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Certificate of Conformity (사우디아라비아 신 인증제도)

1. 개요
▣ 정의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

- 사우디아라비아 안전규격, 강제규격
- 이전에 사우디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에서 취득하던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인증제도는 사우
디정부가 WTO에 가입하면서 폐지되었으며, 향후 자국내 시험기관을
▣ 개요
설립하고 사후관리 위주로 안전검사를 할 예정으로, 과도기동안 CoC
방식을 임시조치로 시행하기로 함.
- 이에, 사우디는 2006년 5월부터 모든 수입제품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적합성인증서 (CoC)를 첨부하도
록 통보함.
- 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
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구 : www.saso.gov.sa)
▣ 관련기관 - CoC 인증기관:
KTL을 포함한 기술표준원이 지정한 기관
기술표준원 규제대응과: www.kats.go.kr
-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한함)
사우디의 동식물위생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되며, 이슬람
▣ 대상품목 단,
교리에 따른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는 문서를 증빙할 경우에도
별도의 인증은 필요로 되지 않음.
▣ 적용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SSA(사우디아라비아 표준규격)가 있는 것은 SSA를 적용
없는 것은 IEC를 적용함.
▣ 적용규격 -- SSA가
SSA, IEC 둘다 없는 것은 다른 국가의 기술기준 또는 국제표준에 의해
적용됨.

2. 신규 CoC 도입개요
가. 기존의 수입품 적합성 인증제도 (ICCP) 폐지
사우디 정부는 1995년 11월 초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국으로 수입되는
69종의 규제제품에 대해 '국제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ICCP)' 규정에 따른 '국제 적합성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해 왔다. ICCP는 사우디 시장으로 반입되는 제품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SASO)에서 제정한 표준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SASO의 대리 자격으로 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관장해왔으나,
ICCP는 ‘03년에 마련된 규정(Ministers decision No. 213 dated September 30, 2003)에
의거하여 폐지(발효일자: ’04년 8월 28일)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사우디 상공부의 적합성
인증서가 새로이 요구되고 있다.
나. 사우디 상공부의 新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
사우디의 WTO 가입에 대한 양자 협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우디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시판 전 강제 승인 요건(Mandatory pre-market approval requirement)'인 ICCP가
만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수입 제품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시판 후 관리 매커니즘(post-market surveillance mechanism)'을
공급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시행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ICCP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
상공부 및 재경부 각료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과도기 기간 동안 ICCP를 대체할
적합성 인증제도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인증서 발행기관
사우디는 변경된 제도의 실행을 위한 한-사우디 상호협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사우디정부간에 KATS-SASO MOU 가 2008년 6월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적합성 인증서 발급을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으며,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식 지정된 기관에서만 CoC 발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08년 12월부로 공식 사우디아라비아 CoC 인증발급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사우디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List of agency for Certificates of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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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 인증서는 해당 품목이 수출국의 관할 관리 당국의 감독 하에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쳤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해당 기관은 동 인증서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조업체는 반드시 인증 받은 제품의 사용 과정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대상품목
금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CoC 제도는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단,
사우디의 동식물위생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된다. 또한, 이슬람 교리에 따른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는 문서를 증빙할 경우에도 별도의 인증 과정은 필요로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우디 상공부 웹사이트 (www.commerce.gov.sa/wto)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적용규격
금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CoC 프로그램은 해당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판 후 관리 체계의 기반을 닦고자 함이다. 이 새로운 매커니즘은 SASO의
기술기준과 부합되는 기술기준 및 표준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SASO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기술기준 또는 국제표준에 의해 적용된다.
5. 규제내용
CoC 프로그램은 사우디 정부에서 무작위 샘플 추출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수입품 및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험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출 때까지 운영되는 일시적인
조치이다. 신규 CoC제도는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이 강제기준(기술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용도로서 사우디로 수출 시 해당 품목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수입품이 사우디의 항구에 유입되면 첨부된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작위 샘플
추출이 이루어 질수 있다.

6. 적합성 인증서 양식 (샘플)

Comformity Certification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
Certificate No.
Date of issue:
We (name of the tesfifying body) testify that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tated below according to the attached invoice and which is
exported from (name of the country) have been subjected to laboratory
tests and proven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approved standards in
Kingdom of Saudi Arabia.
Name & address of manufacture: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Invoice No. & date:

Port of loading:

Port of arrival:

Means of shipment:

Country of origin:

Item name & description

Name :
Signature :
Date :
Official stamp :

Packaging

Quantity

Item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