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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인증명
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Certificate of Conformity)

품목명 식품 및 의약품 등 제외한 전 품목
인증구분 강제

HS CODE -

근거규정

1차 적용 : 사우디아라비아 규격(SSA) 

2차 적용 : 사우디아라비아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국제 규격 적용

3차 적용 : 국제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국 규격 적용

인증개요

기존의 ICCP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 법력 제6386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MoCl)의 적합성 

인증서(CoC 제도)가 새로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SASO규정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COC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무작위 샘플 추출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수입품 및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험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출 때까지 운영되는 일시적인 조치이다.

○ Certificate of Conformity (CoC) :

사우디아라비아 안전규격, 강제 규격으로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적합성인증서

○ 인증기관 :

한국에서 사우디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2008년 국가기술표준원(KATS)과

사우디표준청(SASO)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KATS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한다.

적용대상품목

1. 식품 및 농산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부품, 오일

(석유)을 제외한 전 품목

2.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수입 제품 모두에 적용 가능 (모든 품목

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승인한 규격에 적합해야 함)

3. 국내에서 수출되는 제품만 해당 (해외에서 사우디로 수출되는 제품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발행 불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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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O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기관명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홈페이지 www.ktr.or.kr

전화번호 82-2-2164-0028

이메일 hs@ktr.or.kr

시험규격 

또는 

시험항목

CB, CE 성적서 또는 제3자 국제공인시험기관(해외인증기관, 국내 KOLAS

지정시험소 등)에서 발급한 성적서 인정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인증기관

기관명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홈페이지 www.ktr.or.kr

전화번호 82-2-2164-0028

이메일 hs@ktr.or.kr

초기공장심사

예상비용
필수사항 아님

예상시험비용 인증서 발행 적합 여부 검토 30만원

예상소요기간 7일~10일

인증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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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필요서류

1. COC 신청서

2.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제품시험 신청)

3. 제품매뉴얼(완제품에 한함)

4. Commercial Invoice

5. Packing List

6. Letter of Credit(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Purchase Order(P/O)

8. 사업자등록증

기타

수출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 인증발급 및 시험을 담당하는  

동일 제품 경우에도, 매 선적시마다 발행 받아야하며, 제품의 수와 관계

없이 한 선적 분량에 대해 1건의 인증서를 발행해야한다.

SASO 신청 절차

인증절차도

출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2020. 1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