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OCERT 인증절차(일반)

- 본 인증은 거래(생산,수출,수입,제조,유통 등)자격이며,마크 부착 자격은 추가로 FLO-CERT승인 후 라이센시 신청을 통해 승인 받는다. 

- FLO-CERT는 각 대륙 별 1개씩 지부가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 FLO-CERT India에서 담당한다. 

- 하청업체(소분포장 등)가 있을 시 신청기업이 하청업체 등록 해야 한다. 

- FLO-CERT신청은 원료 한 종류에 대한 신청이며, 취급 원료 추가 시(330EUR/원료군별) 납부.

- 모든 거래, 구매 및 수입은 FLO-CERT 승인 이후 가능하다. 

- ID발급 후 6개월-1년 이내 최초 감사가 나오며, 그 후 3년주기로 방문감사가 실시 된다. 

- *면화를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공장의 업무환경에 대한 인증인 Social Audit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체가능: SMETA, GOTS 등) 

FLOCERT ID는 공정무역 인증원료를 국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며, ID가 있는 기업만이 공정무역 원료를  수입/제조/생산/판매 할 수 있다.

생산부터 제품포장까지 공급망의 모든 기업 및 생산자는 FLOCERT ID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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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CERT 인증절차(소상공인 라이센시)

소상공인 라이센시는 기존 일반 FLOCERT 인증과 동일 하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증 비용, 감사 절차를 더 간소화한 인증 시스템이다. 

소상공인 라이센시는 FLOCERT인증으로, 제품을 출시할 경우 마크사용자격인 라이센시 인증 승인까지 필요하다. 

FLOCERT 인증이 필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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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Cat1 Cat2

신청비 565유로

연회비(일반) 2,940유로 2,035유로

소규모 기업(생산자와 직거래 하지 않는 기업 및
연 매출액 5백만 유로 미만 기업)

1,360유로 450유로

하청업체(최대 3개 가능) 340유로 115유로

취급 원료 추가 340유로 115유로

수입, 수출, 제조 등 공정무역 원료 취급 기업

완제품을 수입하여 재생산/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기업

Cat1

신규업체
하청업체 2곳 이상
복합원료 제품 제조 혹은 신선식품 취급
FLOCERT 자격 정지, 추가 감사 기록 있을 경우
2개 이상의 대표 기준 미준수의 경우

Cat2

Category 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FLOCERT 소상공인 

라이센시 신청이 가능한 기업 

제품에 마크를 인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라이센시 자격을 갖출 기업

거래하는 공정무역 원료는 모두 공정무역 인증 제품으로 제조/판매하는 기업

수입, 수출, 제조 등 공정무역 원료

완제품을 수입하여 재생산/

공정무역 제품 제조하거나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기업

공정무역 최저가격과 프리미엄 지급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업 

수입, 수출, 제조 등 공정무역 원료

완제품을 수입하여 재생산/

연간 총 매출액이 200만 유로(약 25억) 이하의 기업

하청업체가 2곳 이상 되지 않는 기업

소상공인 라이센시는 본 인증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승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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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주기

신청비 565유로(1회 납부 ) 

3년회비 810유로

하청업체 (최대 2개 가능) 340유로

취급 원료 추가 340유로

추가 감사 필요 시 675유로

인증비용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4 국도호텔 21층, T:02-725-0381, E: info@fairtradekorea.org www.fairtradekorea.org www.facebook.com/fairtradekorea 

- 인보이스는 3년 주기로 발행된다 .

- 소상공인인증 또한 최초 ID발급 후 1년 이내 감사가 나오며 그
후 6년 주기로 방문 감사가 실시 된다. 

- 소상공인인증 신청 시, 최근1년 매출자료 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