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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베트남의 공정무역조직들의 발전 사례를 통해 현재 베트남 공정
무역의 현황과 특수성, 그리고 시사점을 토론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경
제 하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동시에 빈부격차의 문제도 겪고 있다.
소수민족이나 산간지역의 농업분야 생산자들의 빈곤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초기의 공정무역은 북반구 자선단체나 개발협력단체들에 의해 도입 되었고
지금도 그들이 주도한다. 이에 비해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자발적
동기를 가진 베트남인들에 의해 공정무역이 도입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남반
구의 다른 공정무역 생산국과 베트남 사례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공정무역조
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었다. 공정무역 생산국에 관
한 연구는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 또한 생산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생산국의 공정무역조직을 분석하고 이들
이 공정무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발전과정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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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베트남 공정무역조직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조직의 특수성을 통해 현재 베트남의 공정무역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무역 생산국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공정무역, 베트남, 공정무역조직, 사례연구

Ⅰ. 서론
공정무역(Fair Trade)은 1940년대부터 무역을 통해 아프리카, 남
미, 아시아 지역의 빈곤한 생산자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시작되어, 현
재 전세계에서 10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Fairtrade
International 2017a).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공정무역 생산자와 노
동자는 세계 전체의 15%를 차지한다(Fairtrade International 2017b).1)
베트남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공예, 커피, 카카오, 견과류, 과
일, 차, 향신료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참여 조직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Project Promoting Fair Trade in
Viet Nam 2015).
본 연구자들은 한국의 공정무역을 가치사슬을 통해 연구하거나
(장승권 외 2016),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한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조수미 외 2016). 그리고 한국과 공정무
역 거래를 하고 있는 필리핀, 네팔, 동티모르 등의 아시아 국가의
공정무역 생산자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엄은희 2010;
Hutchens 2010; Makita 2015; Makita et al. 2017). 최근 한국의 공정
무역 시장에도 베트남의 공정무역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현
1) 아시아의 공정무역 생산자들이 받는 공동체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10%를 차지한
다(Fairtrade International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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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변화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기존 연구문헌 중에서 베트남의 공
정무역에 대한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상율(2016), 이승철 외
(2016), 지호철 외(2017) 등 경제지리학 분야의 연구성과는 주로 베
트남의 커피 생산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공정무역의 전반
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다.
이러한 점들이 본 연구자들이 베트남 공정무역의 발전에 대한 연
구를 시작하게 된 주요 동기이다. 베트남의 공정무역 발전 사례는
몇가지 점에서 특이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베트
남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공정무역 발전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남미와 아프리카의 시장경제기반 공정무역 생산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개방경제 체제를 도입
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꾀하고 있다. ‘도이머이’ 이후 중산층의 증가나 빈곤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이한우 외 2017).
베트남은 인구 약 9,270만명의 다민족국가이다(United Nations
2018).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는 킨(Kinh)족을 비롯한 54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
고 있다. 농업은 베트남 총 GDP의 약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경
제에 주요한 산업이다(Viet Nam - EFTA Joint Study Group 2011).
그러나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베트남 농민들은 빈곤과 실업문제를 겪고 있다(Project Promoting
Fair Trade in Viet Nam 2015; 채수홍 2013). 빈곤한 농민의 상당수는
농업 외에는 수입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장에 대한 접근성
이 낮아 현지상인을 통해 대부분의 생산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는
베트남 농민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베트남 정
부는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가 주요산업
인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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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Viet Nam News 2016/10/24). 이런 배경 때문에 공정무역 생산국
인 베트남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함께 수출을 통해 경제사회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여러 주체들이 전략적으로 공정무역을 선택하기 시
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베트남은 비교적 최근에 공정무역에 참여
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베트남인들의 내부 동기에 의해 시작된 측면
이 강하다. 베트남의 공정무역은 1996년, 생활조건이 열악하고 빈곤
한 소수민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크래프트링크(Craft Link)에서 시
작되었다고 평가된다.2) 2000년 중반 이후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그룹
들이 국제공정무역기구(FI, Fairtrade International)의 인증을 받고 공
정무역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하노이와 호치민을 기반으로 공정무역
수공예품을 수출하는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허츤스(Hutchens
2009)는 남반구의 많은 대안무역조직(ATO, Alternative Trade
Organization)들이 북반구의 개발조직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되었
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가지 지원을 받더라도 베트남인들이 주도하여 공정무역을 실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정무역의 주요 생산지는 남미와 아프리
카이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생산지는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의 식민
지였거나 초국적기업들이 만든 대형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노동자들
이 고통을 받는 지역이며,3) 유럽과 북미 지역 사람들의 부채감이 깃
들어 있는 곳이다. 그간의 공정무역 생산국들과의 거래는 공정무역
소비국 소비자들의 책무감에 기인했다면, 베트남 사례에서는 자발적
으로 자국 생산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동
기로 공정무역을 시작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 본 연구자들이 면접한 대부분의 베트남 공정무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3) 바나나가 북반구의 소비를 위해서 가난한 남반구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식민지
농작물(colonial crop)’로서 대부분이 플랜테이션에서 재배되고, 소수의 다국적기업
에 의해 거래된다(Raynold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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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시아 생산국, 그중 베트남의 공정무역 연구는 거의 없다.
공정무역 생산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이루어
졌으며, 아시아 지역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Makita et al. 2017).
공정무역 생산지에 관한 연구는 공정무역이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다(Keahey 2015; Lyon 2015;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17; Restakis 2010; Smith 2015). 생산국에서
누가, 왜, 어떤 동기로 공정무역을 촉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무역 관련 연구들도 대부분 소비자
의 소비행태에 관한 것이다(김영신 2016; 유소이 2012; 차태훈 외
2010).
위와 같은 연구동기와 기존 연구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베트남의 공정무역조직(FTO, Fair Trade Organization)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FTO란 공정무역 사업과 운동을 함께 수행하는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정무역 소비국가에서 공정
무역의 중요한 주체이다(Davies 2009; Hutchens 2009; Huybrechts
2010; Huybrechts 2012; Nicholls et al. 2005; Raynolds et al. 2007;
Barrientos et al. 2007).4) 각국의 공정무역을 연구할 때, 시장전체 혹
은 개별 소비자의 행위를 분석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공정무역을
사업과 운동으로 이끌어 가는 조직인 FTO를 분석단위로 했다.
베트남 FTO들은 공정무역을 확산시키기 위해 생산자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FTO의 주요 행위자들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을 설립
하였으며, 이 조직들은 어떠한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적
으로 분석한다. 허츤스(Hutchens 2009)가 주장하듯이 생산국 FTO들
또한 기존의 시장질서를 변화시키면서 생산자를 임파워먼트 시키는
4) 일부 연구자들(Murray et al. 2007)은 공정무역인증기관을 FTO로 명명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공정무역인증기관을 FTO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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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베트남에서 언제, 누가, 왜 공정무역
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으
며, 어떠한 조직형태가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면, 베트남에서 전개되는 공정무역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 순서와 내용으로 기술될 것이다. 첫째, FTO 분석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정무역관련 이론과 접근을 검토한다. 둘
째, 연구방법과 대상을 상세히 기술한다. 셋째, 베트남의 공정무역을
설명한다. 넷째, 베트남 FTO를 사례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를 정리하고 추후연구과제를 제시한다.

Ⅱ. 공정무역 이론 리뷰
1. 공정무역의 역사와 두 접근의 발전
초기 공정무역운동은 유럽과 북미의 종교기관, 자선단체, 비영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무역(alternative trade)운동으로 시작되었
다. 이들은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의 빈곤한 생산자들이 만든 수공예
품 등을 수입하며 월드숍(world shop)이나 대안무역조직이 운영하는
매장과 같이 작고 특수한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하였다. 1990년대까
지의 대안무역조직들은 생산자에게 충분한 이익을 제공하기에는 한
계가 있는 모델이었고, 소비자 요구 및 상품의 개발과 질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Tallontire 2000).
1980년대 말, 네덜란드의 솔리다리다드(Solidaridad)와 제휴하며
멕시코의 커피 생산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던 활동가는 공정무역 제
품이 더 넓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 라벨, ‘막스 하벨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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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Havelaar)’를 개발했다. 이후 유럽에서 21개국에서 20개 인증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졌다. 1997년에 이 조직들이 모여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기관을 위한’ FI를 설립하였다(Hutchens 2009: 64-65). 공
정무역 제품인증이 가능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
들이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 유통매장에서 판
매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정무역 제품인증시스템으로 인해 공정무
역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며 주류화(mainstreaming)되었다(Velly 2015).
공정무역 분야를 나누면, 공정무역인증모델은 FI를 중심으로, 그
리고 공정무역단체모델은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Hutchens 2009). 인
증을 기반으로 주류화를 추구하는 FI와 FTO들이 모여 있는 WFTO
사이에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존재한다. 두 진영이 서로 원칙을
공유하고 있지만, 두 진영은 공정무역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을 갖고
다른 모델을 사용한다. FI 등 공정무역 제품 인증기관들은 공정무역
을 기업 개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지배적인 시장시스템을
인정한다. 반면 WFTO와 FTO들은 공정무역 원칙에 근거하여 기존
시장의 제도와 가치를 변형시키는 수단으로 공정무역을 본다
(Hutchens 2009). 공정무역 분야에서 두 진영의 차이는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Nicholls et al. 2005; Raynolds et al. 2015). FTO의
접근에 대해서는 ‘대안적이지만 작은 길’ 또는 ‘운동지향’으로, 인증
기관의 접근에 대해서는 ‘크지만 관행화된 길’ 또는 ‘시장지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Velly 2015). 공정무역이 전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두 진영 사이에 갈등은 깊어져 왔다(Hutchens 2009: 55).

2. 개혁적 접근과 점진적 접근
허츤스(Hutchens 2009)는 취약한 행위자가 세계 시장의 구조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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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져 오는 미시적 프로세스와 권력의 개념을 통합하여 공정무
역을 분석하며, 공정무역운동을 “약한 행위자들을 위하여 시장에서
의 권력 관계를 재형성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한다. 그는 공정무역을
두 가지 접근으로 구분하는데,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개혁적 접
근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주의 제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점진적 접근이다. 개혁적 접근은 새로운 시장 구조를 변화
시키기 위해 새로운 구조나 규칙을 창조하는 것이다. 개혁주의자들
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혁신을 통해 오래되고 공식적인 규제를 받
지 않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반면 점진적 접근은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FI와 인증기관들은 점진적 접근을 한다. 글로벌 자본주의 내에 위
치하여 대안 모델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품에
공정무역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과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초국
적기업은 물론 일반 유통업체들이 일부 제품에 대해 공정무역 인증
을 받아서 일반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관행무역
을 하는 기업들이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자본주의 체계 내
에서 공정무역을 확산하겠다는 시도이다(Hutchens 2009).
반면 FTO들은 개혁적 접근을 추구한다. 허츤스(Hutchens 2009)는
이들을 “급진적이고 대담한 행위자들”로 부르는데, 이들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규칙을 재정의 하면서 존재하는 규제를 타
파하려 한다. FTO들은 기존 비즈니스 및 공급사슬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규모 생산자를 위한 직거래와 더 나은 거래 조건을 형성해
왔다. 이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소득과 가치
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왔다(Nicholls et al. 2005). 대부분의 FTO들
은 공정가격, 직거래, 장기계약, 선급금 등의 공정무역 원칙을 준수
해왔다. 그리고 개혁적 FTO들은 소유구조 측면에서도 급진적 변화
를 꾀해 왔다. 영국의 FTO인 디바인초콜릿(Divine Chocolate Lt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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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덜란드의 솔리다리다드(Solidaridad)에 의해 설립된 아그로페어
(AgroFair)는 개도국 생산자들이 지분 일부를 소유한 기업이다
(Hutchens 2009; Nicholls et al. 2005).
허츤스(Hutchens 2009)는 타운젠드 외(Townsend et al. 1999)를 인
용하여 공정무역운동의 개혁주의를 설명한다. FTO를 설립하고 변화
를 추구하는 공정무역운동의 개혁주의자들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부하고, 자기 삶에 대한 제약에 도전한다. 개혁
주의자들은 사회적 제약을 개인 차원 보다는 구조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혼자서 성취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달성 한다.
허츤스(Hutchens 2009)는 두 접근을 공생관계로 보고 있지만, 이
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FTO
들의 실천을 간과했다. FTO들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에서 글로벌 하게 전개되는 두 접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지
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맥락에 놓인다. 공정무역운동의 두 가지 접근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생산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서 혁신을 꾀하는 FTO들도 있지만, 이윤 추구를 하는 비즈니스와
유사한 FTO들도 있다. 그리고 많은 FTO들은 공정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FI 인증프로세스에 참여한다(Nicholls et al. 2005). FTO들로
구성된 WFTO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무역조직 표시(label)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Raynolds et al. 2007). 두 길을 잇는 연속선
상에 수많은 FTO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조직운영으
로 혁신을 시도해왔다.

3. FTO
FTO는 부분적으로만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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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정무역제품만을 취급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된다(Nicholls et
al. 2005; Barrientos et al. 2007). 공정무역기구들이 모인 FINE5)의
정의에 따르면, FTO는 소비자의 지지와 함께 관행무역의 규칙과 실
천을 변화시키기 위한 생산자 지원, 의식고양과 캠페인에 활발히 참
여하는 조직이다(Fair Trade Advocacy Office 2013). 그리고 WFTO
에서는 FTO를 “사명의 핵심으로서 공정무역을 약속”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WFTO 2018a). 즉 무역 활동을 통해 공정무역에 직접 관여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교육과 옹호 활동 보다는 무역 활동 내
에서 100% 공정무역의 실천이 중요하다(Huybrechts 2010).
FTO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겪어 왔다. 1950년대에서 1960년
대까지는 종교나 자선기반의 조직들이 소규모 생산자 그룹과 협력
하였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정무역제
품 구매가 늘었다. 1990년대에는 FTO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
면서,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혁신하기 시작했고, 공정무역
브랜드를 출시한 FTO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Nicholls et al. 2005).
FTO들은 대부분 FI 혹은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인증을 받거
나 WFTO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때로는 인증 프로세스에 참
여를 거부하면서도 스스로 FTO라고 인식한다(Huybrechts 2010).
FTO들의 조직형태는 비영리조직, 영리기업, 노동자협동조합, 생산
자소유기업, 개인소유기업 등으로 다양하다(Nicholls and Opal,
2005). 그리고 연구자들에 따라 대안무역조직, 공정무역브랜드(Fair
Trade brand), 공정무역소매업체(Fair Trade retailers) 등 다양하게 명
명되어 왔다(Barrientos et al. 2007).
휴브레츠(Huybrechts 2010, 2012)는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

5) FINE은 FI, WFTO, 유럽공정무역연합(EFTA, The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
유럽월드숍네트워크(NEWS!, Network of European World Shops)가 모인 것으로, 본
정의는 2001년 12월에 합의된 것이다(Fair Trade Advocacy Offi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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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TO를 연구 해왔다. 벨기에 FTO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조직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자원봉사 기반의 비영리조직부터, 협동
조합, 영리기업, 개인사업체 등의 형태로 다양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경영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류 고객
들에 초점을 맞추고 상업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으나, 공정무역 교육
이나 옹호활동은 약한 편이다. 이들은 다양한 조직형태와 특성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하는 FTO들을 보면서 협력
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연합을 구성했다.

휴브레츠

(Huybrechts 2010)는 FI와 WFTO라는 전형적인 구분으로 나누기 보
다는 미묘하고 복잡한 지역 상황에 기반하여 공정무역 지형을 살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양한 지역 상황, 제도적 맥락 및 권력에
근거한 운동의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상향식' 분석을 강
조한다.
휴브레츠(Huybrechts 2012)는 FTO들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
적 영역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hybrid)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들을 ‘공정무역 사회적기업(Fair Trade social enterprise)’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들은 전적으로 공정무역을 하는 조직이며, 혁신적 방법으
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다. ‘공정무
역 사회적기업’의 조직 모형은 다양성을 보인다. 이들은 시장 자원에
의존하고, 위험요소를 부담한다. 그리고 공정무역의 근원을 협동조
합, 사회적 경제 그리고 연대경제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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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모형
공정무역은 정의와 원칙을 통해서 관행무역과 분명한 차이를 보
여준다. FINE의 정의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공평한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
십으로,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
여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해야 한다”(Fair Trade Advocacy Office
2013). 그리고 FTO들은 소비자들의 지지아래 관행무역을 변화시키
기 위해 생산자지원, 의식고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Fair
Trade Advocacy Office 2013). FTO라면 “그들의 사명의 핵심으로서
공정무역을 약속”할 것을 제시해야 한다(WFTO 2018a). 즉 FTO들은
‘생산자와의 거래 조건 준수’, ‘생산자 지원’, ‘공정무역을 확산시키
기 위한 의식고양과 캠페인’을 해야 하며, ‘공정무역을 위해 존재하
는 조직’이다.
FI와 WFTO는 공정무역 원칙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
은 공정무역 정의를 확장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첫째,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생산자들과 거래 시 공급사슬을 짧게 하여 생산자들이 최대
한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산자들의 상황을 고려
한 가격과 지불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무역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생산자 조직들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등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소비자
들은 FTO들이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도록 지원해
야 한다. 다섯째, 공정무역은 관행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을 동
의해야 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WFTO et
al. 2009). 공정무역원칙을 보면 FTO들은 ‘공정가격’, ‘선지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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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래’, ‘생산자 역량 강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
FTO들을 분석할 모형을 <표 1>과 같이 제시한다. 허츤스(Hutchens
2009)의 분류처럼 일부 FTO들은 개혁적 접근에 가깝고, 일부 조직
들은 점진적 접근에 가까울 수 있다. 그는 기존 시장의 구조와 제도
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산자 임파워먼트’와 여러 명의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네트
워킹’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허츤스(Hutchens
2009)의 주장을 받아들여 FTO를 분석할 때 ‘생산자 임파워먼트’와
‘네트워크 형성’을 분석 요인에 포함한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 공정
무역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의 캠페인’을 진행하는지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WFTO에서 FTO를 정의하는데 중요하게 고려
하는 ‘조직의 존재이유’에서 공정무역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공정무역에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가격’, ‘선
지급’, ‘장기거래’ 등은 개별 조직들이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기준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베트남 FTO 분석모형
조직 실천

개혁적 접근

점진적 접근

조직의 존재 이유

생산자 지원을 위한 조직

비즈니스 목적의 조직

생산자 임파워먼트
네트워크 형성
교육과 옹호
출처: 저자

생산자 발굴, 지원, 육성, 관계
형성

소외계층 고용

공급사슬 범위 밖에

공급사슬 내의 파트너들과

행위자들과의 관계

관계 형성

소비자 대상 교육과 옹호 활동

생산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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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대상
1.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사례연구는 ‘어떻게’ 또는 ‘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그리
고 동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룰 때 선호되는 연구방법으로, 복잡
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한다(Yin 2003). 본 연구는
베트남 FTO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중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자 할 때 다중사례연구를 선택한다(Yin 2003). 그리고 다중사례연구
시 사례의 개수는 결과에 대해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한다. 본 연구진은 결과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베트남 하노
이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베트남 FTO들을 모두 만나려 시도했
고, 이 중 인터뷰를 수락한 조직들을 방문했다.
2017년 1월에는 하노이와 달랏에서, 2018년 1월에는 하노이에서
인터뷰하고 관찰하였다. 베트남의 FTO를 파악하기 위해서 WFTO와
FI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 받은 곳을 검색하였고,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선언한 조직을 포함시키
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도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과 공정무역
을 하고 있는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거래하고 있는 베트남의 FTO 및 생산자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방문하기 전에 모든 조직에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2017년에는

Craft

Link,

개발과통합센터(CDI,

Center

for

Development and Integration)와 그린페어트레이드(GFT, Green Fair
Trade & Production Company Limited)를 방문했다. 그리고 공정무역
아라비카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 꺼우덧(Cau Dat, Cau Dat
Cooperative)의 대표를 인터뷰 했다. 2018년에는 Craft Link와 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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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T를 다시 방문하고 인터뷰 했으며, 크래프트뷰티(Craftbeauty),
에코링크(Ecolink)의 대표, 그리고 베트남농촌산업연구개발원(VIRI,
Vietnam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과 비
리코(VIRI Co)의 대표를 인터뷰했다. 베트남 FTO 및 생산자단체 이
외에도 베트남 공정무역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립경제학대학교
(NEU,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교수를 인터뷰하였다. 베트남
의 공정무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직들을 많이 방문하
여 정보를 획득하고자 했다. 이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을 듣기도 하였
고, 다른 정보나 관점을 듣기도 하였다.
인터뷰는 영어 또는 베트남어로 했으며, 공동연구자가 통역했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반구조화된 인
터뷰를 했고, 매장 또는 생산현장이 함께 있는 경우 현장을 직접 둘
러보았다. 제한된 시간 동안 인터뷰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정보
를 많이 얻기 위해서 사전에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직구조, 전략, 비전, 사업현황 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직 대표를 인터뷰 했다.
질문은 네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고, 인터뷰 중에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서 질문을 추가하기도 했다. 첫째, 조직의 역사와 발전과정, 둘
째, 조직 형태(법적 형태, 구조, 거버넌스 등)와 공정무역 및 기타
인증 확보 여부와 가능성, 셋째, 매출, 유통 전략, 해외 판로, 내수,
주요 제품 등 판매에 관한 정보, 넷째, 생산자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다섯째, 베트남 공정무역 현황과 비전에 관한 의견을 물
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했던 조직 모두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조직 스스로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정무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조직을 분석 사례로 선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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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일자 및
인터뷰
시간
언어
2017년 1월(2시간) 영어
Craft Link
대표
22년
2018년 1월(2시간) 베트남어
영어
Craftbeauty 대표 2인 15년
2018년 1월(2시간)
베트남어
GFT 대표 13년
2017년 1월(1시간) 영어
CDI & GFT CDI 대표 8년
2018년 1월(1시간) 영어
CDI 직원 1년 미만 2018년 1월(1시간) 베트남어
영어
Ecolink
대표
14년
2018년 1월(2시간)
베트남어
영어
NEU
교수
2018년 1월(1시간)
베트남어
VIRI & VIRI
대표
20년
2018년 1월(2시간) 영어
Co

사무실(하노이)

Cau Dat

기관명

대표

아시아공정
실무자
무역네트워크

근무경력

인터뷰 장소
사무실 겸 매장
(하노이)
사무실 겸 작업
장(하노이)

사무실 겸 매장
(하노이)
학교(하노이)
사무실(하노이)

3년

2017년 1월(1시간) 베트남어

사무실과 생산
지(달랏)

3년

2017년 1월(2시간) 한국어

사무실(서울)

베트남 전체의 공정무역생산자 및 조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10일에 FI 인증을 담당하는 플로서트(FLOCert 2018)와
WFTO(2018b) 홈페이지를 검색하였다. FI 인증을 받은 42개의 조직
과 WFTO의 인증을 받은 10개의 조직이 있음을 확인했다. 검색 결과
에는 조직명, 기능, 조직형태, 취급품목만 있고, 조직 설립연도와 인
증 받은 연도의 파악이 어려워 개별적으로 조사하였다. 2018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서 FTO를 방문하고 자료
조사에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2018년 2월에 CDI & GFT로부
터 FLOCert 인증을 받은 조직들의 연락처 일부를 받았다. 13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고, 39개는 개별조직과
인터뷰, 전화, 그리고 이메일로 정보를 수집했다. 이 중 일부는 연락
처가 부정확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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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에 FLOCert(2018)와 WFTO(2018b) 홈페이지를 재
검색한 결과 FLOCert 인증 조직 중에 2곳이 제외되고 2곳이 새롭게
추가되어 정보를 교체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8년 3월
13일에 FLOCert와 WFTO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스스로 공정무역을 하
는 조직으로 표방하면서 공정무역 제품을 수출하는 Craft Link,
Craftbeauty, Ecolink, CDI & GFT이다.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조직의 기본 현황 및 특성을 <표 3>에 정리하였다. 조직의
기본현황을 파악하고자 설립연도, 조직의 법적형태, 조직의 기능, 취
급품목, 판로, 고용현황을 기술하였다. FTO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공
정무역인증을 취득한 연도와 베트남 내에서 공정무역 캠페인 진행
여부, 공정무역 외에 다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표기
하였다.
<표 3> 사례분석대상
기관명

설립 법적
연도 형태

기능

취급
고용
판로
품목
현황

생산자

정규
비영리
소수민족
수출, 소매
수출 32
Craft Link 1996 &
수공예
70개 그룹
생산자 육성
내수 임시
기업
6500명
100

인증
취득연도
WFTO
(2000)

Fair Trade
Federation
생산
수출 정규
Craftbeauty 2003 기업 (직접고용), 수공예
장애여성 (2005)
내수 46
WFTO
수출, 도매
(2008)

베트남 기타
국내 인증
캠페인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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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k

CDI & GFT

2004 기업
2005
2013

가공, 수출,
농민
수출 정규
소매
농식품
2개협동조
내수 35
생산자 육성
합 400가구

FLO
(2006)

비영리
농민
수출, 소매
수출 정규
&
인증없음
농식품
생산자 육성
내수 20 16개그룹
기업

x

유기
농

O

-

출처: 저자

하노이 지역의 FTO들은 단일조직과 복합조직으로 나뉜다. Craft
Link, CDI & GFT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복합
조직이다. 반면 Craftbeauty와 Ecolink는 영리조직이다. Craft Link는
1996년에 베트남 소수민족의 수공예품을 판매하여 소수민족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0년에 WFTO에 가입하였다.
다른 조직들은 조직의 설립연도와 관계없이 2005년 이후에 WFTO
나 FI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조직 중에 두 조직은 수공예를,
그리고 두 조직은 농식품을 수출하는 조직이다.

Ⅳ. 베트남의 공정무역
1. 공정무역 인증
베트남에서 최근 9년 동안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조직이 급격히
증가했다<표 6>.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체결된 EU-베트남 자유무역
협정(EU- Viet Nam Free Trade Agreement)과 2014년부터 약 3년간
수행된 EU의 공정무역 촉진 프로젝트의 결과로 평가된다(Viet Nam
News 2016/10/24). 1998년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시장에서의 공정무역 인증 촉진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EU의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인증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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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Nam News 2017/11/17). 공정무역 제품의 약 95%를 수출에 의
존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공정무역 인증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Project Promoting Fair Trade in Viet Nam 2015).
2018년 3월 현재, 베트남에서 공정무역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조
직은 52개로 FLOCert 인증이 42개, WFTO 인증이 10개이다.
FLOCert 인증을 받은 조직은 생산자조직과 무역업체로 나뉘며, 조
직에 따라 제조 및 가공까지 겸하고 있다. FLOCert 인증을 보유한
42개 중 62%에 해당하는 26개가 생산자 조직이며, 무역업체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12개 조직이 제조와 가공을 겸하고 있었다. 품목별
로는 커피를 취급하는 조직이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공예(9), 견
과류(8개), 과일류(7개), 허브/허브차 및 향신료(7개), 차(6개), 카카오
(3개), 오일(2개) 순으로 나타났다.6)
<표 4> FI 인증을 받은 조직의 기능별 분류
기능
생산
(26)

무역
(16)

조직 수

생산

19

생산, 제조/가공

6

생산, 라이센시

1

무역

3

무역, 제조/가공

6

무역, 제조/가공, 중개인

5

무역, 제조/가공, 원산지로부터 수입

1

무역, 중개인

1

합계

42

출처: FLOCert(2018)

조직의 형태로는 회사 24개, 협동조합7) 21개, 협동조합그룹
6) 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인증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증 받은 조직 수는
52개이지만 취급하는 품목 수는 5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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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group)8) 2개 등이다. 대부분의 조직들이 2000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2010년 이후 인증을 받은 조직이 32개이다. WFTO
인증의 경우 수공예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상인 조직을 제외하고 모
두 2000년 이후 인증을 받았다. EU의 지원으로 베트남 공정무역 촉
진 사업을 진행한 VIRI 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 사업을 통해
총 17개 공정무역조직이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이다.
<표 5> FI와 WFTO 인증조직의 법적형태
법적형태

FI
17
23
2
42

회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그룹
NGO
연구기관
미상

WFTO
7
1
1
1
10

출처: FLOCert(2018)와 저자

<표 6> FI와 WFTO 인증 조직의 설립연도와 인증연도
FI

WFTO

설립연도
3

인증연도
-

설립연도
5

인증연도
-

2000~2009

9

6

2

3

2010~2018

25

28

3

4

~1999

7) 협동조합은 베트남어로 합작사(Hợp Tác Xã, 合作社)라고 부르며 최소 7명의 개인으
로 설립되는 경제조직이다. 1927년 호치민의 저서를 통해 협동조합 개념이 처음으
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3번의 법 제정 및 개정을 거쳤다. 현재 2012년 협동조합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총 19,487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중
11,756개는 농업협동조합이다(Vietnam Cooperative Alliance 2018).
8) 협동조합그룹(cooperative group)은 베트남어로 합작조(Tổ Hợp Tác)이며, 준협동조합
(pre-cooperative)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소 3명의 개인으로 구성되고 동/읍/사(행정단위)
등 사무소의 승인을 토대로 설립된 조직이다. 이와 관련된 정부법령 베트남 민법 제111
조 제1항 151/2007/ND-CP에 의하면 합작조는 공동이익 및 공동책임을 가진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일종으로서 민주적이며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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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5

8
42

-

3
10

출처: 저자

2. 베트남의 공정무역 수출 품목과 주요 쟁점
베트남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EU의 지원 하에 VIRI가 주
도하고, 베트남 차 협회(Vietnam Tea Association), 베트남 커피 및
카카오 협회(Vietnam Coffee and Cocoa Association), 베트남 수공예
수출업자 협회(Vietnam Handicraft Exporters Association)가 공동으
로 베트남의 공정무역 유망품목 차, 커피, 코코아, 향신료, 수공예
5가지에 대한 잠재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Project
Promoting Fair Trade in Viet Nam 2015).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 5위의 차 수출국이다.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과 아시아, 유럽이
며, 수출되는 차의 대부분이 예비처리의 단계만 거친 후 대형포장의
형태로 상표 없이 수출되고 있었다. 수출량은 많지만 이를 대표할
만한 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수입국에서 가공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가공품 형태로는 수출이 어렵기도
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참여기업들의 낮은 자본력, 마케팅 및 대외
무역의 계약이나 협상에 취약한 점 등은 낮은 가격형성의 원인들로
지적된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정무역 인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차를 생산 또는 유통하는 기업 중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곳은 2015년 2곳에서 2018년 현재 6곳으로 늘어났다.
커피 산업은 베트남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베트남 젊은 소비층의
증가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커피생산에 참여하는 가구수는 약
55만에 이르며, 주요 생산지역은 닥락(Dak Lak), 닥농(Dak N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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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동(Lam Dong), 짜라이(Gia Lai), 컨툼(Kon Tum) 등의 중부고원지
대다. 전체 수확량의 93~95%가 수출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격이
낮은 원두 상태로 수출된다. 베트남 커피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은
현재 유기농과 UTZ, Coffee 4C, Rain Forest Alliance 등의 지속가능
성 인증과 공정무역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Coffee 4C이며,
공정무역 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2018년 현재 16개이다. 베트남의 커
피의 경우 이미 생산량이 많고, 공정무역 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향후 추가적인 공정무역 인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정부 및 구매회사의 기술지원과 국제기구들의 지속가능한
코코아 개발 자금이 투입되면서 베트남의 코코아는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세계시장의 수요가 크고 정부차원의 개발정책이 뒷
받침되면서 향후 가격면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현
재 공정무역 코코아는 전세계 120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으며, 코코
아 생산자는 2012-13년 공정무역 공동체지원금으로 980만 유로를
벌었다. 그러나 점차 높아지고 있는 수입국의 기술적 표준의 요구는
코코아 생산 농민들에게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무
역인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는 70품목 이상이며, 후추는 이
윤이 가장 높은 품목이다. 전세계 후추의 30%가 베트남에서 생산되
고 있다. 베트남 후추는 95%가 수출되며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는 200개가 넘는다. 현재 공정무역 인증을 보유한 곳은 2곳에 불
과하지만, 향신료 관련 기업들이 재료의 품질과 환경친화성을 중요
시하고 있어, 향후 추가 인증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Project
Promoting Fair Trade in Viet Nam 2015).
베트남의 수공예 산업은 빈곤 퇴치, 문화정체성 유지, 여성 및 소
수민족의 양성 평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수출품
목은 라탄, 세라믹, 목재, 자수, 섬유 등이며 가장 큰 수출시장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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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미국가이다.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은 세계 수공예품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수공
예 또는 신발 관련 기업 중 9개가 WFTO 인증을 받았다.

Ⅴ. 베트남 FTO 사례분석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FTO 중 4개를 분석한다. 분석틀에서 제시한
조직의 존재 이유, 생산자 임파워먼트, 네트워크 형성과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과 옹호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개혁적 접근,
절충적 접근, 그리고 점진적 접근을 하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혁적 접근: Craft Link와 CDI & GFT
베트남에 공정무역이 알려지기 전부터 베트남의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공정무역에 대한 정보
는 없었지만 베트남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Craft Link와
CDI & GTF이다.
Craft Link를 설립한 설립자들은 대부분 베트남에 있는 국제NGO
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프로젝트 기반에 한시적으로 머물다가 떠
나가는 국제NGO를 통해서는 베트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Craft Link를 설립했다. Craft Link의 비전은 베트남
의 모든 장인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사명은 전통적 수공예 생산자들이 그들의 문화를 되살리고, 수공예
생산과 마케팅을 통해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Craft Link 2018).
Craft Link는 공정무역을 알기 전부터 베트남의 수공예 생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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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WFTO의 관계자를 만나면서 공정무역
에 참여하게 되었다. Craft Link는 수익을 이사회나 개인을 위해 사
용하지 않고, 새로운 수공예품 개발,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교육
과 기술교육 등에 사용한다.
CDI의 경우도 빈곤한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Center for Development
and Integration 2018). 이들은 아일랜드 정부 등 다양한 해외 지원을
받으면서 베트남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해 왔다. CDI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현재 GFT의 대표가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공정무역을
알게 되었고, 생산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수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자 공정무역 비즈니스를 하는 GFT를 설립하게 되었다. GFT는 윤리
적 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농부들은 실
질적이고 공정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Green Fair
Trade & Production Company Limited 2018).
Craft Link와 CDI & GFT 모두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시작하였다. 스스로 ‘사회적기업9)’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이익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생산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두 조직 모두 생산자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영리
파트에서 생산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다. 생산자 교육과 훈
련은 비영리조직에서 진행하고 무역은 영리조직에서 한다. 즉 지원
조직과 비즈니스 조직을 분리 운영하는 복합 조직의 형태를 만들어,
9) 베트남에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두 가지 법률이 있다. ‘2014년 기업법’과 ‘96/
2015/NĐ-CP 시행령’이다. ‘2014년 기업법’ 제10조에서 사회적기업의 권리와 의무
가 규정되어 있다. ‘96/2015/NĐ-CP 시행령’은 ‘2014년 기업법’에 대하여 상세한 내
용을 기재하여 제2,3,4,5,6,7,8,9,10,11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과 관리 체계를
정리하였다.(베트남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 베트남 법무부 http://tcdcpl.moj.
gov.vn/qt/tintuc/Pages/phap-luat-kinh-te.aspx?ItemID=163;‘96/2015/ NĐ-CP 시행령’
http://vietnamlawmagazine.vn/decree-no-96-2015-nd-cp-of-october-19-2015-5149.htm
l; ‘2014년 기업법’ https://www.hcmiu.edu.vn/Portals/1/Docs/vanbanphapluat/english/
68-2014-QH13-Luat%20Doanh%20ngh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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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생산자 그룹 개발) 프로젝트당 평균적으로 2-5년이 걸린다. 프로
젝트 매니저, 디자이너가 1주일에서 10일정도 직접 방문해서 훈
련을 시킨다. 강도 높은 훈련의 경우 2주 정도 한다. 생산자들이
기술과 경영역량을 키운 후 스스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조
직화된다. 많은 조직들이 프로젝트 이후 협동조합이 된다. 경영
역량이 부족한 수공예 업자들이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들은
협동조합을 운영할 역량이 안된다. 더 강해지고, 임파워먼트 된
다음에 가능하다. 수공예 조직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등록을 한다. 우리는 트레이닝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Craft Link 대표).

Craft Link는 설립시에 10개 생산자그룹과 일하였지만, 20년이 지
난 지금은 70개의 생산자 그룹의 6,500명의 장인들과 일을 하고 있
다. 이중 33개는 소수민족 그룹, 25개는 전통 수공예 마을, 12개는
장애인 그룹이다(Craft Link 2015). Craft Link는 특히 여성들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조직도 지역단위로 조직화
되어 있는 여성연맹이며, 함께 일하는 수공예 생산자도 대부분 여성
들이다.
CDI & GFT는 커피, 차, 견과류, 향신료, 과일과 같은 식품류의
농업생산자를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16개 생산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공정무역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거나, 기술지원, 경영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생산자들을 지원을 위해서
외부 지원을 받는데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공정무역 생산
자들과 거래하는 한국 FTO인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한국국제
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지구촌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통해 베트남 공정무역을 지원한다는 정보를
CDI & GFT가 알게 되었고, 이후 KOICA의 지원으로 Cau Dat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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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과 공정무역인증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과정을 거쳐
Cau Dat 조합원에게 공정무역과 경영관련 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Cau Dat은 FI 인증을 받아서 공정무역 커피 수출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커피 브랜드 및 상품 패키지
디자인과 커피농장투어상품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CDI & GFT는
KOICA, Irish Aid 등의 외부 자원을 받아서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
는 기회를 탐색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공급사슬이 아닌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생산자) 협동조합의
독립성을 키우며 공정무역 성공사례를 만들고 싶다. 이것이 기존
무역과 다른 지점이고, 이것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다.
단지 농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역을 더 잘 지
원하도록 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 더 많은 농민협동조합
이 스스로 공정무역인증을 받고, 좋은 가격에 생산하고 팔기를
바란다. 공정무역은 좋은 가격을 지불한다. 농민 역량도 커진다
(CDI & GFT 대표).

Craft Link와 CDI & GFT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
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나 대외 위상을 높
이기 위한 것 등 목적은 다양했다. Craft Link는 베트남 여성연맹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여성 생산자 지원을 함께 하거
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 이사회에
는 옥스팜 홍콩과 같은 국제NGO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CDI & GFT
는 국내외 다양한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금 조달뿐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었다.
이 두 조직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리는 일에도 적
극적이었다. Craft Link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3개의 매장을 보유하
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생산자들과 함께 대규모 수공예박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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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서 장인들이 직접 고객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하루 5천명
정도의 고객과 바이어가 참여한다. 장인들은 고객들에게 직접 제품
을 팔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기회를 갖게 되고,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때 베트남인들을 자원봉사자
로 참여시켜 소수민족과 공정무역에 대해 교육한다. 그리고 소수민
족의 문화를 포함하여 베트남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전시회를 열기
도 하는데, 이는 대중들에게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인들
이 자긍심을 갖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내수 확대 목적도 있다.
CDI & GFT도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장을 개설했으며, 청년
들을 위한 공정무역 창업 경진대회를 열거나,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공정무역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전
시회나 박람회를 할 때, 공정무역을 소개하고, 농민들을 초대해서 그
들의 상품을 소개한다. 웹사이트, 공공채널, TV 인터뷰 등을 통해
소개하기도 한다. 두 조직 모두 베트남을 공정무역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조직은 베트남의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공정무역을 알게 되고 공정무역이 조직의 사
명과 부합하기 때문에 수용하게 된 경우이다. 두 조직 모두 운동성이
강한 조직으로 생산자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공정무역을 알리고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 매장 운영 및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베트남 소
비자에게 공정무역을 이해시켜 내수를 키우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
다. 조직의 존재 이유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측면,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측면에서 두 조직은 개혁적 접근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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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충적 접근: Ecolink
Ecolink는 2001년에 관행무역으로 차를 수출하는 회사를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는 2명의 대표들이 유기농과 공정무역을 전담하기 위
해 설립했다. 다국적기업에서 차를 수급하는 일을 하던 대표는 회사
를 그만두고 ‘지속가능한 공급사슬을 구축’하려고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사명에는 ‘인증 받은 유기농과 공정무역을 구축함으로써 소
수민족 농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Ecolink
Co. Ltd. 2015). 사명에서 드러나듯이 이 조직은 공정무역과 유기농,
두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한다. 현재 Ecolink는 공정무역과 유기
농 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생산자조직과, 유기농 인증만
을 보유하고 있는 3개의 생산자조직과 함께 일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차이고, 생강과 계피도 취급한다. 대표는 2005년에 공정무역
과 유기농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당시 베트남 정부에 기금을 주고 유기농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
원하던 뉴질랜드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가 공
정무역과 유기농을 알려주었다. 공정무역이 싱글오리진을 팔기
좋은 시장이고, 생산자와 바이어를 연결하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Ecolink 대표).

그는 처음 공정무역을 접할 때 유기농도 알게 되었다. 공정무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략적으로 유기농과 공정무역을 함께 수용하
고 있었고, 공정무역보다는 유기농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
다. 생산자를 처음 발굴할 때는 좋은 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을 먼저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유기농 인증을 받는 과정부터 시작
한다. 그러면서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이후에 협동조합이 구성되
면 공정무역 인증을 받도록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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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땅이 많지 않다. 그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
지 않는다.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했다. 공장을 짓고, 경작에 투자
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협동조합 구성이 쉽지 않다. 협동조
합 운영방법을 배워야 한다. 세금을 내고,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농민그룹을 만들고 리더를 찾는다. 하나 둘, 충분히 그
룹이 형성되고 난 후에 협동조합을 만든다. 그 협동조합이 동시
에 공장과 파트너가 된다(Ecolink 대표).

Ecolink 대표는 공정무역을 하기 위해 생산자를 조직화 하는 과정
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질 좋은 차는 생산할 수 있지만 생산자
그룹이 조직화가 되지 않은 곳은 유기농 인증을 먼저 받으면서 협업
하는 과정을 연습한다. 그 과정에서 생산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구
성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그는 인증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생
산자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한다고 했
다. 그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목적은 생산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한편, 베트남에서 생산된 특정 지역의 차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다.
강한 공급사슬이 필요하다. 강해지려면 좋은 협동조합, 강한 조
직, 운영이 잘 되는 공장, 바이어가 필요하다. 특히 생산 파트가
중요하다(Ecolink 대표).

그는 공급사슬을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정적으로 구축하
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특히 차와 같은 식품의 브랜드를 강
력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유기농 인증을 통해 생산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무역인증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여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의 차를 생산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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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공정무역인증을 받은 생산자
공동체가 변화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들(Ban Lien Tea Cooperative)의 삶은 매우 달라졌다. 삶의 균
형이 생기고 행복해한다. 집도 더 깨끗해지고, 정리되고, 사람들
은 건강해졌다. 예를 들어 Ban Lien에 가면 야채밭이 없었다. 울
타리를 만들 줄 몰랐기 때문이다. 소가 모든 곳을 돌아다니고 아
무거나 먹게 두었다. 그래서 야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 공장
에서 밭을 만들고 야채와 닭을 키웠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도 똑
같이 따라하고 있다(Ecolink 대표).

반 리엔(Ban Lien)은 해발 900미터의 산속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
부분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이다. 반리엔은 라오 카이(Lao Cai) 지
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차 가공 공장을 만들어 소득을 증대하고
공동체 발전을 모색하였다. 경험 부족으로 시장에 접근하는데 성공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지역 정부가 회사에 연락을 해왔고,
포드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생산 역량 강화 및 마케팅을 지
원 할 수 있었다(Ecolink 2015).
이들은 공정무역보다는 유기농 분야의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표가 베트남유기농협회(Vietnam Organic Association)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활동할 정도로 유기농 생산과 판매를 강화하려
는 의지가 강했다. 그리고 대표는 아직 베트남 사회에서 공정무역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유기농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Ecolink의 대표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생
산자들이 공정무역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
나 영리조직의 성격이 강했다. 소비자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서
베트남 사회에 공정무역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생산자가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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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차를 생산하여 브랜드를 강력하게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
었다. Ecolink는 생산자 임파워먼트 측면에서는 개혁적 접근을 하고
있으나, 조직의 존재 이유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측면, 그리고 자국
의 소비자 대상 교육이나 캠페인이 부족한 측면에서는 점진적 접근
에 가까웠다. 그래서 Ecolink를 개혁적 접근과 점진적 접근 사이의
절충적 접근으로 판단하였다.

3. 점진적 접근: Craftbeauty
Craftbeauty는 창업자 부부가 2004년에 설립한 회사로 현재 “공정
무역 조건하에서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패션 상품을 생산”한다는 사
명을 가지고 있다. 2005년에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무역 인증기
관에 가입했고, 2008년에 WFTO 가입했으며, 전체 생산품 중에
“70%를 공정무역 관련 조직과 매장 등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46명
의 직원들과 함께 원단수급, 디자인, 제조, 수출의 전 과정을 모두
회사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이 약 30% 이
다. 베트남에서 장애인이 하루 벌 수 있는 돈은 7만 동 정도인데,
이 회사는 2배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을 차별없이 고용하고,
일반인과 같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대표들은 해외 박람회를 가서 회사의 비전과 목적을 설명하자, 이
를 들은 외국인들이 공정무역 개념을 알려주었고, 자신들이 추구하
는 방향과 부합하여 공정무역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5년에 독일 박람회를 돌면서 다양한 바이어를 만났는데 장애
인, 여성과 수공예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10명 중에 1~2명이 공
정무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고, 인터넷을 보고
공부하게 되었다. 그 당시 베트남에 Craft Link와 저희 정도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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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역을 알았다(Craftbeauty 대표).

이들은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비즈니스를 통해 장애여성들의 삶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처음에 외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했
으나 불량품이 많았고, 이후 품질관리를 위해서 내부에서 직접 생산
하기 시작했다. 품질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NGO와 프로젝트를 할 때 직접생산을 하지 않아서 품질관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했다. 설립 당시 지향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박람회에 참여하여 바이어를 만나면서 방향을 정
했다. 미국 프로젝트 당시 생산품의 70%가 불량이었다. 수공예마
을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불량품이 많다(Craftbeauty 대
표).

이들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에서
생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외부 지원이나 도움 없이 조직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자 교육
과 훈련을 하고 있었다. 수출하기 전까지의 공급사슬 상의 모든 단계
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
고 있었다.
Craftbeauty는 다른 FTO들과는 달리 생산을 내부화 하였다. 독립
적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를 고용하는 방식
으로 공정무역을 전개하고 있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있었으나, 생산자들과 고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산자와의
관계는 다른 FTO보다 통제적이었다. 또한 소비자 캠페인과 교육 등
을 통해서 베트남 사회에 공정무역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좋
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
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Craftbeauty는 생산자 임파워먼트 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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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존재 이유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측면, 그리고 소비자 대상
교육이나 캠페인 측면에서 점진적 접근에 가까웠다. 그런 이유로
Craftbeauty를 점진적 접근을 한다고 평가하였다.

4. 사례분석 결과
베트남에서 공정무역은 새로운 개념이다. 베트남의 공정무역은 소
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는 소수 엘리트들이 FTO를 설립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 베트남 FTO들은 개별 조직
의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FTO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시장이 많이 커졌
으나, 대부분의 FTO들은 공정무역 생산자들이 생산한 공정무역 인
증 제품을 100% 공정무역으로 팔지는 못하고 있었다. 일부를 공정
무역으로 팔면 일부는 관행무역으로 팔거나 인증에 대한 노출 없이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FTO 대표들은 어떠한 전
략과 방법으로 판매를 늘릴 것인가, 어떠한 방법이 생산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공정무역에 대해 모두 동의
하고 있었으나, 판로확대를 위해 유기농과 같은 인증을 함께 도입하
거나, 유기농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실제로 CDI & GFT나 Ecolink의 경우는 공정무역과 유기농 식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었고,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 강화를 시도
하고 있었다. 생산자의 판로를 확대하고,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
서 공정무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기농 인증이나 다른 방법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수용하려는 입장이었다.
FTO들이 FI나 WFTO에 가입한 것도 공정무역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조직들에 가입되어 있는 해외 바이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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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내수를 확대하거나, 다른 인
증에 참여하거나, 다른 판로를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
고 있었다.
대부분의 FTO들이 관행무역의 대안으로서 공정무역을 인지하기
보다는 자국 생산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무역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유럽이나 서
구 소비국 FTO들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국의 FTO들은 관행
무역을 벗어나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베트남 FTO들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인 관행무역을 변
화시키고 새로운 구조와 제도를 만들겠다는 목적보다는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비즈니스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베트남 내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정무역이 유효하다고 판단
하여 공정무역이라는 글로벌 제도에 참여하였고, 조직의 목적을 공
정무역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공정무역에 참여하여 시장을 확대하
려는 의지가 강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만을 드러내기
도 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FTO들 사이에는 실천의 차이가 있
었다. <표 7>은 FTO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각 사례를 분석한 것이
다. FTO 별로 이익을 공유하는 수혜자의 범위가 달랐고, 생산자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정도와 방식도 다르게 나타났다. 비즈니스를 강
화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FTO들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FTO가 있었으며, 이들이 만들어 내는 실천 또한
다양했다. 이러한 차이는, 초창기에 조직을 만들어 가는 설립자들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즉, 자신의 문제를 생산자 지원과 같은 비영
리 활동을 통해 풀어가려 하는가, 혹은 비즈니스에 더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 접근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가 정부 관계나 국내 인식개선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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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지 등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 전국에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생산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FTO들은(Craft Link, CDI & GFT)
지방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생산
자를 고용하면서 수출에 집중하려는 FTO들은(Ecolink, Craftbeauty)
정부와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후 베트남 FTO들이 베트
남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통해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표 7> 베트남 FTO 사례분석
FTO 이름
조직형태
조직의
존재이유
생산자 관계
네트워크
형성

Craft Link, CDI & GFT
Ecolink
Craftbeauty
NGO와 기업
기업
기업
생산자 역량강화 및
생산자 역랑 강화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판로확대
브랜드 구축
독립 생산자 조직 육성 독립 생산자 조직 육성
내부 고용
공급사슬 상의 파트너와 공급사슬 상의 파트너 공급사슬 상의
해외 기관 등 폭넓게 형성 유기농 네트워크
파트너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교육과 옹호
생산자 역량 강화
생산자 역량 강화
대상 교육과 옹호 활동
접근 방식
개혁적 접근
절충적 접근
점진적 접근

출처: 저자

Ⅵ. 결론
본 연구는 생산국의 공정무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기술
하고, 생산국 FTO를 사례분석 하였다. 생산국 중에서도 베트남과 같
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통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에서 공정무역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대
부분의 공정무역 생산국 연구는 공정무역의 영향과 성과에 대한 평
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공정무역 생산국가로
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국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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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강한 베트남의 FTO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베트남 FTO들은 발전초기부터 국제개발협력
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공정무역 실천 동기와 철학을 기반으로 자신의 발전동력을 얻고, 이
를 통해서 독자적 발전 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베
트남의 독자적 발전전략과 유형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베트남 FTO들이 베트남 공정무역의 가
치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촉진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
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남반구 생산국처럼 북반구 FTO, 인증기관,
국제개발협력단체 등이 베트남 공정무역의 핵심주체가 아니라는 점
이다.
베트남 FTO 사례분석 결과, 북반구 FTO가 오랫동안 실천결과로
얻은 개혁적 접근과 점진적 접근이라는 긴장과 공존관계를 베트남
공정무역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FTO의 활동을 보면, 북반구 소비국의 주도성에 의존한다고만 생각
할 수는 없다. 베트남 사회의 내부 개선요구와 발전 열망을 공정무역
의 가치와 실천에서 스스로 찾고,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생산자의
역량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공정무역 실천에서 강조하는 생산자 역
량강화가 국제 FTO만이 아니라 베트남 FTO에 의해서도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다.
베트남에서 공정무역 비즈니스가 증가하면서, 일반 수출회사들이
해외 시장의 요구로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공정무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수익을 우
선으로 한 상품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공
정무역이 수출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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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들은 개혁적 접근과 점진적 접근, 그리고 절충적 접근이
공존하는 긴장 관계가 베트남 공정무역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여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서 베트남의
공정무역 발전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무역 연구는 단지 공정무역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 베트남 사
회의 변화와 이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의 변화까지 파악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무역은 비즈니스에 참여하기만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공정무역의 영향력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공정
무역의

영향력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17). 따라서 장기적으로 베트남 사회에서 공
정무역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가
치사슬 상에 있는 주체들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 FTO 중 4개의 조직 만을 사례연구방법으로 분
석했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베트남 전체 FTO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베트남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FTO와 생산자 단체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제개발협력단체와의 협력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범위와 대상, 그리고 연구방법의 확장을 통
해 베트남 공정무역의 발전과 영향력,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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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Vietnam’s Fair Trade:
The Case Study of Fair Trade Organizations

KIM Sunhwa·HWANG Seonyoung·
NGUYEN Haphuong·JANG Seungkwon
(Sungkonghoe University)

This research is concerned with the current state and uniqueness
of Vietnam’s Fair Trade through the case study of Fair Trade
Organizations (hereafter FTOs) in Vietnam. Vietnam has emerged a
successful developing country with rapid economic growth under the
socialist regime, while the incom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still growing. Especially the poverty is becoming a serious issue
for ethnic minorities and smallholder farmers in the mountainous
areas. Fair Trade in the early stage has been initiated, and still is led
by the chariti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of the Global
North. But Vietnam’s Fair Trade has been introduced by local
Vietnamese who have been motivated to solve their own problems
voluntarily. This is different from other Fair Trade producing
countries in the Global South. It’s noticeable that Vietnam’s FTOs
are playing a significant role of adopting and applying Fair Trade
practices. Concerning Fair Trade producing countries the researchers
are mostly focusing on Africa and Latin America and the them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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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y to do with the impact of Fair Trade producers. There are very
few research outcomes on the analysis of producing countries’ FTOs
and their motives and developing processes. The research findings can
contribute to understand not only Vietnam’s challenges and issues,
but also Fair Trade producing countries in general.
Key Words: Fair Trade, Vietnam, Fair Trade Organization (FTO), cas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