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1. 개요
▣ 정의

Standard Nasional Indonesia (인도네시아국가규격)

▣ 개요

강제/임의

Nasional Indonesia
▣ 관련기관 Standard
http://www.bsn.or.id/
강제대상품목의 경우, 2008년 8월 13일부터 9개 품목을 추가해 총 43개 품목에
▣ 대상품목 대한
관리 목록을 보유하고 있음
▣ 적용국가 인도네시아
▣ 적용규격 SNI (JIS와 IEC검사규격과 일부 동일함)

▣ 기타

-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
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수입규제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
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제품의 경우, 수입시 인증서를 첨
부해야 하며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한다.

2. 인증기관
인도네시아국가규격Indonesian National Standard (abbreviated SNI)은 인도네시아에만 적
용되는 국가규격이며 기술위원회인 BSN에 의해 만들어졌다.

가. BSN (Badan Standardisasi Nacional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은 1997년 에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0년, 2001년에 대통령
령에 의해 위치, 의무, 기능, 권리, 조직구조, 업무조건 등이 변경되었다. BSN 은
KAN (국가 인가기관) 및 KSNSU (계량 단위에 대한 국가 표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KAN (Komite Akreditasi Nacional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은 인도네
시아 국가 인가 기관으로 BSN을 보좌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인가 및 인증 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인가 기관으로 시험, 교정, 인증, 기술 검사 기관 및 기타
표준화 분야에 대한 인가를 담당하고 있다.
다. 인증기관
인증기관 시험 및 인증 가능한 품목이 다르므로 인증 신청 전에 인증기관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LSPro’는 인도네시아어로 인증기관을 의미함.)
(1) LSPr-001-IDN LSPro Pusat Pengujian Mutu Barang (PPMB)
(2) LSPr-002-IDN LSPro Lampung
(3) LSPr-004-IDN LSPro-Pustan Deperin
(4) LSPr-005-IDN LSPro LMK
(5) LSPr-007-IDN LSPro BIPA
(6) LSPr-008-IDN LSPro BPSMB Surabaya
(7) LSPr-009-IDN LSPro Jogja Product Assurance(PJA)
(8) LSPr-010-IDN LSPro ABI-Pro, BBIA Bogor
(9) LSPr-011-IDN LSPro Surabaya
(10) LSPr-012-IDN LSPro PT. TUV Nord Indonesia
(11) LSPr-013-IDN LSPro-B4T Bandung
(12) LSPr-014-IDN LSPro IPB
(13) LSPr-015-IDN LSPro Medan
(14) LSPr-016-IDN LSPro BBTPPI Semarang
(15) LSPr-017-IDN LSPro LUK
(16) LSPr-018-IDN LSPro Makassar
(17) LSPr-019-IDN LSPro Borneo Baristand Industri Pontianak
(18) LSPr-020-IDN LSPro Samarinda ETAM
(19) LSPr-021-IDN LSPro ChemPack

3. 대상품목
밀가루/ 백열전구/ 비료관련 제품군/ 승용차 타이어/ 트럭 및 버스타이어/ 소형 트럭용
타이어/ 오토바이용 타이어/ 자동차용 튜브/ 전기 스위치/ 소켓, 플러스/ MCB 선풍기
(STAND 형 및 환풍기 등의 모든 가정용 선풍기 포괄적 포함)/ 승용차용 강화유리/ 시
멘트 관련 제품군/ LPG 가스용기 관련제품/ 철근 및 코일 등 철강제품 일부
4. 인증절차
가.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기관에 규격인증 신청서 제출
나.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인증비용 납부
다. 인증비용 납부 후 인증기관 현장 실사 실시 (인증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실
사를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은 의뢰사에서 지불)
라. 인도네시아 샘플분석기관에 의뢰 인증기관 내부 협의후 인증서(SPPT-SNI) 발급
마. 인증서와 추가자료 제출 후 산업부에서 최종인증서 발행
5. 제출서류
신청서/ 상표등록증/ 지정수입업자와의 MoU/ 카달로그 원본(데이터자료)/ 홍보 책자/
사용자 메뉴얼/ 설치 매뉴얼/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회로도, 조립도 등 제품관련 자료/
부품 또는 설비 목록표/ 외국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보유시)
6. 유효기간
제품인증 기간은 4년이며 4년째 정기공장심사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첫해와 동일
하게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매년 1회 정기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정기공장심사 3개월 전에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인증마크

마크 하단에 SNI 규격번호와 인증기관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8. Contact (관련기관 및 인증기관)
가. Center for Cooperation on Standardizatio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Indonesia (BSN)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floorJl.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 홈페이지: http://www.bsn.or.id/
- Tel: 62 21 5747043, 5747044 / Fax: 62 21 5747045
- E-mail: ker_int@bsn.or.id;bsn@bsn.or.id
나.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of Indonesia (KAN)
Manggala Wanabakti Building. 4thfloor, BlockIV. Jend. Gatot Subroto Street,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 Tel: 62 21 5747043 / Fax: 62 21 57902948
다. Pusat Standardisasi Departemen Perindustrian (산업부 산하 표준원; Product
Certification Institution, The Center of National Standardization)
Ministry of Industry's Building Floor 20,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South Jakarta ,Indonesia
- Tel: 62-21-525-5509Ext.2357 / Fax: 62-21-526-5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