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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E 식품수입 일반정보 

가. 행정체계

❍ UAE의 식품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유관한 행정기관은 각 지자체의 식품관리국(Food 

Control Department)과 중앙정부기관인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기후변화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및 표준측량청(ESMA)

이 있음. 

❍ 최대도시인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경우, 수입식품관리와 관련한 1차적인 관할당국은 

다음과 같음:

(아부다비) 아부다비 식품관리청(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ABFCA)

(두바이) 식품관리국(Food Control Department: FCD)

나. 법/규정

❍ UAE의 수입식품관리 및 통관과 관련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음.

기준 법/규정

GCC
Ÿ GCC국가공통관세법(Common Customs Law of GCC States)

Ÿ GCC 수입식품 관리지침(GCC Guide For Control On Imported Foods)

아부다비
Ÿ 식품법(Food Law)

Ÿ 식품 수입자 안내서(Food Importers Guide)

두바이

Ÿ 식품코드(Food Code)

Ÿ 식품수입 및 재수출 요건(Import and Reexport Requirements for Food 

Stuff)

다. 현황

❍ UAE는 2015년 3월 WTO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1) 비준을 

발표하는 등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제도를 표방함.

1) 통관관련 절차의 간소·표준화를 통한 비용의 절감 및 효율성 증대로 교역의 확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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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인증 의무화 및 수입인허가 강제인증 등의 비관세장벽(TBT)2) 을 강화함.

UAE 내 유통되는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추세임.

아울러 무역과 관련한 환경규제 개념이 도입되어 공산품의 재료·생산·폐기에 이

르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라. 인증 관련 요구사항

1) 수출에 필요한 인증서

❍ UAE에 수출 시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서는 다음과 같음:

제품 인증서 명칭 인증서에 요청되는 증명 요청 기관

건조 완두콩, 

렌즈 콩, 쌀, 

씨앗, 신선한 

과일 및 야채

동물 및 식물 건강검역

서비스(APHIS),

식물 검역 증명서

제시된 식물 제품들은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사 및/또는 

테스트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검역 

해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규제되지 않은 비 검역 해충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 계약의 식물 

위생 규정에 부합한 것임. 

지방 자치제  

보건국,

기후변화환경부

모든 제품 원산지 증명서 상품의 원산지는 “xxx”임. 세관 당국

모든 제품 건강 증명서
제품은 위생조건 하에서 준비되고 

선적되었으며, 인간의 소비에 적합함.
보건국

육류 및 

가금류

식품 안전 검사 

서비스(FSIS),

수출 건강 증명서

동물은 건강 규정에 따라 도축 및 

가공되었음.
보건국

육류 및 

가금류
할랄도축 증명서

동물은 이슬람/샤리아 법 및 

요구사항에 따라 도축되었음. 
보건국

※ 자료: All you should know before exporting to UAE

<표 1> 수출 시 요청되는 인증서

2) 2001년 연방 산업표준화기구로 설립된 ESMA는 최근 2-3년 사이 식품, 화장품, 타이어, 소형 가전, 조명기

기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인 신규 강제인증을 연이어 발표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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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요구사항

❍ 입국 시 원본 인증서는 동봉되어야 하며, 때로는 수입업체가 서류를 은행에 보낼 수 있음.

❍ 미국의 “주정부” 발행 수출 인증서는 허용됨.

❍  모든 인증서에 대한 수정은 발행 후 이미 제품과 함께 수송된 것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특정 인증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할랄도축 및 건강증명서는 UAE 대사관 또는 영사관(또는 UAE 대사관이 없는 지역

은 아랍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공증해야 함.

공증을 받지 않은 인증서는 공증을 위해 15일 이내에 반송될 수 있음.

3) 기타 인증/증명 요구사항

❍ 선적의 출하에 대한 세관 당국의 문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

된 인증서와 함께 송장 원본, 선하증권 및 포장 목록이 필요함.

❍ 포장식품에 대한 특별한 포장 혹은 용기 크기에 대한 요건은 없음.

❍ UAE는 방사능 조사 식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럽 및 아시아의 식품에는 방

사능이 없음을 증명하는 인증서(radiation-free certificate)가 요구됨.

마. 기타 특정사항

❍ UAE는 알코올음료의 수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며, 알코올음료를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현지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함. 

이러한 제품들은 현지 라벨링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됨.

❍ 무알코올 음료의 수입은 허용되지만, 0.0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할 수 없음. 

이러한 제품 또한 현지 라벨링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됨.

❍ 돈육 제품의 판매는 엄격히 규제되며, 레스토랑의 경우 돈육이 함유된 메뉴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함.

지정된 소매점과 호텔만이 돈육을 판매할 수 있음.

❍ 살아있는 동식물의 수입규제에 대한 책임은 UAE 농수산부(MAF)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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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AE 수입절차

가. 수입 전 절차(두바이)

❍ 두바이 식품수입 지침에 따라 식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그림 1> 두바이 식품 수입 전 절차 

1) 웹사이트 가입

가) 두바이 자치당국 홈페이지(www.dm.gov.ae)에 접속 

나) 우측 하단에 user name과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다) food imported 또는 re-export 서비스 클릭

2) FIRS 등록

❍ 식품수입신청(food import requests) 및 검사부터 반출까지 수입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두바이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FIRS(식품수입 및 재수출 시스템)에 기

업을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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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Food Import request" 아이콘 클릭

Step 2: New Request(신규신청), New Request using an old one(기존에 대한         

       신규신청), Modify Draft Request(신청수정) 옵션 중 하나 선택

Step 3: 정보 입력

1) 통관항구
2)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항공편명
4) 탁송물 도착일자
- 원산지



국가별 할랄정보

6

Step 4: Add a new container 메뉴 선택 후(그림 위), 수입 품목에 대한 정보 입력

       (그림 아래) 및  Add items 클릭

Step 5: 새로운 창이 뜨면 바코드 및    

모든 빈칸에 정보 입력 후,      

Save/add 클릭

 

Step 6: 동일 방법으로 모든 수출 품목 추가

- edit(수정) 및 delete(삭제) 버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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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모든 내용 입력 후, 하단 내용에 동의 체크

        - Save as draft(임시저장), Save as complete(저장), Reset(재입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Save as draft(임시저장)를 누르면                      

         ‘Draft-01012017-0001’과 같은 번호가 생성됨.

Step 8: 신청내용 저장 및 submit(제출) 버튼 클릭

        - FIRS-01012017-0002와 같은 번호가 생성되며, 항구에서 검역 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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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벨 승인 신청

❍ 모든 수입품목의 식품라벨에 대해 식품 수입 전 승인 신청을 통해 승인을 취득함으

로써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거절사태를 미연에 방지함.

4) 수입제품 등록

❍ 수입 전 FIRS에 수입식품 품목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두바이 중앙식품시험소(Dubai 

Central Food Laboratory)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소로부터 수입 대상 식품의 

소비 적합성에 대한 성적서를 취득할 것이 권고됨. 

성적서가 없는 경우, 화물도착 후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결과가 나올 때까지 화물의 

반출이 보류됨.

나. 식품수입절차

<그림 2> 아랍에미리트 수입 식품검사 흐름도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랍에미리트의 식품수입관련 제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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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구역 반입

❍ 물품이 도착하기 전 수입자는 사전에 수입 약정을 체결해야 함.

제한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 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더 나아

가 현지 무역 촉진 기관에 등록해야 함.

❍ UAE에 수입된 식품이 도착하면 11개 자치구(토후국) 해당 보세구역의 보관창고에 보

관됨.

일반적으로 보건 당국에 의해 검사를 받으며, 항구에 도착 후 몇 시간 내에 관세를 

통과함.

두바이항구는 식품의 주요 입국 경로이며, 우리나라 화물 또한 두바이를 통해 주로 

반입됨.

2) 반입신고서 제출

❍ 수입업체/대리인은 EDI3)를 통해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신청서(Import declaration 

application)를 작성함.

이 외에 수입업체는 항구 및 세관 서류 센터에서 본 단계를 수동으로 완료할 수 있음.

❍ UAE에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주요 수입서류는 다

음과 같음:

 가) 필수 서류 

문서 조달처 조달 대상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관련 당국 세관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업체 세관

포장 목록(Packing List) 수출업체 세관

해양 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

운송장(Truck Waybill)
운송회사 세관

화물인도 요청서(Delivery Order) 운송회사 세관

무역 허가증(Trade Licence) 관련 당국 세관

통계적 진술(Statistical statement) 관련 당국 세관

3) EDI 시스템은 UAE 출입국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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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서류 

문서 조달처 조달 대상

수입허가(Import Permit) 관련 당국 세관

할랄도축 증명서(Halal Slaughtering Certificate) 이슬람 협회 세관

식물 위생/건강 증명서(Phytosanitary/Health 

Certificate)
원산지 규제 기관 세관

  

3) 관세 납부

❍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수입업체는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금 및 수수료를 지불함.

UAE는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GCC 공통관세 5%를 부과함.

특히, 술과 담배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함(이 관세는 6개월 내에 재수출 시 100% 

환불받을 수 있음).

❍ 수수료가 일단 지불되면, 세관 당국은 세관 신고서에 제공된 정보를 평가하고 관련 

주무 당국에 물품 검사 및 평가를 요구할 수 있음.

4) 육안검사 및 정밀검사 여부 결정

❍ 모든 수입식품은 도착 즉시 육안 검사를 진행하며, 식품성분표시 및 유통기한 등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함.

특히, 돈육 함유 여부를 확인함.

❍ 또한, 수입식품의 정밀시험검사 필요성을 확인함.

5) 정밀시험검사

❍ 선적은 무작위 실험분석의 대상이며, 신제품으로 출시된 식품은 철저한 실험분석의 

대상임.

유아용 식품 및 식용유는 100% 샘플링 대상임. 

그 외 식품은 매뉴얼에 따라 샘플링 되며, 식품 유형, 브랜드 및 원산지에 따라 샘

플링 빈도가 결정됨.

❍ 수입업체는 수입식품검사소에 관련서류를 제시하며, 검사일시를 지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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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날짜/시간에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이 신청함.

❍ 수입검사 후, 확인 도장을 날인 받음.

실험실 결과는 일반적으로 5~1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음.

6) 반출 확인서(Out Gate Pass) 교부

가) 통관

❍ 과세납부필증 및 수입검사증명서를 제출함.

❍ 항구를 통해 물품이 수입된 경우, 물품 배출 후 반출확인서를 발급받음.

수입업체/대리인은 선박 문의 서비스(Vessel Enquiry Service)를 통해 선박의 도착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문의 온라인 서비스(Conttainer 

Enquiry e-service)를 통해서도 수입 물품의 배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육로를 통해 수입된 경우, 반출확인서 및 운송차량 통과증(Vechicle Pass)을 발급받음.

 

나) 폐기, 반납, 재수출

❍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라벨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

우, 제품 수입이 거부됨.

어느 경우에서든, 부적합 제품은 수입자의 재량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폐

기되거나 30일 이내에 원산지 국가로 재수출됨.

❍ 라벨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제3국(GCC 제외)으로 재수출될 수 있으며, 위반

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사소한 상표 위반의 경우, 제한된 판매를 조건으로 1회 기준에 대한 출하가 허용될 

수 있음.

돈육을 함유한 제품의 부적절한 라벨 표시 또는 P/E일자의 변조와 같은 주요한 위

반은 무겁게 처벌됨. 특히, 수입 후 발견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무거운 편임.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동안 수입이 자동 금지되며, 브랜드명과 수입업

체는 언론에 보도될 수 있음.

❍ 제품 수입 거부에 대한 항소는 해당 항구를 관할하는 보건국에 대해 행해질 수 있으

며, 지방 자치 단체는 청원서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특별위원회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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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반적인 수입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표준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소요기간 및 비용은 다

음과 같음:  

수입 절차 소요기간(시간) 비용(AED4))

서류 준비 37 1,038

통관 및 검사 72 2,487

총계 109 3,525

※ 자료: Saudi Export Development Authority(2016), UAE 수입 절차 가이드

<표 2> 전반적인 수입 과정의 소요기간 및 비용

4) 1 AED=약 313.21원(2017.02.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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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수입 서류(Key Import Documents) 개요

1.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국제 상업 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

(CoC)는 수입된 상품이 특정 국가에서 전적으로 취득,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

<그림 2>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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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은 상품 구매를 위해 제공된 청구서로 판매자가 구매

자에게 제공함.

❍ 이러한 송장은 대외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부가 세관 업무를 평가할 때 상품의 

실제 가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함.

❍ 운송 회사는 상업 송장 원본 및 사본 2부를 요구함.

<그림 3>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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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 목록(Packing List)

❍ 포장 목록은 발송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

❍ 국제 포장 목록은 발송일, 판매자, 구매자, 발송인, 송장 번호, 박스·드럼 또는 나무

상자와 같은 포장 유형, 운송 모드, 운송 업체 및 품목 수량, 설명, 포장의 양, 총 순 

중량 및 총 중량(킬로그램), 포장 표시 및 치수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함.

<그림 4> 포장 목록(Pack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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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 선하증권/운송장(Ocean Bill of Lading/Truck Waybill)

❍ 국제 무역 센터(Intracen)가 정한 선하 증원(Bill of Lading)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함:

운송인이 운송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운송 계약의 증거로 작용하는 영수증

발송물이 ‘주문하기’로 인도되고, 다음의 모든 유효성 확인이 순서대로 이루어지

면 선하 증권을 양도하여 물품이 인도되는 소유권 양도 증서

해상을 통한 수입을 위해서는 해양 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을 제출해야 하

며, 운송장(Truck Waybill)은 내륙을 통한 수입을 위해 제공되어야 함.

<그림 5> 해양 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 
<그림 6> 운송장(Truck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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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물인도 요청서(Delivery Order)

❍ 화물인도 요청서(Delivery Order)는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대가로 운송 업체가 발

행한 문서임.

합법적으로 보증된 원본 선하 증권 중 하나/전부 또는 정당하게 승인되어 발급된 

은행 보증

발송물에 대해 발행된 선하증권 중 하나 또는 전부의 인도를 확인하는 선적항 또는 

확인서

해상화물 운송장의 사본

<그림 7> 화물인도 요청서(Deliver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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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 무역 허가증은 회사나 개인이 특정 거래 혹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제공하

며, 지방 당국이 발급함.

<그림 8>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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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랄도축인증서(Halal Slaughtering Certificate)/할랄인증서/(Halal Certificate)

❍ 할랄 인증서는 특정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슬람 샤이라 법률을 준수한다는 사

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당국이 발행함.

<그림 9> 할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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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물 위생/건강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Health Certificate)

❍ 건강 증명서(Health Certificate)의 목적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

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임.

❍ 식물 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는 수출국의 식물 보호기구가 수입국의 

식물 보호기구에 발행하여 해당 식물이 국가 식물 위생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함.

<그림 10> 건강 증명서(Health Certific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