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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시  인증절차 

본 인증은,  
 

- 전체 공급망의 기업과 생산자가 FLOCERT ID가 있는지 확인하며, 기업의 올바른 공정무역 마크 사용을 확인 하기 위함.   
- 라이센시 인증 없이 제품에 마크 부착 또는 “공정무역” 표기 불가.  
- 신청 비용 없음.  
- 마크 사용료인 라이센시 비는 매 분기 제품 납품 액의 2%를 온라인으로 보고 및 납부 (제품별 라이센시 비 상이함). 
- 신규 제품 디자인 변경 및 출시 시 추가 보고 필요 (비용발생 x)  

 
제품 승인 기준  
제품 승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들이 준수 되어 야 한다.  
 
-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공정무역 원료는 생산자부터 신청기업까지 전 공급망의 FLOCERT ID확인. 
- 제품의 원료 중 공정무역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원료들은 모두 공정무역 원료로 대체.  
     (공정무역 원료로 소싱이 가능한 원료를 내부적 문제 등으로 일반원료로 사용할 경우 승인 불가)   
- 여러 원료가 섞인 제품일 경우, 공정무역 대체 완료한 원료들이 전체 함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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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시 인증은 국제공정무역기구(FI)에서 인증하는 공정무역 마크 사용 자격으로, FLOCERT인증을 받은 기업 중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여 출시하는 
기업이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증. (FLOCERT ID가 있다고 공정무역 마크를 무단 사용 불가) 
모든 마크 사용은 국제공정무역기구 국가 사무소의 승인을 통해 사용 가능함.  
 
아래에 해당 될 경우 라이센시 인증이 필요 
 
- FLOCERT ID가 있는 기업 중 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 오너 기업  
  

 
 

Fairtrade Korea /info@fairtradekorea.org www.fairtradekorea.org www.facebook.com/FairtradeKorea 

<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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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FLOCERT  ID 발급 후,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에 제품 등록 신청서 요청  
2. 서류: 신청서 작성 후, 한국사무소로 전달  
3. 아트워크: 공정무역 마크(전면), 공정무역 성명(후면)이 부착 된 제품 디자인 시안 제출  
4. 승인: 최종 허가 및 승인 이 후 제품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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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Ingredient 
name  

% of overall 
volume 

Is it organic? 

 
Is it Fairtrade? 

 
Brief description  

Coffee bean 100 Yes Yes 

Supply Chain 
INFO  

FLO ID Name of  
operator 

Is this operator a 
subcontractor?  

 

Is this operator the Fairtrade 
Minimum Price and/or the 
Fairtrade Premium Payer? 

Producer 21835 AA coffee No 

Exporter 6285 AA coffee No 

Importer 69845 BB coffee No Yes 

Manufacturer 6888 CC coffee No 

Distributor 8975 CC coffee No 

Licensee Questionnaire 예시  

• 출시 제품의 정보 확인  
   (제품명, 사이즈, 브랜드명 등)  
 
• 공정무역 원료 함유량 확인 
•   
• 제품 전체 유통과정 기업/생산자     

FLOCERT  ID 확인   

mailto:/info@fairtrad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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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명  
• 제품 명 
• 제품 설명 (optional)  
• 공정무역 마크  
• 공정무역 성명  

*제품 외 마케팅용 공정무역 마크 사용 또한 국제공정무역기구 국가사무소로 부터 승인 받아 사용 가능하다.  
마크관련 담당: 조소연 부장(info@fairtrad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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