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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TRADE HOSPITALITY PROGRAMME  

1. 공정무역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정당한 금액과      

공정무역 프리미엄 (장려금)을 지급하는 무역 형태입니다. 

아동노동, 여성노동자 차별, EU에서 금지한 농약사용, 유전자 변형 물질 사용들을 금지하며,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지원합니다. 

 

2. 공정무역인증 호텔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국제기준과 원칙하에 제조된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호텔 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지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호텔을 말합니다 

 

3. 공정무역 호텔 등급 안내   

＊공정무역 호텔 등급은 총 5개 지구 등급입니다. 공정무역인증 호텔 지구 상징은 어린이, 여성,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5개 대륙을 나누어 표현합니다. 

 

 

4. 절차 

1) 신청서 접수: 접수 후 국제공정무역 직원이 호텔에 대한 관련 안내 및 인증식 안내 드립니다. 

2) 심사: 당 기구에서 지정한 심사위원이 현장 방문과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3) 인증 수수료: 100만원 (심사위원 심사, 현장 평가/인터뷰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사용될 비용)  

카테고리 리스트 최소 수량 세부 내용

식품/음료
커피, 차(Tea), 설탕, 음료, 잼,

스프레드, 주류, 과일, 스낵류
3

어매니티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화장솜, 면봉
2

객실 면화
페이스타올, 핸드타올, 바스타올,

풋매트, 바스가운 (테리/와플), 성인·아동 슬리퍼
2

린넨 침대커버, 듀벳커버 (이불커버), 베개커버 1

직원 유니폼

& 기타

유니폼 (프론트, 하우스키핑, 작업복),

앞치마, 티셔츠, 에코백
1

각 카테고리 리스트 내

최소 수량 충족 시

지구 등급이 1개씩

추가됩니다

mailto:info@fairtradekorea.org
http://www.fairtradekorea.org/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21st Fl., Hotel Kukdo, #164 Euljiro, Jung-gu, Seoul, 04548, Korea 

T: 02-725-0381   F: 02-725-0383    M: info@fairtradekorea.org                                          

www.fairtradekorea.org, www.facebook.com/fairtradekorea 

Hospitality 2/3 

 

        

APPLICATION FORM (지원서) 

－FAIRTRADE HOSPITALITY PROGRAMME -  

본 호텔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윤리와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Hospitality Programme 내에  

공정무역호텔 인증 심사를 자랑스럽게 지원합니다. 

안내: 지원서를 작성한 후에 이메일 (hospitality@fairtradekorea.org)이나 팩스(02-725-0383)로 제출합니다. 

호텔정보 

 

본 호텔은 국제공정무역 Hospitality Programme내에 호텔사업에 지원을 희망하여 이에 서명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성함: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성함: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호텔명

대표

희망 등급      지구 1 (    )      지구 2 (    )      지구 3 (    )      지구 4 (    )      지구 5 (    )

직원 수

객실 수

지원 사유

책임자

mailto:info@fairtradekorea.org
http://www.fairtradekorea.org/
mailto:hospitality@fairtradekorea.org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21st Fl., Hotel Kukdo, #164 Euljiro, Jung-gu, Seoul, 04548, Korea 

T: 02-725-0381   F: 02-725-0383    M: info@fairtradekorea.org                                          

www.fairtradekorea.org, www.facebook.com/fairtradekorea 

Hospitality 3/3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공정무역 호텔"        

취급 가능 품목 리스트 

 

＊ 국제 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 카톨로그가 필요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선우 대리    (T: 02-725-0381, Email: hospitality@fairtrade.org)  

공정무역호텔 동영상 참조  

http://www.fairtradekorea.org/main/board/view.php?board_name=resources_kor&view_id=111 

카테고리                                       품  목

커피  원두, 인스턴트, 액상 (더치커피), 캡슐

차(Tea)  티백형, 벌크, 전시용 박스, 상자

설탕  스틱형, 벌크

음료  캔음료, PET, 병

잼 & 스프레드  병, 벌크, 일회용

주류  와인, 보드카, 진, 럼, 후식주

과일  생과일, 건과일

스낵류  초콜릿, 바, 건과일, 과자, 넛츠, 막대사탕, 벤&제리 아이스크림

뷰티용품  화장솜, 면봉, 마스크팩, 코코넛 오일

어매니티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타올류  페이스타올, 핸드타올, 바스타올, 풋매트

린넨류  침대커버, 듀벳커버(이불커버), 베개커버

의류  바스가운(테리, 와플), 유니폼(프론트, 하우스키핑, 작업복), 앞치마 등

기타  성인·아동 슬리퍼, 에코백, 티셔츠, 냅킨, 핸드볼, 풋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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