BigDifference)』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커다

란 변화 는 “사회 염”을 형성하는 것과 련된 주요 요소들을 발견한다.

사회 염을 성공 으로 이끄는 핵심에는 연결자(connector), 문가(maven),

세일즈맨(salespeople)과 같이 주제에 한 깊은 문지식이나 넓은 인맥과 같은

두드러진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스테 니 셰린(StephanieSheerin)은

드웰이 그 게 사람들을 분명하게 분류하는 것에 해 반 하지만 다른 소비자

들이 공정무역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우선 셰린은 일상생활에서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그녀

는 우연히 들 던 어떤 소규모 자 소매 의 주인이 공정무역 임무에 해 설

명하는 것을 듣고 처음으로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셰린은 곧바로 매

일 마시는 차를 공정무역 제품으로 바꾸었고 공정무역 콜릿을 통해 새로운 식

습 을 갖게 되었다.그리고 휴가철이 다가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공정무역 제품으로 선물하도록 권유했고 공정무역 회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공정무역의 메시지를 하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했던 셰린은 세계에 사회

,경제 ,환경 정의를 진하기 해 헌신하는 국제 인권단체인 로벌익스

체인지에 가입했다. 로벌익스체인지의 캠페인과 행동강령은 실천하기도 쉬웠고

사람들에게 달하기도 쉬웠다.셰린은 배경지식을 쌓고 아이디어를 체계화하기

해서 다수의 단체에 가입을 했다.그녀는 모든 사회 책임이 있는 옹호단체의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어도 그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얻는 방법은 알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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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셰린은 단체에 가입만 한 것은 아니었다.직 리더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흥미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만들어 농부들의 시장,요가 스튜디오,공정무

역 가게와 같은 장소에서 공정무역 활동을 한다.그리고 2005년 휴가철에는 직

매를 기획해서 지역 통일 그리스도 교회에서 18,000달러어치의 공정무역 상품

을 팔았고 수익의 5,000달러를 허리 인 카트리나 피해 복구활동에 기부했다.

나는 공공행사가 있을 때마다 셰린과 함께 일을 해왔는데 매번 그녀의 에 지

와 헌신에 놀라곤 한다.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물으면 셰린은 이 게 말했다.“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사람들은 지속

인 삶을 원하죠.……( 략)…… 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과 일치하고

사회 정의 지향 이면서 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수많은 사람

들이 일단 공정무역에 해 알게 되면 공정무역을 지지할 것입니다.그리고 그것

이 바로 에게 힘이 됩니다.”

공정무역 재자

1 운드의 커피를 해 최소한 1,000개의 커피콩을 생산해야하는 커피 농부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다.그런데 주변에서 수년 간 지속된 내 이 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나무를 심고 리하고 비료를 주고 수확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이것이 바로 COSURCA(EmpresaCooperativadelSur

delCauca)의 실이다.1,70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이 농부 동조합은 남아

메리카 콜롬비아 남부지역에 치해 있으며 1960년 반 이 지역에서는 게릴

라 인 분쟁이 처음 시작되었다.COSURCA의 임무는 여타 공정무역 동조합과

같이 작물품질 개선,시장 근 진,회원들의 사회 ,경제 조건 향상을 포함

한다.무장 극단주의 단체가 이 지역의 특성인 림지 와의 근 성과 천연자원

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COSURCA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말투는 상냥하지만 성격은 불같은 COSURCA의 매니 르네 아우세차 쇼

(RenéAusechaChaux)는,농부들을 강화시키는 자신의 주요 역할 하나가

동조합 회원의 혜택이라고 생각한다.“우리에게 가장 요한 이슈는 시에 우리

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시에 공 할 수 있는 만큼의 곡물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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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리고 채소를 생산한다면 사람들은 땅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

가 지난 40년 간 지속된 쟁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공정무역과 같은 삶의

기회 덕분입니다.”

하지만 동조합의 회원들은 생산 작물을 커피 신에,내 을 벌이고 있는

벌과 마약 매자들의 수요가 많아 불법이지만 수익성은 훨씬 높은 코카나무로

바꾸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한다.비록 공정무역을 통해 얻는 수익과 불법작물을

생산해서 얻는 수익은 비교할 수 없지만,아우세차 쇼는 동조합이 재정 인 수

입을 넘어서 를 들면 국내 소비를 한 식품안보 기 설립,비료화처리 로

그램 개설과 같은 추가 인 혜택까지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해

끊임없이 노력 이다.그리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무나도 많은 농부들이

자신과 가족을 해서 코카나무와 같은 불법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옳은지 는

빈곤에 직면하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그들이 제 로 된 자원을

마음 로 쓸 수만 있다면 성공가능성이 있고 안 한 커피재배를 선택할 것 입니

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미국정부가 코카나무 생산을 근 하기 해서 제

제 공 살포를 이용한 로젝트인 콜롬비아 계획(PlanColombia)의 제거활동으

로 미국 국제개발처가 COSURCA에 투자한 자원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는 것이다.2005년 5월과 6월,COSURCA의 57가구는 “농약살포용 비행기가 그

들의 농장 에 흰 제 제 구름을 뿌리고”유기농 인증과 그와 련된 가격

리미엄을 실질 으로 없애버리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 다.COSURCA는 실수

로 벌어진 그 사건으로 동조합의 약 13,000달러 상당의 커피가 손실되었다고

추정한다.

나는 당시 살포 이후로 아우세차 쇼와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의 반응은

상상할 수 있다.그는 슬 으로 조용히 말할 것이다.하지만 농부들과 공정무

역 트 들에 한 그의 믿음은 확고할 것이다.그는 그동안 공정무역의 향이

삶을 하는 무서운 난제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믿고

있다.

우리는 서로 계를 형성하고 생산자들의 능력을 신장시키며 시민들의 활동을

진시키고 공정무역의 메시지를 달하기 해 최고의 비 과 기술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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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람들과 신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그들은 모두 공정무역의 잠재력을

믿고 있다.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운동을 해서는 비범한 일을 만들어 가는 평범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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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연 자유무역은

공정할 수 있을 것인가?

개요:무역 정과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 은 세계 으로 엄청난 향력

을 행사한다.이 장에서는 최근에 열린 무역 련 행사의 를 통해 공정무역 시스

템을 특징짓는 원칙들을 반 하는 정을 요구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는 힘에

해 알아보겠다.

우리는 달러, 운드 는 유로가 경제 인 투표용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소

비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한 사려 깊은 의사결정은 더 나은 삶을 해

분투하고 있는 농부들과 공 가들의 삶에 향을 미치게 된다.매번 구매를 할

때 마다 상품과 서비스 뒤에 있는 회사에 해 소규모 국민투표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돈으로 투표를 하고 자신이 믿는 가치와 원칙을 반 하는 회

사에 표를 던지게 된다.우리는 회사들에게 행을 개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소

비자 옹호단체의 성공에 일부 기여한 사회 책임 경 의 엄청난 붐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힘을 간과할 수가 없다.정치 도에서 갈수록 더

많은 정책입안자와 사상가들이 이 힘을 인식하고 있다. 재 세계무역기구의

신인 세 무역에 한 일반 정(GeneralAgreementonTariffandTrade)

의 속 경제학자 에드먼드 J.시헤이(EdmundJ.Sheehey)는 다음과 같이 이

야기 한다.“우리가 구매할 땐 사소한 차이로 보이는 것이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는 엄청난 변화를 주고 기업들에게는 그들의 업무와 환경 인 행들에 해 강

력한 메시지를 달할 수 있습니다.……( 략)…… 생산자들은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다국 기업을 포함한 다른 생산자들에게 행을 개선하라고 실제

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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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투표권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북반구 선

진국에 거주하는 부분의 소비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사실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

으며 국가 간의 자유무역 정을 제정하는 정치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많은 독

자들이 왜 군가가 “자유”라고 불리는 것에 반 를 하겠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다.특히 캐나다, 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모두

가 마음속으로 바라고 극 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국제무

역에서 “자유”라는 말은 어떤 정부들은 무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즉 부분의 무역은 사실상 기업들이 행하고 있으므로

그 기업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약자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명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인간 심의 경제를 하여

(SmallisBeautiful:EconomicsasifPeopleMattered)』의 논평에서 헬 나

노르베리 호지(HelenaNorberg-Hodg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우리가 진정한

‘자유시장’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탄탄한 지역 규모의 경제이다.이곳은 기업조작,

숨은 보조 ,낭비 그리고 오늘날 로벌 시장을 특징짓는 엄청난 홍보비용으로

부터 자유로운 곳이다.”

자유무역 규칙이 제멋 로 사용된 표 인 는 멕시코 자유무역 행동 네트

워크(Mexican FreeTradeActionNetwork)와 터 츠 학교 국제개발 환경

연구소(TuftsUniversity'sGlobalDevelopmentandEnvironmentInstitute)에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1993년,미국의 다국 회사 메탈클 드(Metalclad

Corporation)는 유해성 쓰 기 폐기장을 다시 열기로 한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

주의 한 유독성 폐기물 회사를 매입했다.이러한 메탈클 드의 계획에 지역 공동

체가 반 하고 시 공무원들이 거부하고 나서자 메탈클 드는 북미 자유무역

정(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t)제11장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

다.그리고 정부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해 취한 조치가 자사를 외국 회

사라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국 멕시코 정부는 두 재 패 이 멕시코

와 그 시민들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자 메탈클 드에게 1500만 달러의 벌 을 물

어야 했다.“이 사건은 제11장이 어떻게 지역의 권리,국권 그리고 건강과 환경

을 보호하기 해 사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주요 가 되었다.”



- 101 -

정부들이 무역장벽을 이고 외투자를 해 더 쉬운 메커니즘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 정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이에

한 미국 옥스팜 무역정책 고문인 캐서린 다니엘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무역시스템과 구조의 개 을 추구하는 국가 ,국제 차

원의 다양한 상호 련 캠페인과 연합체가 형성되고 있다.

빈곤퇴치 캠페인이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채무구제 는 “주빌리(Jubilee

)10)”로 얻은 결과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50년 마다 “빚 때문에 노 가 된 사람

들을 석방시키고 빼앗은 땅은 돌려 것이며 불평등으로 분열된 공동체는 복원

시키라”는 성서의 명령에서 “주빌리”라는 말을 인용하여 한 정의운동가 동맹단체

가 국제기 들에게 개발도상국들의 부담스러운 빚을 여주거나 없애라고 압력

을 가했다.그리고 2005년에는 선진 8개국(G8)에 속하는 캐나다, 랑스,독일,

이탈리아,일본, 국,미국이 최다 채무국이라고 간주되는 약 20개국에 해 부

채를 무효화하기로 동의했다.하지만 보통 타락한 독재정부들은 자신들을 이용한

이 합의들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빈곤퇴치 이니셔티 에서 자 을

빼돌렸다.주빌리 옹호자들은 G8의 채무면제를 요한 선례로 여기면서도 그것

을 모든 부당하고 미지불된 채무를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내디딘 것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상호 련 캠페인들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시민들이 정치 인 투표를

통해 빈곤의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돕기 한 것이다.최 생활임

지 ,환경 보호,민주주의 진과 같은 공정무역의 미시 차원의 원칙들은 정

부 무역 정의 고려사항들과 다국 기업들의 역할과 같은 거시 차원의 문제

들과 연계 되었다.하지만 이러한 정들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복잡한 내

용과 약어는 혼동을 수도 있다.따라서 부록에 나와 있는 주요 용어와 캠페인

을 참고하기 바란다.공정한 경제를 한 연합(UnitedforaFairEconomy)은 무

역 정의 역할과 범 에 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2장에서도 이윤동기와 기업운 행이라는 미시 인 맥락에서 통 인 무

역과 자유무역을 비교했지만,국제무역은 매분 마다 천만 달러단 로 평가되기

때문에 국제무 에서 이러한 차이 들은 더욱 극명하고 그 향은 더욱 험하

10)2000년말 까지 세계 최빈국의 부채 일부를 탕감,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하자는 국제 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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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력 있는 책 『조작된 규칙과 이 잣 』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폐쇄하는 반면 빈곤한 국가들은 IMF와 세계은

행으로부터 속한 시장 개방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것은 종종 가난한 지역주민들

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략)…… 한편 국가 기업들은 설득

력 없는 자발 인 가이드라인 이외에는 제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빈곤과 불안을

야기하는 투자와 고용 행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략)…… 부

유국과 거 기업들의 사리를 채워주는 WTO의 편향된 모습은 기 의 정당성에

한 근본 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당성에 한 의문들은 1999년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의가 열렸을 때 벌어진 시 들을 통해 처음으로 세계의 심을 얻었다.당

시 W.T.O.는 “국가 간의 무역에 한 국제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설립 된지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었고 “주요 기능은 무역이 가능한 한 원활하고

측하는 로 그리고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기 한 것”이었다.시애틀에서는 노

동자와 환경 련 이해 계를 변하는 시 자들이 제한 없는 자유무역에 반 하

는 시 를 벌 다.그와 동시에 아 리카 국가의 무역장 들은 일방 인 거래에

한 불만 때문에 상을 거 했다.

N.A.F.T.A.자유무역의 유산이 오래 지속되고 W.T.O.내 불공평한 권력구조에

한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W.T.O. 상이 열리는 장소의 이름을 붙인

2001도하선언(2001DohaDeclarations)에는 개발문제에 더욱 을 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W.T.O.회원의 다수가 개발도상국가라는 을 인식하여 비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들의 요구와 심사를 이번 선언의 워크 랜의 심에 두기 해서,……(

략)…… 우리는 개발도상국,특히 그 에서도 개발도상국가들이 경제발 의 요

구에 상응하는 세계무역의 성장에서 반드시 제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 으로

극 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이와 련해서 개선된 시장 근성,안정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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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이 명확하고 지속 으로 자 지원이 제공되는 기술 인 지원 능력배양

로그램이 요한 역할을 지닌다고 하겠다.

2003년 칸쿤에서 열린 다음 차 상에서는 이러한 목 을 향한 진 과 련된

주요 불만사항들을 반 했다.개발도상국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Union)

과의 상에 면 으로 나설 수 있는 능력 면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W.T.O.와 련한 구조 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었다.각각 800명의 상가를 동

반한 E.U. 표단과 미국 표단은 칸쿤에 도착했다.한편 아 리카 국가인 나이

지리아 측 상가는 12명이 부 고 이들은 거의 24시간 내내 진행되는 상의

모든 내용을 다 야 했다.정부가 상에 참여하는 이유는 보통 국가 구성원들과

기업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한 것이다.하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월마트의

수익이 가나와 모잠비크의 경제규모를 합친 것을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당시 개발도상국들은 수 으로도 열세했다.

기업이나 정부기 을 표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들을 칭하는 말인 시민사회가

자유무역의 도그마와 권세에 안을 제시하기 해 모든 것을 동원해 거 모여

들었다.공정무역가들은 세계무역 체제는 “사람들과 환경이 심이 되어야한다”

는 것을 보여주기 해 그 행사를 이용한 것이다.

나는 공식 활동과 다름없었던 무역 지지자 컨소시엄이 주 한 공정무역 박람

회 지속가능한 무역 심포지엄(Fair Trade Fairand Sustainable Trade

Symposium)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칸쿤의 한 소매 쇼핑몰은 20개국에서 온

상품들을 는 공정무역 시장으로 바 어 있었다.행사에 참석한 생산자들은 공

정무역의 실행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워크 과 패 토론의 장

은 수백 명의 지지자,생산자,사업가 그리고 W.T.O.행사에 공정무역의 감성을

불어넣기 해 온 정부 표자들을 끌어 모았다.그리고 50개의 단체들이 몇 가

지 정책 권고사항들을 제안하는 정부로 보내는 서한(LettertoGovernments)에

서명을 했다.

결국 칸쿤 상은 개발도상국들이 개발 이슈가 해결되기 까지는 더 이상의

무역이슈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결렬되고 말았다.수많은

무역정의,캄페시노,반세계화,토착민 단체들은 이번 승리에서 요한 역할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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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역에 해  보내는 공개 한에  췌, 2003  9월

쿤 WTO 회 를 맞아 우리, 계 공 무역 운동  회원들  각  들에게 

공 무역  확  빈곤감 과 지 가능한 개  해 르게 운 는 계무역시스  

에 여하 를 한다. 우리는 다 과 같  체  안  시한다.

무역 책  화를 리 한 곳에  경  해결책  하거나 강화하지 않아야 

한다.

무역 책  공 하고 하  민주   만들어 야 하고, 개 도상  업과 

업 야  한 참여를 해야 한다.

무역 책  생산 들과 비 들  한 없  공 무역에 참여할 수 는 리를 지시 는 

공 무역 환경  진시 야 한다.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과 시민사회를 한 승리는 달콤하지만 쓸한 결과 다.

상결렬로 주요사안들에 한 어떠한 움직임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게다가

미국 무역 표단은 상결렬을 방 간 그리고 지역 무역 정에 한 상의

새로운 략을 한 구실로 삼았다.미국 옥스팜의 캐서린 다니엘스는 이 움직임

은,미국의 자국의 자유화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한

“오만한 사고방식”을 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묘사했다.무역 표 로버트 졸릭

(RobertZollick)은 “할 수 있는(CanDo)”국가들은 미국 정책결정의 지원을 받

을 것이라는 을 암시 하면서,개발도상국을 “할 수 있는(CanDo)”국가 는

“하지 않을(Won'tDo)”국가로 특징짓는 발언을 했다.

지역 자유무역 정에 해 상하기 한 새로운 근은, 어도 미국 쪽에

서는 시민들에게 무역정의의 지속 인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일반

으로 공정무역가들은 모든 결과를 정 으로 보지는 않지만 시민들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N.A.F.T.A.이후 미국에 의해 시작된

최 의 주요 지역 정 하나인 미주자유무역지 (FreeTradeAreaofthe

Americas,F.T.A.A.)는 시민 그룹들의 활동으로 열외 취 을 받고 있다.

N.A.F.T.A.와 미자유무역 정(Central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과 같은 제 하에 설립된 F.T.A.A.는 노동권과 임 국가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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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경쟁”약화시키기,환경법안의 희석,수도 주요 공공 서비스의 민 화,

공공권인 의사결정을 비민주 인 법원과 재자에게 넘기는 것과 같이 다루기

까다로운 자유무역의 다양한 면들을 남아메리카까지 확장시킬 것이다.이 지역들

은 미국과 경쟁할 만한 힘이나 향력,규모, 는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

문에 부분의 방 간 는 지역 정들 역시 개발도상국들에게 불리하다.

F.T.A.A.의 미국 비 마감일이었던 2005년 1월부터 재 내가 집필하고 있는

이 시 까지도 아직 상은 타결되지 않았다.W.T.O.의 도하라운드는 북반구 선

진국과 남반구 개도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별다른 진 없이 사실상 지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것은 양 반구의 일반 시민들이 동원된 결과로 볼 수 있

다.2003년 11월,약 1만 명의 사람들이 F.T.A.A.장 회의에 반 하여 마이애미

로 모여들었다.이들 부분은 미주 륙사회동맹11)(H.S.A.),행동조정자,캠페

인, 략회의와 계된 사람들이었다.국제 무역정의운동과 마찬가지로 H.S.A.은

국가와 지역의 연합체로 구성되었다.“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운동의 주축에는 토착민들과 농부들이 있습니다.……( 략)…… FTAA가

제안되고 나서 그들의 삶 체가 받고 있기 때문이죠.”무역정의를 이루기

해 칸쿤,도하 그리고 마이애미처럼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 그리고 정치

인 분야에서 다함께 온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W.T.O. 상과 자유무역 정의

운명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공정무역에서는 소비자들을 “생산자 지지,인식 증진, 통 인 국제무역의 규

칙과 행 변화를 추구하는 캠페인”의 주요 세력으로 여긴다.(필자가 강조)하

지만 국내에서도 공정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 인 기회들이 있다.가족농의

감소와 공장식 축산 농장에 한 기업의 규제 감소에 응하여,미국 심지에

치한 가족농보호연합(FamilyFarm Defenders)은 경제 정의의 원칙들을 국

내에서 용하기 해 힘쓰고 있다. 한 남-북 농부 교류와 같은 정치 인 지지

와 로그램뿐 아니라 가족농보호연합은 스콘신 주에서 치즈 로젝트를 지원

하고 있다.공정무역 치즈를 는 것은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동시에 건강에 좋고

양가도 높으면서 공정한 가격을 붙인 치즈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미국 남부에 있는 아 리카계 미국인 농부들의 기술지원 단체이자 활동 단체

11) HemisphericSocial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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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미국의 소농들은 공동체 안에서 국내 공정무역을 증진시키기 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인 남부 동조합연합(FederationofSouthernCooperatives)은 북동부 지역에 수

박을 팔기 해서 드토마토(RedTomato)와 트 십을 추진했다.공정무역을

한 학생연합은 펩시코(PepsiCo)에게 타코벨(TacoBell)음식 에 납품하는 토

마토를 수확하는 이민 농장근로자들의 임 인상을 요구하는 보이콧에 참여했다.

스콘신 주 농부인 존 펙(JohnPeck)은 이 게 말한다.“땅을 돌보고 동물을 존

하며,건강에 좋고 양가 높은 식품을 공 하고 공평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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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믿는 가족농들에게 공정무역은 상식 인 것입니다.”

공정무역은 특히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정책과도 련돼 있기 때문에 재

리 퍼져있는 백인주도의 운동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다.그 운동이 교역조건을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선진 공업국으로 간 1세 와

2세 이민자들 그리고 다른 유색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교역논쟁에서 요한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공정무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도 더 공정한 무역

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재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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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정무역의 미래

개요:우리는 이 가이드북을 통해 공정무역을 소비자들이 자신의 가치 에 부합하

는 시스템 내의 자유로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양심 인 자본주의의 형태로써 살

펴보았다.소비자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정무역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알게 될 것이

다.이 장에서는 그런 문제 들을 살펴보고,공정무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나는 이 가이드북의 도입부에서 공정무역이 미래에 가족들과 세계의 공동체

에게 어떤 의미를 수 있는지에 해 심을 갖고 있는 20개국 750명의 사람

들이 모인 2005공정무역미래 컨퍼런스에 갔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그 컨퍼런

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되었는데,우선 공정무역 운동의 최근 문제 들과 공

정무역 운동 내부의 잠재 인 분열에 해 생각해 보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공정무역의 성공으로 빚어지는 문제들은 때로는 복잡하면서도 쉽게 해

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

이기도 하며,“경제 인 역과 우리 소비자들의 삶의 정치 ,사회 ,문화 인

역 사이에 있었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공정무역미래 컨퍼런스의 주최자들은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삶”이 시장을 통해

사회정의와 변화를 실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나

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은 공정무역의 가치와 비 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공정

무역 운동의 비 을 형성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그래서 우리는 몇 안 되는 공정무역 제품을 는 주류기업들도 기꺼이

환 했다.하지만 사회 ,경제 정의를 한 부분의 활동들이 보여주듯 공정

무역에서도 “ 명가들(revolutionaries)”과 “개 가들(reformers)”사이에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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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그래서 “100퍼센트 기여하는 사람들”과 “주류회사들”사이 는 “ 리기

”과 “비 리기 ”사이에 경계가 생기도 했다.

미래로 갈수록 다양성은 공정무역 운동의 주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공정무역

의 복잡성과 논란은 공정무역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로벌익스체인지의 발 리 오스(ValerieOrt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사람들은

끊임없이 공정무역에 해 의심합니다.내분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서로 독려하

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공정무역을 하면 혼란스러운 이 있을 수 있어요. 를

들어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부들을 해 일하고 있는 것인

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따라서 미래에도 공정무역을 지속시키려면 공

정무역가들은 반드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부정 인 비평도 받아들이면서 개방

으로 새로운 들을 수용하고 변화에 비를 해야 한다.

술의 가능성

소비자들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공정무역의 지도부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에

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그러나 어 든 우리는 지 21세기

를 살고 있으니 정치와 철학은 잠시 내려놓고 기술에 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

자.공정무역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 는 수공 품 생산

자들이 얻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수

공 가의 상품을 유통시키고 매하는 공정무역 간상인들의 역할에 한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카탈로  제너레이터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베이(eBay)12)에서 경매를 하거나 는 온라인

만남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제6장에서

도 보았듯이 인터넷은 공정무역 제품 매의 새로운 경로가 되었다. 한 리스트

서 13),이메일,블로그 등을 통해 공정무역가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동력으로써

의 역할도 하고 있다.인터넷은 분명히 세계화의 가장 큰 결실 하나이다.

12)인터넷 경매 사이트

13)특정 그룹 원에게 메시지를 자 우편으로 자동 송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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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팔에서 실시한 이니셔티 의 일환인 유엔개발계획(U.N.Development

Programm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상거래 덕분에 소규모기업,마이크로기업,

견기업의 소득과 고용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기

업들은 웹사이트 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2004년 월평균 1,103달러이고

2005년 7월에는 1,852달러까지 격히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로그래머와 생산자들로 이루어진 국제 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공정무역의

선지자 다니엘 살세도(Daniel Salcedo)는 카탈로그 제 이터(Catalog

Generator)의 임말인 캣젠(CatGen)으로 알려진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했다.생산

자들은,살세도가 추진하는 비 리단체인 피 링크(Peoplink)가 성장시킨 캣젠의

랫폼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직 처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다.캣젠의 기술을 이용하려면 노트북컴퓨터,공개 소스 소 트웨어

그리고 화선이 필요하다.휴 폰과 성장치의 시 에는 먼 지역의 생산자들까

지도 이러한 자원에 근할 수 있다.

공정무역의 역에서 생산자들은 그와 같은 기술을 통해 도매업자,심지어는

공정무역 수입업자가 없어도 직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게다가 공 사슬에서

도 자신들을 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살세도는 “공 가들이 수익의

많은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 략)…… 오해 때문에 공정무역 운동이 형성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을 장,수출,수입, 매하는 공정무역기구들의 역할

에 한 의문을 제기한다.살세도는 이러한 F.T.O.들이 공정무역 거래에서 발생

하는 달러가치의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효과 으로 통 인 공 사슬의 “소

트페이스”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생산자들은 이제 기술과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산 운 을 더 많이 통제 할 수도 있게 되었다.살세도는 윤리 인

개인이 되는 신에 공정무역기구들의 역할을 “정보 개인(infomediaries)14)”이

라고 주장한다.30년 정도 지속된 공정무역에 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공정무

역 원칙을 고수하면서,공정무역가들은 외구매에 한 의심으로 가득한 시장에

투명성을 보여 수 있다.F.T.O.들은 한 학생이나 여성으로 구성된 교회모임

과 같은 특정한 그룹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탁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생산자와

14)소비자로부터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고,소비자 라이버시는 보호하는 조건으로 그 정보를 기업에 매

하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Information(정보)+intermediary( 개인)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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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계를 선호 생산자 트 를 포함하는 “메타마켓”으로 만들 수도 있

다.

원산지에서의 가치를 그 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목표이지만

그 목표는 때때로 이행이라는 실에 부딪히기도 한다.우리는 이 가이드북을 통

해 공정무역 생산자들이 가난과 고립이라는 제약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살세도는 라질 산꼭 기에서도 태양열 휴 폰으로 주문사항을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그러나 어떤 공정무역 동조합과 회들은

공 가들의 생계와 련된 요한 문제들까지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실시간 송장작성과 기타 개선사항을 용할 능력을 갖

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네팔에서 보고된 U.N.D.P.의 보고서는 빌 게이츠(BillGates),마이클 델

(MichaelDell),스티 잡스(SteveJobs)와 같은 기업리더들은 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 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 은 IT기술 문가들로 구성된 상

으로 경험이 부족한 그룹이라도 한 도구를 이용하면 자신의 일자리를

찾고 소규모 기업을 세울 수도 있다”고 언 한다.그런데 더 나아가 특히 여성들

은 자상거래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네팔의

체 여성의 식자율은 겨우 35퍼센트 수 에 머물러 있다.물론 개발도상국에서 기

술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정무역가들의 오랜 걱정거

리인 생산자들,특히 사회소외계층은 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기 이

에 개발 원조를 더욱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캣젠의 다른 문제는 공정무역의 규범을 수했는지 여부는 상 없이 모든

생산자 그룹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이다.하지만 살세도는 I.F.A.T.와 같은 단체

들이 메타마켓의 회원들을 감시할 수 있고,규범에 수하지 않는 단체들은 제명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우려를 일축한다.그러나 생산자 그룹의 진실성에

한 명확한 정보를 달하는 것이 F.T.O.의 역할이라면 자격 있는 생산자 그룹

들을 구분해 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각 F.T.O.들의 커뮤니 이션 략은 모호

해질 수도 있다.나는 캣젠이 지원하는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룹이 I.F.A.T.와 같은 제3자가 분류한 그룹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이 종종

있었다.오랫동안 개발 문가로 일해 온 살세도는 가 공정무역 시스템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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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외부에 있는가를 구분 짓는 것보다 생산 국가들에게 가치를 달하는 것이

더 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구분을 짓는 것이 복잡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요하다고 생각한다.즉 캣젠의 기술이 모든 것을 받아

들이는 피뢰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공정무역의 미래가 실제 으로 가

치 있는 것이라면,우리는 그것에 해 논의하고,살세도가 말하듯이 “가능한 한

많은 가치를 생산자들에게 돌려주기 해 시스템 내의 기회를 이용하는”새로운

근방법을 실험해보아야 한다.

임  가이드

공 가들을 한 다른 기술기반의 도구는 신세 공정무역가들,월드 오 굿

(WorldofGood)의 창립자 그리고 그 회사의 독립된 비 리단체인 월드 오 굿

개발기구(WorldofGoodDevelopmentOrganization,W.G.D.O.)가 구상한 것이

다.월드 오 굿(W.O.G.)의 사명,즉 그들이 하는 일은 공 가들과 지역사회를

돕고,소비자들이 공정무역 공 가들이 만든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무역이 주는 혜택을 교육하는 것이다.공정무역 회사 순이익의 10퍼센트는

바로 공 가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되어 인 라와 보건 로젝트에 쓰인다.

리야 하지(PriyaHaji)와 W.O.G.의 다른 창립자들은 공 가들이 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선물용품 시장에 근할 수 있도록 돕기 해 열정 으로 노력한다.

W.O.G.는 와일드 오츠(WildOats)식품 과 같은 주류 소매업체들의 심을 살

수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키오스크에 진열해 놓고 특별한 쇼핑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천 개 이상의 “상 안의 상 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는 격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W.G.D.O.는 한

명확하고 투명한 운 기 을 세워 주류 소매업체들이 공정무역 구매 외구

매 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세계의 수천 여 공정무역 공 가들의 삶

이 개선되기를 기 하고 있다.

그런 기 을 설정하기 한 도구인 공정무역 임 가이드는 공 가들과 무역

가들이 공정한 임 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제3장에서도 지 했듯이 사용되는 재료,생산시간 그리고 생산자

의 거주 지역을 포함하는 수공 생산에 포함된 엄청난 수의 변수들로 인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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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품의 기 가격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공정무역 임 가이드는 공

정한 임 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만들어 그런 딜 마 하나의 요소를 해결하고

있다.그리고 표 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 가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

다는 것을 보장해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제품 구매에 한 회계감사가 가능

한 거래내역을 만들고,……( 략)…… 공정무역 수공 제품 라벨을 만드는 운

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임 가이드 웹사이트에 속해,수제 공정무역 축하장을 만드는 일을 하

는 마다가스카르의 공 가들에게 임 을 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테스트

를 해보았다.우선 4단계의 간단한 차에 걸쳐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

기술과 련된 변수들을 입력했다.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내가 마다가

스카르의 최 임 에 한 국가기 과 국제 빈곤선에 해당하는 최 생활임 을

지 했는지 평가했다.여기서 나의 상은 최 생활임 보다 훨씬 낮았다.그래

서 가이드는 내게 임 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그 제안은 과테말라의 메르카도

로벌(MercadoGlobal)과 공동으로 실시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

다.웹사이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정무역 단체 표들과 공 가들은 테스트 제품의 복잡한 매듭 디자인 작업을 완

료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되었다.……( 략)…… 공 가들

과 표들은 매듭길이를 5인치에서 3인치로 여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

면서도 노동시간을 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략)…… 그래서 공 가들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더 많은 제품 당 임 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조언과 입증 가능한 임 기 이 있기 때문에 공 가들은 공정무역뿐

아니라 통 인 무역가들과도 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공정무역을 하는지 여부와 상 없이 어떤 도매업자든지 이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면,공정무역과 통 인 무역가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캣

젠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소비자 스스로가 공정무역 기업을 지지하긴 하지만

공정무역에 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주류회사들에게 사업을 맡긴다고 생각

한다면 요한 구분은 사라질 수 있다.다시 말해 시장에 한 근을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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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 가들의 최우선 사항이다.제3장에서 논의했던 라벨이 붙은 식품을 주류화

하는 문제와 같이 임 가이드 계산기는 사명을 바탕으로 100퍼센트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단체들과 상업 인 회사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해 공 가 분

야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다.

임 가이드에서는 그 산출결과가 최 가격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제시해서

무역가들이 최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 가 제품에 해서만 비평하는 것은 아니다.이 익스체인지의 공동 창립자이

자 미국 오 공정무역 과일회사의 CEO인 조나단 로젠탈(Jonathan

Rosenthal)이 지 하듯이,“공정무역 시스템에는 아직도 거 한 불평등이 존재한

다.……( 략)…… 생산자들에게 1.26달러를 주거나 심지어 10달러에 팔리는 커

피 1 운드 당 1.50달러를 주려고 해도 공정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치

의 80퍼센트는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제품의 80퍼센트는 분

명히 노동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공 가들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최

임 이 지속가능한 생계를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무역가들이 최 일당

이상으로는 상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잠재 인 험은 공정무역가들 간의 화와 트 십을 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뿐 아니라 재의 무역 메커니즘의 특성에 한 지속 인 분석까지

가능하게 한다.정보공유와 상호이해가 있다면 공 가들과 무역가들은 임 가이

드를 빈곤퇴치와 역량강화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발 시킬 수 있

을 것이다.W.G.D.O.가 여러 륙의 공 가들과 무역가들을 상으로 그 도구를

실험했을 때 그 차와 최종결과를 달하기 한 자문 원회를 만들었다.페루

의 얀니냐 메자(YanninaMeza)는 “공정무역 계산기의 꿈이 드디어 실 습니

다!”라고 선언했다.그 꿈은 바로 고문의 참여와 소비자의 심 덕분에 확실하게

실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보았듯이 소득기회를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투명성을 제

고하는 것은 공정무역에서 가장 소 하게 고려되는 부분이지만,그런 일을 하는

임 가이드와 캣젠에 해서도 반 가 있었다.공 가들이 임 가이드가 제공

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통 인 공정무역

기구들의 역할은 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주로 북반구 선진국에 본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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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공정무역기구들은 공정무역 생산자 트 의 능력신장에 기여하고,그들

을 해 험을 무릅쓰고,그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훌륭한 역사를 쌓아

왔다.공정무역의 옹호자들은 통 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생산자들의 문제를 공

정무역 활동의 심으로 삼았다.하지만 변화를 감당하는 일이 늘 그 듯이,새

로운 근방법을 수용하고 활동과 험요인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인 의 다양한 의미

앞서 우리는 과거와 재의 공정무역 운동 행에 있어 F.L.O.제품 라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해 생각해보았다.공정무역을 주류화하는 것의 결과는 과장될

수 없는 것이고 미래의 공정무역 운동 개발에 가장 요한 것이다. 일 학교

상임연구원인 마이클 콘로이(MichaelConroy)는 인증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한 자발 인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몇몇 공정무역 식품

의 라벨이 등장함으로써 인증이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공정무역 시장에서 일어난 부분의 성장은 공정무역 표시 제도를

통해 공정무역에 참여하게 된 수많은 상업 트 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

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공정무역은 재 그 성공의 결실인 갈등에 직면해 있

다.

우리는 주류기업들이 공정무역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

정무역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보았다.공정무역의 개념 안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기 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공정무역의

이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다국 기업들을 특히 더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몇몇 공정무역가들은 그 기업들이 몇 가지 상품에만 공정무

역 라벨을 붙여 매하는 것에 해,더 깊은 곳에 있는 기업운 의 실을 “공

정세탁(fairwash)”하려는 것이거나 더 나쁘게 보자면 그 기업들이 통 인 가

치사슬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 공정무역 시장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F.I.N.E.는 공정무역 상표 기구들이 “다국 기업들과

력하기 한 신 인 방안을 찾고,어디서든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업들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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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람과 환경 는 둘 어느 한 쪽을 해친다는 비 인 을 계속해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나 지 이나 다국 기업들에게 끔 한 행에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을 혹시키는 마 으로 고객들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들이 만연해 있다.게다가 기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와 변화의 기회뿐만 아니라 기만과 이용의 기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소비자들은 정책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개인 인 가치

그리고 자신이 우선시 하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들과 거래를 해야 한다.

를 들어 넷 임팩트(Net-Impact)와 기업윤리네트워크(Business Ethics

Network)같은 단체들은 윤리 인 기업가들이 기업세계에서 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해 노력하고 있다.공정무역계에서는 F.L.O.의 국가인증기 들이

공정무역 라벨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할 때 그 기 을 충분히 높게 설정하지 않

는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국가 이니셔티 들은 그동안 다른 공정무역 원칙은 엄

격히 용하지 않으면서 공정가격에 한 부분만 이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어

떤 기업들은 연간 공정무역 구입량과 같은 문제를 공개하라는 강요를 받으면 공

정무역에 한 실제 인 헌신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로 비 과 타당성의 정보를

내세우기 때문에 투명성의 원칙에 한 의문 한 제기된다.미국 트랜스페어 같

은 인증기 이 인증시스템과 농부들의 역량강화와 련된 특정한 의문 에 해

응을 하고 있지만,라벨사용을 허가하는 회사들 그리고 의미 있는 구매를 하기

해 그 라벨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라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요한 문제이다.SERRV인터내셔 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지 은 가톨릭구호단

체의 국내 로그램 지원단(DomesticProgramsSupportUnit)을 이끌고 있는

라이언 바키(BrianBack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공정성에 해 이야기할 때 돈과 경제 인 교류를 생각하지만,제가 보

기에 돈은 가장 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를 형성하는 것,선불을 이행하려는 노

력, 트 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헌신은 지불된 가격 못지않게 요한 것

입니다.……( 략)…… 라벨표시는 공정무역에서의 무역 계를 간단하게 그리고

일차원 으로 이해한 것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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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한 우려사항에는 인증기 의 라벨 사용에 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

다.생산자들이 공정무역 시스템에 들어가기 해 가입하는 커피등록소는 처리할

신청서가 무 많아 혹자의 말에 의하면 커피 등록소에서 새로운 생산자 그룹들

은 신청하지 못하게 차단한다고 한다.2006년 공정무역 컨버 스에서 화를

나 던 에 스타벅스의 한 임원이 나에게 공정무역은 장기 인 계를 증진시

키는 것과 아주 요한 련이 있다고 지 했다.하지만 스타벅스가 자사의 모든

구매를 공정무역 공 자에게 맡겼다면 동조합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정무역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족농들과의

계를 단 해야 했을 것이다.그 임원은 이어,심지어 인증 시스템 안에서도 커

피 동조합들이 두 단계 모두에 해당될 때는 입증 가능한 문서기록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를 들어 제7장에서 소개되었던 COSURCA 동조합은 1단계에 있는 13개의

동조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조합들은 지역별로 농부들의 그룹을 나

어 만든 것이다.COSURCA는 2단계의 동조합으로써 략 1,700개의 1단계의

농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런 단계를 통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입증하기

에 충분한 문서기록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그 다.F.L.O.는 그 시스템과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조치를 취하고 독자

인 인증체계를 만들었다.“주식회사로써 FLO-Cert를 설립하는 주된 이유는 공정

무역 인증과 무역 감사 활동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한 것이다.”가치사슬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떠나 우선 농부 회의 숫자가 수 만개가 되면 그

회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 인 계에 한 개념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

다.그런데 더 요한 것은 그 등록소가 도움이 필요한 농부들 에서도 소수에

게만 혜택을 주는 폐쇄 인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I.F.A.T.,

F.L.O.,그밖에 공정무역 운동의 다른 단체들이 라벨에 해 갑론을박하고 있기

는 하지만 재로서는 제품에 라벨을 붙이는 다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시

스템은 사실상 공 가들에게도 폐쇄 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라벨을 이용할 때 자신만의 정도를 정해야하고 그 라벨이 어떻게

공정무역 원칙의 신호로서 기능을 하는지 는 기능을 하지 않는지를 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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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메시지와 상징들로 가득한 세상에서,그리고 라벨표시 시스템 내에서도 갈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어떤 주장이 확실한 것인지 알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생산자들도 제품라벨의 의미에 해 우려를 한다.2006년 3월 선언

에서 C.L.A.C.라 불리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 해 지역 소규모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Latin American and Caribbean Network of Small Fair Trade

Producers)는 다음과 같이 지 했다.“우리는 시장을 해서 일할뿐만 아니라 시

장 내부에서 일을 합니다.우리가 시장에서 일하는 것은 체 삶의 질은 고려하

지 않고 최고가격을 얻고자 하는 원칙에만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필자가

강조)그리고 그 C.L.A.C.는 소규모 생산자들을 인정하기 한 새로운 상징을 채

택하는 이니셔티 를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는 이 이니셔티 와

상징으로 정의가 있는 무역의 새로운 모델을 해 지속 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합니다.

나는 C.L.A.C.의 리더들과 직 으로 화를 나 은 없지만,그 선언을 통

해 재의 라벨 사용이 생산자의 우선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하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새

로운 상징이라는 것이 이미 라벨로 가득 차 있는 곳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

이다.그럼에도 요 은 논의되고 있는 라벨에서 벗어나고 만다.I.F.A.T.라틴아

메리카 지역 표는 이 게 말한다.“우리는 공정무역 운동에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공정무역은 유행하는 용어이면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 략)…… 우리는 독 인 운동을 해서는 안 되며,우리가 하는 운동을 해서

는 모든 것을 뛰어 넘는 핵심 인 공정무역의 가치가 필요합니다.”이것 한 공

정무역가들이 높은 기 을 지키도록 하기 해 체론 근을 선호한다는 것

을 보여 다.그런 근은 간단하지도 않고 실행하기도 쉽지 않다.라벨,상징

는 마크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따라서 소비자들은 그러

한 도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해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을 표 할 필요가 있다.

역 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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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에서 살펴 본 미국의 국내 공정무역과 같이 남반구 개도국의 공정무역가들

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정무역을 추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월드 오

굿의 리야 하지가 말했듯이 미국의 공정무역 수공 품 잠재시장은 아주 거

하다.하지만 개척되지 않는 다른 시장들도 남남(South-to-South)교역에 존재

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생산국들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제품을 팔고 주로 자국

내에서 매를 한다.국내 시장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여러 민족들 그

리고 지구의 자율 인 발 을 한 지속가능한 조건을 형성하기 해 충분한 물

질 인 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노력으로 정의되는 연 무역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연 무역의 가치와 행들은 남반구 개도국 토착민들의 문화와 통으로부

터 비롯된 것이다.제8장에서 언 한 미국 가족농의 활동도 연 무역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의 공정 거래(ComercioJusto)는 국내시장,이 경우에는 멕시코의 산

층과 객 시장에 제품을 팔기 한 목 으로 제품인증을 개발하는 최 의 남

반구 지역 이니셔티 다. 라질의 공정무역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

았고 라질 공정무역 포럼(BrazilianFairTradeForum)을 만들어 공정무역의

범 를 내부시장까지 확 했다.에콰도르와 냐와 같은 몇몇 국가에는 자국에서

설립한 공정무역가게가 있다.이러한 남남지역의 발 과 연 무역은 매우 고무

인 이니셔티 라 할 수 있다.유감스럽지만 모든 이니셔티 가 성공 인 것은 아

니다. 라질에서 비바 리오(VivaRio)가 운 하는 공정무역가게들은 운 을 시

작한 지 단 몇 년 만에 문을 닫기도 했다.그들의 실패는,개발도상국 실에서

는 가처분소득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여주며 한 공정무역에 한 더 큰 소비

자의 인지도와 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 내 무역은 역사 인 북남(North-South) 계에서 역동 인 힘의 역할을

한다.생산자의 역량강화를 해 기여하고자 하는 공정무역의 열망을 실 함으로

써 이러한 무역은 미래의 공 가와 농부들을 해 많은 경제 ,정치 인 약속을

실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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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가격보다 하다

간 가 말한 “ 곱 가지 죄악”  하나는 “도  없는 상업” 었다. 라  공 한 가격  도

 가격 라고 말할 수 다. 하지만 그런 가격  지 하는 것  류를 변화시킬 체  

지   뿐 라는 것  히 해야 한다.

  나는 우리 가 한 를 탔다고 생각한다. 상황  달라질 수 다. 하지만 류  삶에  

한  변화가 결  나 지에도 향  미 게  것 다.

 아 나피 아르가우, 에티 피아 시다마 커피  협동 합 수  책

공정무역 운동에 주어진 많은 도 과제를 생각해보면 사회 인 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완 히 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진

듯하다.하지만 공정무역이 활발하고 가치 있는 운동으로 지속되려면 다양한 비

,정신 그리고 무역가들,북반구와 남반구,세계와 지역의 이해 계를 한 곳으

로 모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많은 비 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하는

정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가장 요한 임무를 잊지 않으면서 노동자 계층 소

비자들의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안들을 수용하는 융통성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주 다양하고 이 분야에 참여하는 소비자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독자여러분은 이 가이드북을 읽고 나서 공정무역을 참여할 가치가 있는 운동

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그 다면 소비자들은 공정무역에 해 생각할 때 무엇

을 떠올려야 할까?

소비자들은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사고 최고의 구매를 하는 것에 아주 능숙

하다.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렴하고 빠르고 풍부한 것들이 곧 최첨단이

고 실용 인 상식으로 통한다.공정무역을 완 히 받아들이는 것은 오래된 습

과 패턴을 바꾸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한 세상을 다른 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그 게 하기 해서 『의식 인 소비자:공정무역을 통한 경제 정

의 활성화(TheConsciousConsumer:Promoting EconomicJusticethrough

FairTrade)』의 몇 가지 질문에 해 생각해 보자.

공정무역의 궁극 인 목표는 생산의 방법,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을 원히 노동

자들에게 주는 완 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증진시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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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소비하는 부유한 국가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

하는 한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설득할 책임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공정무역 생산자들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신 국내 시장을 가장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내 공정무역 제품들을 선진국에서 매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 부터는 좀 더 개인 인 수 의 질문이다.

단 되고 비인간 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공정무역은 넓은 세상뿐만 아니

라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인가?

공정무역은 소 “선진”국가에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련성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매 결정을 했을 때 바람직한 시민과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공정무역 쇼핑을 가치 심의 소비를 진시키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 와 같은 질문에 한 답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세계의 잠재 무역 트 들과 어떤 계를 맺을 것인지 그 한 수 을 정해

야 한다.이 가이드북의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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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삶

개요:소비자와 사회 구성원에게는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 장에서는 우선 가계 산에 해 생각해 보고,공정무역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의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 인 질문으로 이 장을 시작해 보자.최 생활임 과 최 가격의 맥락에서

묻겠다.여러분은 가계 산을 소유하고 있는가?스 드시트,수표장기록 아니

면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도

록 써 놓은 종이 한 장이라도 갖고 있는가?

독자여러분의 경제 인 사정이 어떤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돈이 여러분의 삶

에 있어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돈 사용설명서(YourMoneyor

YourLife)』에서 조 도 게즈(JoeDominguez)와 비키 로빈(VikiRobin)이 언

했듯이,돈과 우리의 계는 단지 우리가 돈을 벌고,쓰고, 축하는 것에만 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떻

게 소유물뿐만 아니라 가치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귀속시키는지도 결정한

다.소비자는 산 리를 통해 깊이 생각하는 습 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가치

을 반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한 코코아 농부가 나에게 이 게 말한 이 있다.“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깨끗한 물 한 잔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말 그 로도 그

고 비유 으로도 공정무역은 갈증을 해소해 다.생산자들에게 우물과 생시

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주기 한 열망은 실 가능

하다.소비자들에게도 공정무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과의 지속가능한 계형성에 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다.이 장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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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장,학교 그리고 교회까지,공정무역가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그리고 공정무역 사업운 에 한 가능성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

다.

소비의 전환

가계 산에 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소비자의 인지도를 한 기 인 공정

무역자원네트워크(FairTradeResourceNetwork,F.T.R.N.)은 모든 미국의 가정

에 가계 산의 5퍼센트를 공정무역 단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권장한다.

F.T.R.N.은 정보와 리더십 그리고 감을 제공함으로써,공정무역 안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F.T.R.N.은 한 미국의 세계 공

정무역의 날을 주최하는 기 으로써 학생운동 단체인 공정무역을 한 학생연합

에 자문역할을 하기도 한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F.T.R.N.은 사람과 기 의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

『의식 인 소비자』와 같은 실제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기 이 근본

으로 하는 일은 공정무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해 그것

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간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우리는 제6장에서 F.T.R.N.의 한 회원이자 공정무역 활동의 가

장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스테 니 셰린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그런데 스테

니는 공정무역가가 되기 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군가가 어디서

든 그 게 시작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F.T.R.N.은 매출증진을 통해 공정무역 시

장을 발 시키고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습 화하도록 장려하기 한 방법으로 공

정무역 과제(FairTradeChallenge)를 만들었다.

F.T.R.N.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 가정은 식품비,의복비,가정용품비에

연간 약 8,500달러를 쓴다.그 액수에서 단 5퍼센트,즉 1년에 425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공정무역에 투자함으로써 빈곤한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수 있다.그 통계치를 좀 더 넓은 에서 보고자 한다면 남아시아 지역의 평균

소득이 1년에 500달러도 채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한 명이 425달러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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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달러/ 운드/유로

(-)주거비 -

(-)공공요 -

(-)교통비 -

(-)의료비 -

공정무역에 쓸 수 있는 액 =

버는 것은 아니다.그래도 사람들이 공정무역 시스템에 참여할 때마다 효과

를 만들어낼 것이다.우선,소비자가 소매사업체,온라인상 는 도매업체로서

100퍼센트 공정무역에 헌신하는 단체를 지지하기로 한다면 그들이 지불하는 돈

은 보통 공정무역 원칙을 완 히 받아들이는 소규모의 가족운 사업체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기업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에게로 달될 것이다.그

리고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사회 임무에 헌신하는 비 리단체들

도 있다.공정무역연합이 회원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회원

들의 제품을 직 구매할 수 있다.게다가 최근 몇 년간 공정무역의 성장은 그린

마운틴커피 로스 회사(GreenMountainCoffeeRosters)와 같이 생산라인을 공

정무역의 범주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기업에 힘입은 공정무역의 인기가 주류사업

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불하는 돈은 공정무역 제품이 생산된 지역까지 달될 것

이다.공정무역연합 회원인 키스탄의 카아르반 크라 트(KaarvanCrafts)가 보

고한 바에 따르면,카아르반이 가난한 여성들을 고용함으로써 그 여성들의 가계

소득이 30퍼센트 증가했다.‘카아르반(kaarvan)’이라는 단어는 “함께 나아가는 과

정”을 뜻한다.소비자는 5퍼센트를 투자하는 노력을 통해 키스탄과 다른 개도

국의 여성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아래에 독자여러분이 간단히 연습해 볼 수 있는 표가 있다.그래서 공정무역

단체의 물건을 살 때 얼마만큼의 돈을 쓸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한 달 수입에서 집세나 의료보험료 같이 요하지만 비 공정무역 항

목은 뺀다.공공요 은 내고 축이나 신용카드 빚을 이기 해 돈을 조 따

로 떼어놓고 나서,꼭 지출해야 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표4. 월 공정무역 과제 작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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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과제 액

식비 산 $/￡/€ ×0.5

의복비 산 $/￡/€ ×0.5

선물품목 $/￡/€ ×0.5

나머지 큰 항목들은 여러분이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다.커피,차,과일, 과 같은 식료품의 5퍼센트를 공정무역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가?선물은 어떤가?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친구들,동료들에게 선물

을 공정무역 상품으로 살 수 있겠는가?베이비 샤워15)에 갔는데 일반 장난감 블

록과 동물모양 제인형들 에 여러분이 선물한 필리핀에서 만든 색색의 수제

유아용 모빌이 독특하면서도 매력 일뿐 아니라 사회 인 책임까지 보여 다고

상상해보자.

표5.개인 인 공정무역 과제 목표 계산하기

와 같이 연습해 본다면 공정무역 과제가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공정무역을 실천하기 해 이 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쉽지만 그 향

은 엄청나게 클 수 있다.사회 으로 정의롭고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

들기 해 경제 인 힘을 이용하겠다는 사명을 추구하는 미국 코옵의 보고에 따

르면,미국인들의 주거비용과 세 을 뺀 가계지출은 1년에 14조 달러이다.그

다면,미국인들만이라도 그 수조 달러 5퍼센트를, 키스탄의 여성들이 소득

을 증 시킬 뿐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면서 일하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기회로 바꾼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자!

참여약속

미국 코옵 공정무역연맹은,책임 있는 쇼핑을 한 약속과 같이 공정무역에

한 참여는 개인 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일상에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이 연맹에 가입한 여

15)임신한 것을 축하하기 해 친구들이 아기 용품을 선물하는 축하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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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했다.

회의와 모임에 필요한 것은 공정무역 인증상표를 붙인 커피,차,코코아 는 콜

릿 기타 인증 상품으로 구입한다.

공정무역연합 회원의 상품이나 수공 품을 구매한다.

학우,동료,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무역에 해 교육한다.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지역사회 행사나 기타 활동들을 통해 공정무역을 홍보한다.

공정무역연맹의 회원 의 약속을 가장 잘 실천한 회원은 바로 메인 주 포

틀랜드의 서비스센터(Young'sServiceCenter)이다.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

하는 칼 해리먼(CarlHarriman)과 메리 해리먼(MaryHarriman)은 자사의 직원

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노동자들에게도 최 생활임 을 제공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이 회사는 구내식당에서 공정무역 식품을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미국

코옵의 “공정무역 가이드(GuidetoFairTrade)”와 같은 자료를 나눠 다.해리

먼 부부는 공정무역연맹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내에서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확 하고 있다.이들은 한 지역 상공회의소에 등록하여 동료

들에게 공정무역에 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무역연맹은 공정무역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공정무역기업의 특가

품을 제공함으로써 의 회사뿐만 아니라 요가 스튜디오와 건축 사무소 등 다른

분야의 회사들도 지원하고 있다.공정무역연맹은 미국 코옵의 한 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연맹의 회원들은 “슈퍼마켓 선정(Adopt-A-Supermarket)”캠페인과 같

은 로젝트에도 연계가 되어있다.이 캠페인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슈퍼마켓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매하고 홍보하도록 장려하여 슈퍼마켓 진열 에 더 많은 공

정무역 제품을 진열하기 한 것이다.

캠퍼스 활동

가정이나 직장에서 더 나아가,한 조직 체가 공정무역을 실천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많다.350여 개의 학 캠퍼스의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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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미국 역에서,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미국 옥스팜,미국

트랜스페어와 같은 기구와 연합하여 학교 담당자와 식제공자에 학생식당과 서

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매하도록 설득했다.교정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공정무

역을 한 학생연합(U.S.F.T.)이나 최근 창설된 캐나다 학생 공정무역네트워크

(CanadianStudentFairTradeNetwork)에 소속된 학들이 이 낸 성공은 잘

구성된 공동체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U.S.F.T.국가조정 인 조 커노우

(JoeCurnow)가 단언하듯이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졸업 후

에 아주 단한 일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사람

으로서 그 학생들과 지속 인 연락을 하고 싶을 것이다.

불경스런 언행은 그만두고,U.S.F.T.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조언자들은 미국에

서 공정무역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에서도 아주 창의 이고 열정 인 사람들이

다.2002년 창립된 U.S.F.T.는 통제력은 느슨하고 합의만을 토 로 설립된 단체

지만 이후로 미국 역의 학생들을 공동의 비 과 가치 을 심으로 모아 성

공한 단체가 되었다.커노우는 무작정 제품을 하는 것만이 공정무역은 아니

라고 생각하는 U.S.F.T.의 믿음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우리는,학생들에게 그들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조직력을 증진시키며 매우 가치 있는 것과 공동체의 결속을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정무역가가 될 수 있다.

그 시작으로써 가장 일반 이면서도 성공 인 방법은 공정무역 커피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모이는 것이다.학생식당 커피를 공정무역 커피로 바꾸는 캠페인이

성공한다면 공정무역 커피 매량을 막 한 수 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따라서

학생들은 논의주제를 연구하고 구성계획을 세우고 기 의 의사결정자들에게 공

정무역에 한 주장을 발표하면서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된다.U.S.F.T.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공정무역 실천을 독려하기 해 유익한 조언과 지침사항을

포함한 공정무역 조직구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은 조지타운 학에서

성공 인 캠페인을 마치고 구성한 것이다.U.S.F.T.는 한 활발하게 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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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리스트서 도 보유하고 있다.

U.S.F.T.는 입증된 략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한 행동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해 크고 작은 규모의 캠퍼스의 회원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단체를

창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공정무역 활동이나 그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에 참

여하기 해 이미 운 을 시작한 단체가 회원이라고 볼 수 있다.여기에서 회원

이라는 것은 일반 단체의 지부와는 달리,공정무역 제품,원칙 그리고 정책을 지

지하려는 열망을 지닌 자율 인 단체나 사람들을 말한다.”이 을 쓰고 있는

재를 기 으로,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U.S.F.T.조직에는 100개의 회원이 가입

되어 있으며,이 회원들은 동료 간 정보공유를 실행하고 있다.

학생이라면 구든지,회원 여부와도 상 없이 미국에서 통령의 날

(Presidents'Day)16)휴일동안 열리는 연례 U.S.F.T.컨버 스에 참석할 수 있다.

어떤 행사들이 학생들을 3일 연휴를 포기하고 공정무역에 열 하게 만드는 것일

까?이 행사에서 워크 의 내용은 일반교육의 원칙에 따라 제시되고,식사제공에

서부터 종이제품의 사용까지 포함하는 환 는 환경 친화 이며 엄격한 채식주의

자의 감각에 따라 제공되며,공정무역의 정신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 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스노우는 말한다.생산자들은 그 컨버 스

에서 아주 요한 역할을 하며,학생들과 생산자들은 만남을 통해 공정무역 운동

에 있어 무엇이 한 것인지에 해 배울 수 있다.

생산자-학생 배움 트 십은 U.S.F.T.가 매년 주최하는 “원산지로 떠나는 여

행”의 추진력이 된다.공정무역에 심 있는 학생들은 니카라과와 같은 나라로

가는 표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그곳에서 머릿속으로만 공정무역을 생각하던

학생들은 농부들의 삶을 체험하기 해 농부들과 함께 살고 커피를 수확하고 많

은 화를 나 수 있다.2006년 U.S.F.T.는 생스기빙커피(ThanksgivingCoffee),

루터교 국제구호기구와 트 십을 맺고, 냐,탄자니아,우간다에 가서 유 교,

이슬람교,기독교 커피 농부들의 커피 동조합인 미렘베 카우메라(Mirembe

Kawomera)를 특별히 방문할 수 있는 종 를 넘는 여행을 기획했다.약 20명 정

도의 학생들은 한 달의 여행기간동안 신앙심이 공정무역 활동에서 어떤 역

16)조지 워싱턴(GeorgeWashington)과 에이 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생일을 기념하여 정한 2월 세

번째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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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 학교 학생센터 데스크에 공정무역 샘 을 진열해 신청서 서명을 받고 공정무

역에 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일반 으로 행해지고 있다.

할을 할 수 있는지 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해 탐구했고,“공정하며 존

과 존엄에 바탕을 둔 인간 계를 통해 각지에 있는 공동체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로벌 경제”라는 비 을 달성하겠다는 U.S.F.T.의 헌신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

다.

신앙심과 공정성의 조화

와 같이 공정무역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국가를 방문하는 신앙심을 바

탕으로 한 여행은 당연히 미국의 장로교회,루터교 국제구호기구,그리고 뉴질랜

드의 트 이드 에이드(TradeAid)등 다수의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기회이다.이

러한 여행은 보통 어도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며 생산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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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살면서 공정무역 작업을 하고 상호 배움을 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고 여행을 마친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해 공정무역을 열심히 지지해

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온다.

교회를 근거지로 두는 마 로젝트는 종교단체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근방식이다.신도들은 배가 끝나면 공정무역 커피를 나눠주고 때로는 교구민

들에게 공정무역 콜릿이나 공정무역 커피를 팔기도 한다.그 이터기 트나 텐

사우 드빌리지 등의 공정무역 단체와 트 십을 맺어 진행하는 공정무역 수공

품 매 한 특별한 행사로써,특히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와 하 카17)

시즌처럼 소비와 가치 의 연 성을 이끌어내기 가장 좋은 시기에 열린다.

그런 매를 통해 빈곤한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에 호의 인 고객층에게 제품을

팔 수 있고,행사가 열리는 곳에서는 교구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제정의를 한

비 이 공정무역 수공 가와 농부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해

교육받을 수 있는 “배움의 순간”이 제공된다.그리고 농부와 수공 가들이 가족

들의 삶과 지역사회를 개선함으로써 고객과 생산자가 상호 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교구민들은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신앙의 의무

만큼이나 향력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

루터교 국제구호기구(L.W.R.)는 공정무역과 무역정의 이슈를 홍보하기 해

종 를 월한 힘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L.W.R.이 조직한 종교 간 공정무역

이니셔티 (InterfaithFairTradeInitiative,I.F.T.I.)는 2003년 미국 최 커피

매상인 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이 커피 문 랜드인 스톤

(Millstone)을 통해 공정무역 인증 커피제품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큰

향력을 발휘했다.그러한 결정은 회사의 행과 I.F.T.I.와 같은 공정무역 지지

단체의 압력에 해 나 주주들의 화에 한 반응이었다. I.F.T.I.담당 인

사라 포드(SarahFord)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루터교 신앙은 우리에게 “정당하게 행동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그래서 그

것을 실천하기 해 L.W.R.은 신앙, ,학생 단체들의 국 인 연합에 참여하

여 P&G가 커피 매량의 5퍼센트 는 250만 톤을 앞으로 3년 동안 공정무역 커

17)11월이나 12월에 8일간 진행되는 유 교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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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매하도록 요구했습니다.그것은 수백만의 신도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경제

정의에 한 것으로 여겨 P&G의 랜드에 해 부정 인 이미지를 생각할 가능

성을 방지한 것이었습니다.

가톨릭구호단체(C.R.S.) 공정무역네트워크의 회원인 데이비드 에이 릴(David

Avrill)은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교구에 해 이 게 설명한 이 있

다.“불평등에 해 알고 기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것은

완 히 다른 것입니다.……( 략)…… 는 체계 인 변화에 동참하고 싶었습니

다. 는 지나친 종교 감상에 빠진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소도시  끌어와야 할 공정무역

신앙과 세속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국의 공정무역타운(FairtradeTowns)

은 종교,기업,학교,정부기 이 모여 있는 유망한 지역으로,스스로도 “공정무

역타운(FairtradeTown)”이라는 칭호를 내세우고 있다. 루스 크라우더(Bruce

Crowther)공정무역타운 조정 의 보고에 따르면,2006년 를 기 으로 국과

노르웨이 오슬로에 치한 186개의 공정무역타운이 연말에 승인될 정이다.그

리고 공정무역에 한 메시지를 알리고 공정무역 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자원

사자들이 공정무역타운이라는 개념을 추진한 사례는 소비자들도 공정무역 운

동에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잉 랜드 북서부에 치한

소도시 가스탱에서 크라우더와 그 지역 옥스팜 단체의 회원들은 공정무역을 지

원하기 해 지역 리더들을 식사에 했다.지역 옥스팜 단체는 정부 계자와

기업 표들을 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공정무역 제품을 재료로 만든 식사

를 제공했다.그리고 그 날의 식사는 매년 3월마다 열리는 “2주간의 공정무역 행

사”라고 불리는 연례 공정무역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었다.이것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은 2000년 4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가스탱을 최 의 공정무역타운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국제개발부 정무차 의 승인에 힘입어 공정무역타

운 지정은 곧 국 역으로 퍼졌다.정무차 은 가스탱의 공정무역타운 지정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가스탱에서 시작된 불빛은 곧 국 체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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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의 국가 이니셔티 인 공정무역재단(제3장

참조)이 공정무역타운 지정을 한 신청 로세스를 리하고 있다.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는 공정무역(Fairtrade)18)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의회 회의 시

그리고 사무실과 구내식당에 공정무역 차와 커피를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공정무역 제품 세트(최소 2개 포함)는 지역 내 가게와 커피 ,음식 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다.

공정무역 제품은 한 수의 지역 사업장(부동산 개소,미용실 등,소도시 사업

장, 도시 본 사업장)과 지역사회 조직(교회,학교, 학 등)에서 이용된다.

캠페인에 한 언론의 보도와 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

캠페인의 발 과 지속 인 노력을 해 지역 운 원회를 소집한다.

미국의 지역공동체들도 와 같은 이니셔티 를 모델로 활용하여 공정무역타

운의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미국 옥스팜와 미국 트랜스페어의 지원 하에 공정무

역 연합체들은 보스턴,시카고,로스앤젤 스,뉴욕,샌디에이고,샌 란시스코,

시애틀에서 그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킴벌리 에슨(KimberlyEasson)미국 트랜스페어 략 계국의 부국장은 공정

무역타운이 매력 인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공정무역타운은 의미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와 동의 규

모를 증진시킵니다.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정무역과 출 물이나 고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화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아마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공정무역을 배우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

거의 연합체들이 한 일을 통해 배우고 여러분의 지역사정에 맞는 활동을 조직해

18)여기서는,“FairTrade”를 국 공정무역상표기구 국가 이니셔티 에서 쓰는 “Fairtrade”로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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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 바란다.미국 트랜스페어는 캐나다 트랜스페어와 국의 공정무역재단처럼

미국에서 활동을 추구하는 연합체들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더 공정한 업 창업

최근 몇 년 간 공정무역 운동은 한 성장을 했지만 특히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는 지속 인 성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있었다.공정무역 기업들은 먼 곳에

치해 있고 공정무역 단체와 공정무역 제품으로의 근이 항상 편리하지 않다

는 이었다.공정무역 가게가 더 많이 생겨나고 자상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면 소비자들도 좀 더 쉽게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지지활동을 하고 자신

의 가치 에 따라 지역 인 차원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딜 마를 깨닫게 된 데에는 인터넷이 큰 역할을 했으며 페리 다르(Peri

Dar)라는 캐나다의 회사는,한 가지 사명을 추구하는 한 사업가가 인터넷을 잘

활용할 아는 사람들을 해 독특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니콜 맥그래스(NicoleMcGrath)는 라디오 캐나다(RadioCanada)의 한

방송을 듣다가 캐나다에는 공정무역 회사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듣고 보

니 그 기자가 캐나다 텐사우 드빌리지와 라시엠 라 동조합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그래서 맥그래스는 직 공정무역 회사를 차려야겠다고 결정을 내렸

다.맥그래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시에는 다른 일인 사업가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요

했습니다.오늘날의 많은 사업가 지망자들은 미래에 윤리 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를 바라며 그것은 실제로도 실 이 됩니다.공정무역은 운동의 형태로 격히 성

장하고 있으며 제품을 구분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습니다.공정무역에 한 헌신

이 기업의 신용과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맥그래스는,자신이 트 를 맺고 싶은 여성 공 가들처럼 재택사업을 시작했

다.그리고 두 개의 언어로 제공되는 웹사이트를 열었고,지 은 페리 다르를 통

해 침실 욕실용품에서부터 아동용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용품을

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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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얼마나 더 매력 이고 유용한 것이든지 간에,소매 에 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쇼핑객들은 사고 싶은 물건을 만져보고 싶어 하고,옷의

경우에는 입어보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쇼핑객들이 마지막

찬스 구매를 원하거나 식품 장실에 채워놓을 커피나 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것

은 말할 것도 없다.

공정무역 가게를 운 함으로써 공정무역 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수

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생산자들과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고 지역

사회 공정무역 활동을 도모할 수도 있다.게다가 사업에 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무역 실천을 미래의 진로로 고려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996년 인류학자 킴벌리 그림스(KimberlyGrimes)와 음악가 마르코 에르난데

스는 타문화에 한 이해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바탕으로 메

이드바이핸드국제 동조합(MadebyHandInternationalCooperative)을 시작했

다.델라웨어 주 베서니 비치와 가까운 쇼핑단지에 치한 그 공정무역 가게는

이 부부가 살고 있는 태양열 주택에서 자 거로 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벽에는 세계의 륙을 아름답게 수놓은 태피스트리를 걸어놓았고 배경음악으로

월드뮤직이 흘러나온다.에르난데스와 그림스는 공정무역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

한 놓치지 않기 해 공정무역에 한 자료들을 선반에 가지런히 진열해 놓고,

탈의실도 공정무역과 련된 것들로 꾸며놓았다.

이 게 교육자료와 훌륭한 제품라인을 통해 공정무역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

이 바로 메이드바이핸드가 추구하는 사명의 핵심이다.그림스는 그의 서 『소

매업자를 한 가이드:성공 인 공정무역 사업을 한 조언(A Guide for

Retailers:CreatingaSuccessfulFairTradeBusiness)』에서 공정무역 소매업

자들은 소비자 교육의 최 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일반시민들에게 보이는 공정무역의 얼굴과 같다.……( 략)…… 우리가 공

정무역의 메시지를 알리는 방법은 사람들과 매일 직 만나 소통하는 것이다.우리

소매업자들은 활발하게 활동해야하며,기꺼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공정무역을 가

르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의 메

시지를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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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6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 때 메이드바이핸드 매장을 방문해 공정무

역 살사소스를 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가보고 에르난데스와 그의 밴드

카타리가 공연하는 미니콘서트도 즐겼다.아이들은 공정무역 장난감을 가지고 놀

았고 어른들은 티오19)장식용 부터 노동착취 없는 공장에서 만든 옷까지 모

든 제품들을 구경하고 있었다.그리고 략 으로 요한 곳에 설치한 선반에 놓

인 생산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자료를 읽고 있는 고객들도 에 띄었다.에르난데

스와 그림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마다 제품들과 생산자 로필을 갖

다놓았다.그 게 함으로써 생산자들과 그들이 만든 수공 품은 고객들의 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한 이 부부는 사업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공정무역 사업 운 자가 되는 것

에 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었다.그리고 장래의 가게

운 자와 재 가게를 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

에게도 공정무역 사업을 권하기를 기 했다.메이드바이핸드의 사명은 지원받는

생산자 수의 증가와 사업 행의 변화에 을 두고 있다.공정무역 제품만 매

하는 가게가 미국 역에는 약 300개가 있고 호주와 같은 국가에는 20여 개 남

짓 있는 실에서 소매 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는 풍부하다.만약 여러분이 상

이 아주 많은 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를 들면 국공정무역가게 회와 같

은 단체와 연락을 하여 그들의 공정무역 업무에 직 참여할 수도 있다.

결론: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한 공정무역 운동단체가 “이것은 운동입니다.우리 모두 이 운동에 참여

를 합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들은 이 있다.공정무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 분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공정무역 운동을 통해 공정무역이 어떻게

운 돼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운 돼야 하는지에 한 사례는 많이 알려졌다.하지

만 6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공정무역은 지 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공정무역 자체의 매력,포 인 공정무역 모델,그리고 공정무역과 련된 일

19)보통 집 뒤쪽에 만드는 테라스



- 136 -

의 정당성 때문에 수많은 참여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만큼 공정무역의 의미에

한 해석도 가지각색이었다.공정무역은 자본주의를 변 는 개 시키는 방법인

가?공정무역은 독특하고 안 인 것으로 유지돼야 하는가 아니면 주류와 높은

인기를 향해 움직여야 하는가?공정무역은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교류인가 아니

면 국내경제에 한 것으로 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공정무역은 가장 궁핍

한 지역의 가장 빈곤한 생산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한

농부나 지역에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무역이라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 것

인가?우리는 공정한 교역시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공정무역에 한 질

문은 아주 많다.그 답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

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책이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교역 계를 쌓기 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경제가

부여하는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그것은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오

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한 화합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그리고 화,투명성,

존 을 토 로 범 한 해결책을 고안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는 사람들의 모임이다.시장은 그런 모임을 한 시간이

다.시장은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자체이다.

라틴어로 메르카투스(mercatus)는 시장과 공정성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

1 운드의 커피를 만들기 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일단 공정무역 제품인지

여부를 떠나,수천 개의 커피원두가 필요하다.커피원두 한 알로는 결코 만들 수

없다.커피원두가 많이 있어야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진다.수많은 커피원두들과

우리의 행동들,그 둘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그 결합을 통하여 커피원두들

은 비로소 커피로 변화되고 변모되는 것이다.시장이라는 사람들의 모임도 그

게 변화할 수 있다.우리 함께 시간을 내어 우리의 시장이 다시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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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검색엔진이 매우 발달해 있는 시 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독자들이라면 이 가

이드북에서 언 되는 단체들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여기서는 몇몇 단

체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시아공정무역포럼(AsiaFairTradeForum,A.F.T.F)

국제공정무역 회의 지역단체로써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손시티에 치해 있

다.A.F.T.F는 아시아의 공정무역 단체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한 목 으로 설립되어 제품디자인과 사업능력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센터인 “공정무역을 한 아시아 최고기 ”을 발족했다.이러한 기술 인 지

원은 A.F.T.F의 회원 에서도 주로 소규모 기업들과 사회 으로 소외된 기업들

에게 매우 요한 것이다.

F.I.N.E.

벨기에 뤼셀에 지원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유럽을 심으로 한 회의 컨소시

엄이다.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F.L.O.),국제공정무역 회(I.F.A.T.),유럽월드 네

트워크(N.E.W.S!),유럽공정무역 회(E.F.T.A.)가 포함돼 있다.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F.L.O.)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사회경제 인증기 들 하나로써 독일 본에 치해 있

다.F.L.O.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기구는 아 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의 50

개국의 약 80만 명의 농부 가족과 근로자를 포함하는 420개의 생산자단체를

상으로 정기 인 조사와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F.L.O.와 련된 라벨은 그 제품

이 F.L.O.가 제시한 모니터 기 과 규범을 수하여 시장에서 매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 138 -

공정무역연합

미국 워싱턴 D.C.에 치한 이 회는 1994년 “공정무역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그

리고 생산자들을 한데 모아 그들이 하는 공정무역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어떻

게 하면 미국 시장에서 공정무역에 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

기 해”설립되었다.공정무역연합의 회원 약 230개의 기업들과 비정부기구

들은 공정무역 제품만을 매하기 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빈곤퇴치를 한 지구행동(GlobalCalltoActionAgainstPoverty)

국에서는 “가난을 역사로 만들자”캠페인,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명인사들이 지

원하는 “하나”캠페인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집회가 있는 날에는,G.C.A.P.지지

자들이 빈곤을 없애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구체 이고 시기

한 사항들에 한 사람들의 심을 모으기 해 흰색 밴드 팔 를 차고 있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루터교국제구호기구의 종교간공정무역이니셔티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치한 이 기 은 공정무역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미국 종교단체들을 리하고 있다. 종교단체에는 미국 드 사단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국유 교국제 사단(American

Jewish World Service),가톨릭구호단체,형제교회,감독구호증진회(Episcopal

ReliefandDevelopment),유 교정의기 ,루터교국제구호기구,메노나이트 앙

원회,미국연합장로교회(PresbyterianChurchU.S.A.),종교실천센터(Religious

ActionCenter),개 유 교(Reform Judaism),유니테리언유니버설리스트 사

단,그리스도연합교회(United Church ofChrist),연합감리교구제 원회(United

MethodistCommitteeonRelief)가 포함돼 있다.

국제공정무역 회(I.F.A.T.)

네덜란드 쿨렘부르그에 치한 이 회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I.F.A.T.는 공정무

역기구의 로벌 네트워크로써,70개국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회원들은

무역이 지구를 괴하지 않고 사회 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한



- 139 -

다고 생각한다.I.F.A.T.의 업무는 주로 시장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공정무역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을 두고 있다.

국제 융공사(InternationalFinanceCorporation,I.F.C.)

세계은행그룹(WorldBankGroup) 하나로 미국 워싱턴 D.C.에 치해 있으며

자칭 경제 으로 수익성 있고 재정 ,상업 으로 견실하며 환경 ,사회 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로젝트를 진시키기 해 최선을 다하

는 로벌 투자자이자 조언자이다.

새천년캠페인(Millennium Campaign)

미국 뉴욕 주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제1장에서 논한 바 있는 “새천년 약속

에 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유엔 주도의 활동

이다.회원국의 재정지원을 받는 유엔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를 들어 세계식량계획(WorldFoodProgram)의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한 걸

음(WalktheWorld)"과 같이 아동 기아 반 행진 참가를 장려하는 홍보활동을

진하는 방법을 이용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스 스 제네바에 치한 이 기구는 국가 간 무역의 규칙을 다룬다.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W.T.O. 정은 부분의 세계 교역 국가의 상과 서명 그리고

의회의 비 으로 체결된다.이 기구의 목표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자,수출업자,

수입업자들의 사업운 을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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