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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Spain, 스페인

인증명
AENOR 

(Associacon Espanola Normalizacion Certificacion, 스페인규격협회)

품목명 전기기기 등
인증구분 임의

HS CODE -

근거규정 스페인 산업·에너지 절약법 1614호, UNE(스페인국가규격), EN

인증개요

스페인 규격인증협회(AENOR)는 산업·에너지 절약법 1614호에 근거하여 

1986년 설립되어진 민간 비영리 협회로, 후에 표준화 및 인증 업무 촉진을 

위하여, 산업·에너지 절약법에 의해 인증기관이 되었다. 스페인 UNE 

규격의 개발, 공표, 홍보 및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 및 규격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회사와 그들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AENOR은 

스페인 국가인정기관 (ENAC, Spanish National Accreditation Body)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제품 인증뿐 아니라 품질시스템 인증 및 

서비스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ENOR의 인증제도는 AENOR 품질인증과 AENOR 환경인증이 있으며, 

AENOR 품질인증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증명하며, AENOR 환경마크 

인증은 제품이 UNE 생태학적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적용대상품목

1) 개인보호장비

2) 콘크리트용 금속제품

3) 전선

4) 시멘트

5) 가스기기

6) 소방기기

7) 금속판

8) 소형전기기기, 

9) 조립식 콘크리트 구조물  

10) 라디에이터 등

인증절차

1. AENOR에 인증신청 후 인증신청에 필요한 Documentation을 수령

2.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품질시스템 점검

3. 제품에 대한 샘플링 테스트

4. 제품의 특성이 해당 규격에 적합한지 시험·검사

5. 인증서 수여, 인증마크 부착 및 사후관리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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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OR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기관명 AENOR (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홈페이지 https://www.aenor.com

전화번호 +34-914-326-000

이메일 info@aenor.com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인증기관

기관명 AENOR (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홈페이지 https://www.aenor.com

전화번호 +34-914-326-000

이메일 info@aenor.com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유의사항

기타

○ 공장심사 및 시장감시 

 - 인증획득 후 정기적으로 매년 1회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인증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해당 규격을 만족하고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점검한다. 

 - 품질시스템을 점검하고, 생산공장이나 시장에서 샘플링하여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인증의 유효함을 결정한다.

인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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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OR 인증신청 절차

인증절차

1. 인증신청 

   신청자는 해당제품 또는 서비스가 AENOR 인증 요구사항에 확실히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AENOR에 인증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2. 인증을 위한 평가 

  - 제품 생산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품질시스템 점검

  - 샘플 채취 및 제품 시험 또는 해당 서비스의 검사

  - 제품 또는 서비스 특징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점검

3. 인증서 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하는 규격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최종결과가   

   승인되면 AENOR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4. 모니터링 

   인증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해당 규격을 만족하고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품질시스템을 점검하고   

 생산 공장이나 시장에서 샘플을 구한 후 조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인증의 유효함을 결정한다.

출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2020. 1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