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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가닉 섬유기준은(GOTS)은 원료
의 수확에서부터 환경적,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인증 라벨에 이르기까지의 정보
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자, 필요한 규정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
기준으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설
립되었습니다.
오가닉 섬유 소비의 증가와 산업, 소매
분야의 통합된 공정 기준의 요구에 따
라, 국제 오가닉 섬유 기준은 이미 세계
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공업
자와 생산자가 하나의 인증서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주요 시장에 오가닉 섬유제품
을 공급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 관해
국제 오가닉 섬유기준 워킹그룹은 명
성 있는 4개의 국제기구 OTA (USA), IVN
(Germany), Soil Association (UK) and JOCA
(Japan)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국제기구는 국제 조직, 전문가 연
합, 유기 농법과 섬유 공정의 환경적 사화
적 책임에 대해서 대한 전문적 지식을 통
해 국제 오가닉 섬유기준 워킹 그룹에 공
헌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
GOTS 웹사이트의 정보센터에서는 GOTS
뉴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우리
와 관련된 모든 공식문서에 대한 다운로
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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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가닉 섬유기준
생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제품
을 위한 포괄적인 원칙

WWW.GLOBAL-STANDARD.ORG
오가닉 섬유기준
국제 오가닉 섬유기준(GOTS)은 세계적으
로 오가닉 섬유로 만들어진 섬유산업을
이끌어가는 생산 기준으로써 인식되었습
니다. 이 기준은 높은 수준의 환경, 사회적
정책을 모든 오가닉 섬유 유통망이 따라
야 할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현장심사와 특히 독립적인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된 가공업자, 생산자, 거래자의
인증서는 GOTS 감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OTS 인증을 받
은 섬유산업의 신뢰성을 보증합니다.

등록증 & 라벨
GOTS 인증의 완료와 함께, 인증 받은 업체
는 각각의 GOTS 상품에 GOTS 기준과 로
고 사용을 포함하는 GOTS 프로그램에 참
여 자격이 부여되는 인증서를 획득합니다.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인증 수수료는 “등
록증 & 라벨 가이드”에서 정의하고 있습
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
GOTS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필요
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의 공급망, 지역,
사업분야 그리고 인증 받은 제품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