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SMOS-표준 AISBL 

라이선스 수수료 

버전 1.2 - 2015년 7월 28일 

 

개요 

COSMOS-표준 AISBL은 브뤼셀에 근거한 국제적 비영리기관이다. 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COSMOS-표준 AISBL은 세 가지 타입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라이선스 수수료로, 이것은 COSMOS ORGANIC/NATURAL/CERTIFIED/APPROVED 표시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것이며; 

- 인증자 수수료로, 이것은 인증기관이 COSMOS-표준을 인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며; 

- 회비로, 이것은 회원과 준회원이 COSMOS-표준 AISBL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지불하는 수수료다.  

라이선스 수수료 

라이선스 수수료는 매년 계산되며 전년도의 COSMOS-표준 총 매출에 근거하여 선지불할 수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시장에 최종 형태로 제품을 출시해서 최종으로 책임을 지는 운영자에 의해 얻어지는 영업가치로 

라벨로 확인할 수 있다(제품을 실제로 출시하는 상표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하도급계약 운영자 또는 성분 제조업자의 경우에, 기업간 거래에 의해 얻어지는 영업가치의 절반; 

 자체로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운영자의 인증 중 일부를 담당하는 취급자의 경우로, 제로 

영업가치(자체로 COSMOS-표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COSMOS-표준에 의해서 사용이 허용된 유기질 함량이 없는 성분’에 대해서 승인된 물질당 10유로의 

등록 수수료(관리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된 2.b 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라이선스 수수료를 대신하며 

인증기관이 동일한 방법으로 수금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조업체가 협회의 회원일 경우에도 모든 

물질에 적용된다.  

 

 



 

 운영자 타입에 따라서 지불 가능한 라이선스 수수료 

COSMOS 영업 (누적범위) 정상 (기타 모든 운영자) 창립인증자의 고객 
(ECOCERT, ICEA) 

창립협회 회원 
(BDIH, COSMEBIO, SOIL 

ASSOCIATION) 

€1m까지 0.40% 0.25% 

협회에 대한 정상 수수료의 
일부분으로 지불 

€1m - €2m 0.35% 0.20% 

€2m - €8m 0.20% 0.10% 

€8m - €20m 0.10% 0.05% 

€20m 이상 0.05% 0.01% 

예: 영업이 €1.5 백 만인 경우, ‘정상’ 수수료는 (1m x 0.4%) + (500k x 0.35%) = €5750이 된다. 

주의: 

라이선스 수수료에는 VAT가 부가되며, 이것은 (운영자의) 원산국에서 지불 가능하다. 

최소 수수료는 €250 유로이며, 이것은 따라서 첫 해의 라이선스 수수료가 된다. 

2017년 라이선스 수수료(즉, 2016년 영업가치)까지 라이선스 수수료(그리고 최소 수수료)는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불조건 

인증기관은 정상적 라이선싱과 수수료 절차에 따라서 매년 고객으로부터 라이선스 수수료를 수금해야 하며 
이것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으로 30일 안에 COSMOS-표준 AISBL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