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1. 개요
▣ 정의

SP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of Sweden(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품목 별 강제/비강제 인증
-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에서는 SP 고유인증인 P-mark(Swedish
▣ 개요
Technical Certificate)와 Fork 마크(Swedish Technical Approval)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P마크와 Fork마크로
구분된다.
SP SITAC(Service Industries Training Advisory Council)
▣ 관련기관 - www.sitac.se
1) P 마크
- 방수용 플렉시블시트(Flexible sheets for waterproofing in
buildings)
신축성 필름(Stretch film for silage)
▣ 대상품목 -- 목초저장용
포장재
- 문서기록재료
2) Fork 마크
- 건축제품
▣ 적용국가 - 스웨덴
▣ 관련법규
▣ 인증마크

- P 마크: Swedish National Archives Regulations
- Fork 마크: Swedish building regulations
P 마크:

Fork 마크:

2. 인증개요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인증은 제품에 따라 강제와 비강제로 구분된다.
P마크(=SP Technical Certificate)는 SP 고유 인증마크로서, 포장재, 문서기록재료에 적용
되는 인증이며 제품에 따라 강제로 적용된다. 스웨덴 내 공 기관에서 사용되는 문서기록재
료는 스웨덴 문서기록물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SP는 문
서기록재료의 동 규정에 대한 적합성인증서를 발행하는 유일한 인증기관이다.
Fork 마크(=Swedish Technical Approval)는 건축제품인증으로서 SP에서 발행하는 건축
제품인증이며 조화유럽규격(harmonized european norm; 유럽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유럽표
준화위원회CEN에 의해 채택된 유럽규격)이나 상응하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 자율적으로 획
득하는 인증이다. CE인증으로 Fork 마크를 득한 경우, CE인증기간이 만료되면, Fork 마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인증기관
SP인증 서비스는 SP와 SITAC-SP 자회사에서 제공한다. SP는 스웨덴에서 제품인증분야
에서 독보적인 기관으로서 P-mark, CE-mark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P-marking 건축제품 인증서비스의 경우 SITAC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인증품목
가. P 마크
- 방수용 플렉시블시트(Flexible sheets for waterproofing in buildings)
- 목초저장용 신축성 필름(Stretch film for silage)
- 포장재
- 문서기록재료: 종이, 잉크젯 프린터 용 잉크, 칼라복사기, 프린터(레이저 프린터 및 잉크
젯 프린터), 컬라프린터, 펜, 레이저프린터용 토너 카세트, 스템프 패드 잉크, 파일커버, 박
스, 드로잉재료,
나. Fork 마크: 건축제품

5.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서가 제출되면 SP는 신청자 정보, 견적서 등의 관련정보와 함께 인증신청을 확정한
다. 예비시험 준비를 완료하고 시험을 수행한 후 시험성적서가 발행되면 시험 성적서를 바
탕으로 SP 인증부서에서 인증서를 발행한다. 인증서가 최종 발행된 수 SP는 제조업자와
사후관리협약(agreement for surveillance inspection)을 체결하며 이 협약에 따라서 SP는
연례 품질검사와 공장검사 등의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신청 확정

예비-시험 준비

시험

시험 성적서 작성

인증서 발행

사후관리

6.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SP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1년마다 공장검사를 수행하고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임의
적으로 시험용 샘플을 추출한다. 공장검사 시 제조업자의 독자적인 품질관리 절차수행 여
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공장검사 수행 중에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제조업자는 부적합에
대한 시정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부적합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인증서는 폐지된다.

7. 인증마크
(1) P 마크; SP Technical Certificate

(2) Fork 마크; SP Technical Approval

8. Contact
(1) SP
Box 857, SE-501 15 BORÅS
- 홈페이지: www.sp.se/en
- TEL: +46 10-516 50 00
- FAX: +46 33-13 55 02
- Email: info@sp.se
(2) SITAC SP
Box 553 - 371 23 KARLSKRONA
- 홈페이지: www.sitac.se
- TEL: +46 10-516 63 00
- FAX: 0455-206 88
- Email: info@sitac.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