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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여/ 구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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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의 경우, 별도 가격 문의 부탁 드립니다.  
• 판매 제품 모두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에서 실제 제작비용만으로 제작/발송 합니다. 

• 택배비(3,000원~)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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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기존 국제무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적 접근으로서, 생산자와 무역업자들,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파트너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공정무역 기준에 따라 인증된 농산물을 판매할 때, 더 나은  
조건의 무역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정무역은 소비자들에게 일상의 소비활동을 통해 빈곤문제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 합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이 더 확산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 불공정 무역 시스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정무역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는 여러분들의 캠페인이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대여 및 구매  
가능한 공정무역 물품, 행사 물품들을 카탈로그로 제작 하였습니다.  
 
대여 및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국제공정무역기구한국사무소 팩스(02-
725-0383) 혹은 이메일(adpro@fairtradekorea.org)로 신청서 제출 부탁 드립니다.  

공정무역(Fairtrade)은 글로벌 무역에 인간적인 얼굴을 
심어줍니다.  
 
공정무역은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국제시세에 상회하는 정당한 가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해 더 공정한 무역
을 보장하여 그들이 더 나은 미래와 지역을 위해 투자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시스템(Fairtrade System)은 140개 국가에서 
수많은 활동들이 연관되어 있는 가장 크고 광범위한 글
로벌 움직임 중 하나 입니다. 공정무역(Fairtrade)은 사
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조건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공정무역(Fairtrade)은 사람이 
먼저 입니다.  



공정무역 인증 면화 티셔츠  
 
티셔츠 구매 후 자체 인쇄 가능 하며,  
공정무역 디자인으로 인쇄 희망 시 구분하여  
주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1. 티셔츠 + 자체 인쇄  
     (1-1 혹은 1-2로 주문 접수 바람)  
2.  티셔츠 + 공정무역 디자인 및 인쇄  
    (1-3 ~ 7 주문 접수 바람)  
3. 티셔츠 + 카탈로그 외 디자인 신청 
     (1-8 주문 접수 바람)  

제작/판매 제품(Sales)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티셔츠 1장 이상 XS ~ XL 호주 

1-1. 베이직티셔츠(블랙)   1-2. 베이직티셔츠(그레이)   
        

금액 30,000원/개 
 
기본 디자인  
 
*단체주문(20장 이상) 시  
금액 문의 바람  

금액 30,000원/개 
 
기본 디자인  
 
*단체주문(20장 이상) 시  
금액 문의 바람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티셔츠 1장 이상 XS ~ XL 호주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티셔츠 1장 이상 XS ~ XL 호주 

1-3. 커피 디자인   
1-4. 커피 워딩 디자인  

금액 37,000원/개 
 
 
*단체주문(20장 이상) 시  
금액 문의 바람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티셔츠 1장 이상 XS ~ XL 호주 

1-5. 공정무역 워딩(노랑)  
1-6. 공정무역 워딩(핑크) 

금액 37,000원/개 
 
 
*단체주문(20장 이상) 시  
금액 문의 바람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티셔츠 1장 이상 XS ~ XL 호주 

1-7. 공정무역 슬로건 

금액 37,000원/개 
 
 
*단체주문(20장 이상) 시  
금액 문의 바람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티셔츠 1장 이상 XS ~ XL 호주 

1-8. 자체제작 티셔츠 

반팔/긴팔 선택 후 컬러 및 디자인 시안 결정 후 제작  
 
금액 문의바람 
 
* 단체주문(20장 이상) 시 금액 문의 바람  
* 제작은 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참고 바람.  



제작/판매 제품(Sales)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에코백 1장 이상 One Size 인도 

1-9. 베이직 (블랙)   1-10. 베이직 (아이보리) 

금액 5,000원/개 
 
기본 디자인  
 
*단체주문(20장 이상) 시  
금액 문의 바람  

금액 4,500원/개 
 
기본 디자인  
 
*단체주문(20장 이상) 시  
금액 문의 바람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에코백 1장 이상 One Size 인도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뱃지 12개 이상 한국 

1-13. 뱃지 

금액 300원/개 
 
6개 타입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폴더 5개 이상 한국 

1-14. 폴더  

금액 1,000원/개 
 
한솔제지 FSC인증  
앙상블E클래스로 제작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종이백 10장 이상 한국 

1-15. 종이백 

금액 1,000원/개 
 
한솔제지 FSC인증  
앙상블E클래스로 제작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일반 브로셔 10장 이상 한국 

1-16. 일반 브로셔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에코백 1장 이상 One Size 인도 

1-11. 페어니스 에코백  1-12. 공정무역 풍선 

금액 4,500원/개 
 
크로스백 
 
*단체주문(20장 이상) 시  
금액 문의 바람  

금액 300원/개 
 
컬러 랜덤  
 
제작비용 발생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풍선 10개 이상 One Size 한국 

금액 500원/개 
 
한솔제지 FSC인증  
앙상블E클래스로 제작 
 



제작/판매 제품(Sales)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B2B 브로셔 10장 이상 한국 

1-17. 기업 지원용 브로셔 1-18. 공정무역 상ㅇ품 

금액 500원/개 

 
한솔제지 FSC인증  
앙상블E클래스로 제작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  
구체적으로 명시 주시면  
판매 기업 연결 드립니다.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스티커 10장 이상 One Size 인도 

1-19. 판매처 스티커 1-20. 공정무역 연필 

금액 300원/개 금액 1,000원/개 
 
최소수량 10개   
 
지속가능인증 나무로 제작 

구 분 최소수량 규 격 제조국 

연필 10개 이상 One Size 독일 

1-21. 공정무역 사진 

금액: 가격 문의   
 
사진전용 공정무역 사진은 인쇄가능 파일로 전달 드립니다.  
사진전 혹은 캠페인용으로만 사용 가능 합니다.  
 
모든 저작권은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가지고 있으며, 허가 없이 사용 시  
당 사무소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대여(Rental) 

구 분 수 량 규 격 제조국 

코스튬 4 성인2유아2 스웨덴 

2-1. 바나나 코스튬 2-2. 비닐 바나나 코스튬 

성인 2벌  
 
유아 2벌(성인 여성 가능)  

원사이즈 4벌 

구 분 수 량 규 격 제조국 

비닐코스튬 4 One Size 

구 분 수 량 규 격 제조국 

바나나풍선 

2-5.  바나나 풍선 

문구  
Go Bananas For  
Fairtrade!  

구 분 수 량 규 격 제조국 

만국기 10m * 7개 

2-3. 만국기  2-4. 공정무역 마크 깃발 

10m * 7개 깃발만 대여 가능 

구 분 수 량 규 격 제조국 

깃발 1개 한국 



신청서(Application) 

Application 

• 타 대여 일자와 중복 시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판매상품의 경우, 제작 비용만을 받고 있으며, 주문 후 취소/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모든 대여는 직접/택배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대여자가 지불 합니다.  
• 대여 물품의 훼손/분실/얼룩으로 인한 세탁/수선이 필요할 경우, 복구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여 가능 최대 일은 7일로, 그 이상 대여 필요 시 확인 사항에 작성 부탁 드립니다.  
• 올바른 공정무역 자료 사용 확인을 위해 사용처 부분을 자세히 작성 부탁 드리며, 사용 이 후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용 내역 공유 부탁 드립니다.  
 
• 구매 제품의 경우, 신청서 작성, 제출 후 한국사무소에서 확인 뒤 결제 요청 연락 드립니다.  
• 기업/학생 행사용 대량 구매의 경우 한국사무소에서 수량 확인 후 안내 드립니다.  

대여/구매자 명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대여/구매 희망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일간) 

대여/구매 희망 물품 
(번호 혹은 품명 기입) 

 
 
 
 

물품 사용처  
(자세히 기입 요망) 

 
 
 
 

대여/반환 방법 직접 배송 (     )  
 
택배 (     )  
택배 이용 시 주소:  
 
 
 
 
반환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164 국도호텔 21층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앞 02-725-0381 

모든 사항 확인 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여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공정무역 관련 더 자세한 문의: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이새물 과장(02-725-0381, adpro@fairtradekorea.org)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