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텍이티엘셈코(주)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60번길 3, 인터텍빌딩(당정동) 15845
www.Intertek.co.kr

031 8069 3702 031 8069 3715 031 8069 3714

Luichel.lee@intertek.com Hannah.park@intertek.com Zinna.han@Intertek.com

사우디아라비아 유해물질 규정(SASO RoHS)

전기및전자제품에대한 SASO RoHS 규정이발표되었습니다. 

ITK037_22.01.20

2021년 7월 9일 사우디 표준, 계측 및 품질 기구(SASO)는 SASO RoHS 규정(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에 대한

기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소형 가전 제품은 SASO RoHS 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품 별 자세한

규정 적용 시점 및 서비스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 범위 및 시행 일자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예비 부품을 포함한 전기 및 전자 장비에 적용됩니다.

제품 적용시점 세부품목 (예제) 제한물질목록

소형가전 2022년 7월 4일 토스터기,가습기,커피메이커, 식품가공기등
• 납 0.1%

• 수은 0.1%

• 카드뮴 0.01%

• 6가크롬 0.1%

• 폴리브롬화 바이페닐(PBB) 0.1%

• 폴리브롬화 바이페닐에테르(PBDE) 0.1%

대형가전 2022년 10월 2일 냉동고, 냉장고, 정수기, 제빙기, 오븐등

정보통신기술장비 2022년 12월 31일 노트북, 프린터, 팩스등

조명장비 2023년 3월 31일 LED조명, 고정형등기구등

전기및전자공구 2023년 6월 29일 드릴, 망치, 폴리셔등

레저, 레크리에이션및
스포츠장비

2023년 9월 27일 비디오게임기, 코인슬롯머신등

모니터링및제어도구 2023년 12월 26일 연기, 화재감지기등

*세부품목의경우별도확인이필요할수있습니다.

상기 제품의 공급업체는 ISO/IEC 17067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Type 1a)를 획득하고, 제품 설명서의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 위험 평가 문서,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텍은 전세계 RoHS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RoHS 규정 준수를 위한 단일 소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귀사의

RoHS 규정 준수를 성공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ASO RoHS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저희 인터텍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ption A Option B

규격 IEC 62321 series IEC 62321 series, IEC 63000

절차

1. 신청서, IEC 62321 RoHS 성적서제출

2. 기술서및 RoHS 적합성선언서류제출

3. 제출서류검토및 IEC 63000 평가보고서발행

4. SASO RoHS 인증서발행

1. 신청서, IEC 62321 RoHS 성적서제출

2. 기술서및 RoHS 적합성선언서류제출

3. IEC 63000 제품리스크평가절차제출

4. 제출서류검토및 IEC 63000 평가보고서발행

5. SASO RoHS 인증서발행

공통
서류

신청서 (인터텍제공)  / 협약서 (인터텍제공) /  생산품질계획서 / BOM / ISO QMS 승인서 / 파생모델신청서 /

제품식별번호(신규브랜드/모델명진행시) / 사용설명서 (아랍어&영어) / 제품라벨

추가
서류

1. RoHS IEC 62321성적서 (제품전체 BOM RoHS 평가)
1. RoHS IEC 62321 성적서 (위험평가상위 3개 BOM RoHS 평가)

2. RoHS 위험성평가서류(IEC 63000)

진행 절차 및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