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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할랄인증 표준

❍ UAE에서 판매 혹은 수입되는 모든 국내생산 상품과 수입상품은 UAE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가 승인한 공식 표준을 준

수해야 함. 

❍ UAE는 각료회의 결의(No.10/2014) 및 ESMA 이사회 결의(No.36/2014)를 통해 할랄식

품의 기술적 요구사항,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인정, 도축장에 대한 특별 요구조건 

등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할랄인증 및 인정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각료회의 결의

(No.10/2014)

Ÿ ‘할랄제품 관리에 관한 UAE 규정(UAE Regulations for Control 

on Halal Products)’ 확정

ESMA 이사회 결의

(No.36/2014)

Ÿ ‘할랄국가마크(Halal National Mark)’운영 기준 마련

Ÿ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UAE.S 2055-2)’개정

Ÿ ‘할랄인증기관의 인정기관에 대한 표준(UAE.S 2055-39)’개정

❍ 할랄 관련 규정에 대한 UAE 표준은 다음과 같음:

표준1) 번호 표준 제목

UAE.S 2055-1 할랄제품-파트1: 할랄 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UAE.S 2055-2 할랄제품-파트2: 할랄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UAE.S 2055-3 할랄인증기관을 승인하는 할랄 인정기관의 요구사항

UAE.S 993 이슬람법에 따른 도축에 대한 요구사항

UAE.S GSO 713 가금류 도축에 대한 위생 규칙

UAE.S GSO 21 식품 기반시설 및 인력에 대한 위생 규칙

UAE.S GSO 1694 식품위생의 일반원칙

UAE.S/GSO CAC RCP 58 육류를 위한 위생실습 계획

UAE.S/ GSO 9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

 ※ 자료: ESMA Halal 공식 웹사이트, http://halal.ae/documents/index.html, 2017년 2월 7일 기준

1) 항상 최신 버전의 표준을 참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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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랄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UAE.S 2055-1)

❍ “할랄제품-파트1: 할랄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UAE.S 2055-1)”은 할랄식품 및 

제품의 생산, 준비 및 취급, 보관 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함.

표준 범위 주요 내용

1. 범위
Ÿ 할랄식품 및 제품의 생산, 제조, 취급, 보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들 규정

2. 참조문서

Ÿ 포장 식품의 라벨링

Ÿ 이슬람법에 따른 동물도축 요구사항

Ÿ 식품 공장 및 직원에 대한 위생 규정

3. 용어 및 정의 Ÿ 이슬람 도축, 할랄식품, 할랄식품 인증서 등의 정의

4. 할랄식품 일반       

    요구사항

Ÿ 할랄 도축 요구사항 

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축

식육 또는 육류제품 생산 시 보건 요구사항 준수

Ÿ 할랄식품 요구사항

모든 식품첨가물 및 원재료는 할랄일 것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독성물질 및 해로운 오염원을 함유하지 

않을 것

불순물로부터 오염되지 않을 것 등

Ÿ 장치 및 도구 요구사항

모든 장치 및 도구, 관련 물질은 청결해야 함

비할랄 물질로 제조하거나 그러한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됨

기존 사용 도구 및 비할랄 식품과 접촉했던 것은 세척하여 비

할랄 잔류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

장비 세척 및 관리 시, 비할랄 성분이나 물질을 함유한 세제 

및 오일, 지방을 사용해서는 안 됨

5. 포장재

Ÿ 포장재 요구사항

포장재는 비할랄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됨

포장재 제조, 보관 또는 운송 시 비할랄물질과 분리해야 함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됨

<표 1> “할랄제품-파트1: 할랄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주요 내용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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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UAE.S 2055-2）

❍ “할랄제품-파트2: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UAE.S 2055-2)”은 할랄인증

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할랄제품/서비스 및/또는 이러한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 시스템 등의 할랄인증 활동의 요구사항을 규정함.

표준 범위 주요 내용

6. 할랄식품 소매유통,  

  처리 및 서비스

Ÿ 할랄제품의 판매, 유통, 공급시설 요구사항

할랄제품만을 취급

할랄제품 판매, 서비스 취급에 사용되는 도구, 장비는 비할랄

과 완전히 분리

비할랄 제품 시설을 할랄생산으로 전환 시, 이슬람율법에 따라 

세정

비할랄식품 및 음료를 동일장소에서 취급 금지

7. 보관, 진열, 운송
Ÿ 할랄식품은 할랄로 분류하여 구분지어 표시

Ÿ 비할랄제품과의 혼입 유의

8. 라벨링(표시)

Ÿ 필수기재사항

제품명 및 품목군

원산지

육류 부산물, 지방, 유지류 등 함유 제품은 출처 명시

GMO 함유 명시

도축한 가축 및 그 제품 표시

식품첨가물 표시

“비늘이 있는 어류”와 “비늘이 없는 어류”구분하여 명확

히 표시

 ※ 자료: 할랄제품-파트1: 할랄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Halal products-part one: General Requirements for Hal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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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범위 주요 내용

1. 범위 Ÿ 적용범위 제시

2. 참조문서

Ÿ 이슬람법에 따른 동물도축 요구사항

Ÿ 할랄인증기관(HCB)을 인정하는 할랄인정기관(HAB)의 일반 요구사항

Ÿ 포장식품의 라벨링

Ÿ 적합성 평가 관련 규정 등

3. 용어 및 정의

Ÿ 이슬람 율법, 할랄인증서, 계약, 기술 분야 심사원, 기술전문가, 할

랄이슬람 분야 전문가, 할랄마크/로고, 평가, 평가자, 불만제기, 적

합성 평가기관, 중지, 신청인, 인증소유자/인증된 고객/공급업체 등

의 정의

4. 일반원칙 Ÿ 책임 및 완전성 

5. 일반 요구사항

Ÿ 일반사항

법적 그리고 이슬람적 책임(할랄인증기관은 무슬림업체여야 하며, 

이슬람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할랄인증 계약

할랄인증 결정에 대한 책임

Ÿ 공정성 관리

할랄인증기관 및 동 기관은 할랄, 품질시스템 또는 관리시스템에 

관한 컨설팅 제안 또는 제공 금지

Ÿ 책임 및 자금 조달

Ÿ 운영

특정 할랄제품 인증시스템의 요구사항 준수

할랄인증 작업 수행 동안 할랄인증을 수행하는 기관 및 직원들의 

적합성 및 능력 보장

6. 구조 요구사항

Ÿ 조직구조 및 고위 경영진

Ÿ 공평성 보호위원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로 대표되며, 적극적인 역할 수행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 신중히 관리

<표 2> “할랄제품-파트2: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주요 내용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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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범위 주요 내용

7. 자원 요구사항

Ÿ 할랄인증활동 참여 직원

심사 및 인증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이슬람가치를 지닌 무

슬림이어야 함

직원들의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정의

Ÿ 할랄인증을 승인하는 직원

할랄인증 관련 교육, 훈련, 심사 및 업무경험 보유 보장

인증결정팀은 이슬람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이며, 결정

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짐

Ÿ 개별 외부기술 감사원 및 외부기술 전문가/할랄 이슬람 전문가의 

사용

할랄 이슬람전문가의 경우, 4년의 업무경험 보유자이어야 함

심사팀은 적어도 2명의 직원들로 구성되며, ①기술심사원, ②할랄 

이슬람분야 전문가이어야 함

Ÿ 직원 기록, 외부 위탁 등

8. 정보 요구사항

Ÿ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Ÿ 할랄인증 문서

Ÿ 인증받은 고객의 목록

Ÿ 할랄인증 및 할랄 마크/허가 사용에 대한 참고

Ÿ 기밀 유지

Ÿ 할랄인증기관과 고객사이의 정보교환

9. 절차 요구사항

Ÿ 일반사항, 초기 심사 및 할랄인증, 감시 활동, 재인증, 특별 심사, 

할랄 인증의 자격 정지, 철회 또는 축소, 항소 및 불만사항, 지원

자 및 신청자 기록

할랄인증은 3년 동안 유효

10. 인증기관의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Ÿ 일반사항, 경영 시스템 매뉴얼, 문서 관리, 기록 관리, 경영 검토, 

내부 심사, 시정 조치, 예방 조치

 ※ 자료: 할랄제품-파트2: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Halal products-part two: General Requirements for Halal Certification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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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랄인증기관을 승인하는 할랄인정기관의 요구사항(UAE.S 2055-3）

❍ “할랄제품-파트3: 할랄인증기관을 승인하는 할랄인정기관의 요구사항(UAE.S 

2055-3)”은 할랄인증기관을 평가 및 승인하는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ies)에서 제

공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음.

표준 범위 주요 내용

1. 범위 Ÿ 적용범위 제시

2. 참조문서

Ÿ 이슬람법에 따른 동물도축 요구사항

Ÿ 할랄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Ÿ 포장식품의 라벨링

Ÿ 품질 경영 시스템-기초 및 어휘

Ÿ 적합성 평가-어휘 및 일반 원칙 등

3. 용어 및 정의

Ÿ 인정, 할랄인정기관, 인정기관 로고, 할랄인정인증서, 할랄인정 코

드, 인정 결정, 평가, 평가자, 불만사항, 적합성 인정기관, 컨설팅 

등의 정의

4. 할랄인정기관

Ÿ 이슬람적 책임 및 완전성

모든 이슬람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짐

Ÿ 법적 책임

등록된 합법적인 법인 기관임

Ÿ 구성, 공정성, 기밀 유지, 책임 및 자금 조달, 인정활동

5. 관리 요구사항
Ÿ 일반사항, 경영 시스템, 문서 관리, 기록, 부적합 및 시정 조치, 예

방 조치, 내부 심사, 경영 관리, 불만사항

6. 인적 자원

Ÿ 할랄인증기관과 관련된 직원 

능력있는 무슬림 직원 및 충분한 평가자 보유

Ÿ 인정 절차에 참여한 인원

Ÿ 모니터링

Ÿ 인사 기록

<표 3> “할랄제품-파트3: 할랄인증기관을 승인하는 할랄인정기관의 요구사항” 주요 내용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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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슬람법에 따른 도축에 대한 요구사항(UAE.S 993)

❍ “이슬람법에 따른 도축에 대한 요구사항(UAE.S 993)”은 이슬람율법에 따른 동물 

및 조류 도축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음. 

표준 범위 주요 내용

1. 범위 Ÿ 적용범위 제시

2. 정의

Ÿ DAKAH: 다음의 기법들을 사용한 종교의식적인 죽임을 통한 동물 

도축

도축(dabh): 기도, 식도 및 경정맥 절단

도축(nahr): 동물의 목 하단 부분을 찌르고, 날카로운 칼로 흉부

상단까지 절단

찌르기(agr): 사냥이 합법적인 야생동물 또는 난폭한 가축동물들

을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힘

Ÿ 질식사한 동물, 치명적으로 맞은 동물,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동물, 뿔로 들이받힌 동물, 포식성 동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먹힌 

동물, 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제물이 된 동물, 대형 동물 등

의 정의

<표 4> “이슬람법에 따른 도축에 대한 요구사항” 주요 내용 

<표 계속>

표준 범위 주요 내용

7. 인정과정

Ÿ 인정 기준 및 정보, 인정 신청, 자원 검토 평가의 하청/하도급, 평

가 준비, 문서 및 기록 검토, 현장 평가, 결과 및 평가 보고서 분

석, 의사 결정 및 인정 인가(시작), 항소, 재평가 및 감시, 인정 확

대, 인정 정지/철회 또는 감소, 할랄인증기관의 기록

8. 할랄인정기관     

    및 할랄인증      

    기관의 책임

Ÿ 할랄인증기관의 의무

Ÿ 할랄인정기관의 의무

Ÿ 기호의 인정 및 사용에 대한 참조

 ※ 자료: 할랄제품-파트3: 할랄인증기관을 승인하는 할랄인정기관의 요구사항

          (Halal products-part three: General Requirements for Halal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halal  

          certification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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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범위 주요 내용

3. 요건

Ÿ 도축되는 동물의 요건

무슬림에게 식용이 불법인 동물(썩은 고기, 돼지, 개, 사자, 호랑이

와 같은 포식성 동물 및 포식성 맹금류 제외)

Ÿ 도축요건 및 도축도구

도축인은 무슬림 또는 Kitabi(유대인 또는 기독교인)이어야 함

도축도구는 뼈와 발톱을 제외한 모든 재료로 만들어져야 함

머리 강타 또는 볼트 사출, 총 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절행위

는 허용되지 않음

낮은 전압을 사용하여 머리 부분만 기절시키는 경우, 동물들이 

살아 있어야 함

조류의 경우, 전기기절이 허용되지 않음

Ÿ 도축기법의 요건(Dakah)

도축되는 동물에 대해 신의 이름으로 기원

도축은 동물의 기도, 식도 및 경정맥을 절단함으로써 “가슴을 

향하여” 앞쪽에서 수행

동물의 목은 칼로 완전히 절단되거나 또는 유사한 모든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출혈이 멈출 때까지 행함

동물이 죽기 전까지 어떤 부분도 절단되어서는 안 됨

Ÿ 검사, 인증 및 인장의 요건

이슬람 규칙에 따라 도축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

가 첨부되어야 함

이슬람센터 또는 단체의 인장은 조작방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낙인용 잉크는 건강에 무해해야 함

 ※ 자료: 이슬람법에 따른 도축에 대한 요구사항

         (Animal Slaughtering Requirements according to Islamic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