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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할랄인증절차

❍ 할랄인증 신청 절차는 ESMA의 할랄국가마크(Halal National Mark: HNM)1)를 획득하

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할랄인증서 발급을 위한 적합성 평가는 시설/제품이 할랄 인증서 취득 및 

할랄국가마크(HNM)를 부여받기 위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전체평가제도(Full 

Assessment Scheme)에 기반함.

할랄국가마크는 UAE 할랄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에만 부여됨.

할랄인증서 할랄국가마크(HNM) 사용 허가2)

<그림 1> 할랄인증서 및 할랄국가마크(HNM) 사용 허가(예시) 

※ 자료: ESMA

1) 제품, 서비스, 생산 시스템이 할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부여하는 ESMA에 의한 
승인 마크임.

2) 할랄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 시설 또는 생산 시스템에 할랄국가마크(HNM)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ESMA
가 부여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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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CS를 통한 인증절차

❍ UAE 할랄인증은 UAE의 대표적 할랄인증기관인 RACS(Regional Authentication 

Centers, 지역 인증 센터)를 통해 승인·획득할 수 있음.

가. RACS 인증절차

❍ RACS는 ESMA와의 협력을 통해 제품이 ESMA가 정의한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수여

부를 확인함.

❍ 할랄인증과 관련하여 RACS는 ESMA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수행함.

<그림 2> RACS 인증절차 

※ 자료: RACS 공식 웹사이트, 인증절차(2017년 1월 기준), http://racs-me.com/certification-procedure/

1) 신청서 작성

❍ 신청기관은 RACS에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및 신청서 제출을 위한 문서의 유효성을 

검토함.

품목별 신청 요구사항은 다소 상이함으로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에 확

인하도록 함.

❍ 신청자에게 견적이 발송되면, 신청자는 비용3)에 대한 지불을 준비함.

(신청비용) 600AED4)

(인증비용) 500AED

3) RACS 공식 웹사이트 참조(2017년 1월 기준), http://racs-me.com/schedule-of-fee/, 

4) 2017년 1월 19일 기준, 1 AED= 약 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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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 인증계약(Certification agreement) 및 비공개 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

하고, 신청서 검토를 위해 RACS에 제출함.

3) 적합성 평가

❍ 적용되는 인증 유형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

후 절차를 진행함.

누락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류로 인해 평가가 보류 중인 경우, 신청기관에게 추

가적인 지원 서류가 요청됨.

테스트 보고서(Test Reports)가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실험실 시험을 

재수행하기 위해 시료 채취가 수행됨.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면, 재평가가 진행됨.

4) 인증 결정

❍ 인증은 품질 시스템의 문서화 및 구현이 적절하게 ISO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였

는지에 따라 RACS의 지정된 심사 혹은 평가자에 의해 취해지는 다양한 유형의 결정

을 의미함.

제품 인증 결과 결과에 따른 조치

승인
Ÿ ESMA가 인정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 승인

Ÿ RACS 인증 제품 등록소에 인증 제품 등록

거부
Ÿ RACS는 거부 사유가 기재된 공식 거부 성명서(증명서 발급 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

❍ 모든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심사원은 인증을 목표로 하는 제품/시설의 인증에 대한 

권고와 함께 최종 감사 보고서를 준수 관리자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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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증갱신절차

1) 인증 유효기간

인증 범위 유효기간

할랄 제품 및 시설 3년

기타

(화장품, 향수 및 세제)

제품 1년

시설 3년

❍ 인증서 발급 유지를 위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1년(시설의 경우) 주기로 시행됨.

❍ 기관의 품질 시스템에 대한 재인증 심사는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함.

❍ 재인증 심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추가 인증주기 동안 기업의 적합성 또는 적

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갱신됨.

❍ 인증 받은 고객은 언제든지 인증기간을 줄이거나 확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는 적합성 인증서에도 유효하게 적용됨.

 

2) 인증 문서

❍ RACS가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RACS의 세부사항(공인된 이름 및 주소)

신청인의 세부사항(공인된 이름 및 주소)

인증, 범위, 기준

유효기간 

3) 인증서의 종결, 축소, 정지 또는 철회5)

❍ RACS는 언제든지 적합성 인증서/적합성을 중지 또는 철회할 권리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의 인증서는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음:

동의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인증마크를 잘못 사용한 경우

RACS와 체결된 계약의 재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인증수수료 미납) RACS

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5) 자료: RACS 공식 웹사이트, 인증갱신절차, http://racs-me.com/post-certification-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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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은 관리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인증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인증 받은 고객이 필수 심사 또는 재인증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증 받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 RACS 할랄로고 사용

❍ RACS는 RACS 최종제품(인증서) 및 인증제도와 함께 인

증시스템의 일부로서 자사의 인증마크를 독점적으로 소

유함

RACS 적합성 마크를 사용할 권리는 인증계약에 서명하

고 승인된 인증고객에게만 허가됨.

❍ RACS 인증마크는 해당 표준 또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부여되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과 혼동에서 사용해서는 안 됨.

인증 마크는 인증 제품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함.

신청기관은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RACS로부터 평가된 조건 및 샘플과 

유사한 사양·품질로 생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표준에 부합해야 함. 

RACS는 인증마크의 올바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

2. 교차인정을 위한 인증기관 등록

❍ 교차인정을 위한 인증기관의 등록은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이 ESMA가 인정하

는 적합성 평가기구로부터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

정받는 것을 의미함. 

❍ 할랄인증기관의 교차인정을 위한 등록절차는 오직 ESMA가 승인한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함.

교차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할랄인증기관은 ESMA 공식 웹사이트(www.halal.ae)로

부터 인정기관을 검토하고, 기관별 수수료 및 절차를 참고하여 인정기관을 결정하

도록 함.

<그림 3> RACS 할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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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현황 할랄인정기관

Active Ÿ 두바이인정센터(The Dubai Accreditation Department: DAC)

Active Ÿ 걸프인정센터(GCC Accreditation Center: GAC)

Not Active Ÿ Accredia

Not Active
Ÿ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 인정시스템(The Joint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JAS-ANZ)

Active Ÿ 국가 인정 엔티티(Entidad Nacional de Acreditacion: ENAC)

Active
Ÿ 실험실 인정을 위한 미국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표 1> ESMA가 승인한 할랄인정기관 현황(2017. 01 기준) 

❍ 할랄인증기관 등록절차는 기본적으로 초기 등록(1~3단계), 인정(4단계) 및 등록완료(5

단계)를 포함함:

할랄인증기관(Halal Certification Bodies: HCBs)으로 적합성을 평가 받고자 하는 기관

은 먼저 ESMA에 등록 후, 할랄인정기관에 승인을 신청함.

최초 등록은 반드시 아래 ‘<표 1-9> 표준 세부사항’6)에서 언급된 인증 범위의 해

당 표준요건 시행 후 가능하며, 모든 조항의 시행이 확실해야 함. 

이외에 등록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 준비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함.

인증 범위 표준 제목 표준 번호7)

제품 인증
할랄 제품-파트1: 할랄 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UAE.S 2055–1
할랄 제품-파트2: 할랄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UAE.S 2055-2

도축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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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법에 따른 도축에 대한 요구사항 UAE.S 993 

가금류 도축에 대한 위생 규칙 UAE.S GSO 713

식품 기반시설 및 인력에 대한 위생 규칙 UAE.S GSO 21

제품 포장의 라벨링 UAE.S GSO 9

<표 2> 표준 세부사항

6) 할랄 인증기관(HCB)은 이러한 표준 이외에도 해당 제품에 적합한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함.

7) 항상 최신 버전의 표준을 참조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