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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E 할랄인증기관(Halal Certification Body)

❍ UAE 할랄인증기관으로의 등록은 인증기관이 관련 표준 및 기술 규정뿐만 아니라 내

각령 No.10/2014‘할랄 제품 관리에 관한 UAE 규정(UAE Regulations for Control on 

Halal Products)’에 근거하여 할랄제품 및 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 할랄인증기관(Halal Certification Body)의 책임 및 의무는 다음과 같음:

내각령 No.10/2014에 명시된 표준 ‘UAE.S.GSO 2055-2: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평가, 검사, 인증 또는 기타 표준의 사용에 있어 참조

가 되도록 함. 

또한, 할랄제품에 대한 UAE 제도(The UAE Scheme for Halal Products)에 적용되는 

UAE 표준 ‘UAE.S OIC/SMIIC(2)’의 요구사항 및 ESMA가 발행한 ‘적합성 평가 

기관의 운영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시설 및 도축장을 감독하고, 시설이 기술적 요구사항 및 승인된 표준에 명시된 요

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할랄 국가 표시 및 할랄인증서와 관련하여 ESMA가 발행한 법령을 시행함.

❍ ESMA로부터 할랄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상호인정 받은 기관은 총 10곳1)으로 국가별

로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UAE, 독일, 일본 등 다양하며, 각 기관별 범주에 따른 

인증 가능 품목 또한 상이함2).

❍ 이 중 대표적인 UAE 할랄인증기관은 RACS(Regional Authentication Centers, 지역인

증센터)임.

RACS는 제품 테스트, 정기적인 감시, 포괄적인 심사 및 감사, 문서검토, 등록 및 인

증 등을 포함하는 제품 및 시설 인증에 대한 절차를 수행함.

가. RACS(Regional Authentication Centers, 지역인증센터)

❍ RACS는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ESMA)이 

승인한 주요 적합성 평가기관이며, 인증기관임.

RACS는 걸프인정센터(GAC)의 인정을 받은 GCC 내 할랄인증기관임. 

1) 2017년 1월 기준
2) [부록 1] ESMA에 등록된 할랄인증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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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CS는 ESMA와 협력하여 제품이 UAE 내 거래될 수 있도록 ESMA에서 정의한 기술 

규정 및 표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평가 및 재평가, 인증서 발급, 감시 및 재인증 

등 인증활동의 다양한 단계를 완료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 RACS는 다음의 주요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ESMA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함:

에미리트 적합성 평가제도(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ECAS)

에미리트 품질 마크(Emirates Quality Mark: EQM)

할랄인증(Halal Certification)

할랄국가마크(Halal National Mark)

Ÿ 할랄인증 및 할랄국가마크(Halal National Mark)는 할랄제품 관리에 

대한 국가 시스템의 준수를 나타내며, 이 제품이 이슬람 샤리아 규

정과 호환됨을 내포함.

❍ RACS의 활동 범위는 적합성 평가 서비스, 특히 관할 당국 및 표준화 기관의 국제 

표준 및/또는 기술 규정에 따른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인증을 포함함. 

❍ RACS 할랄로고는 해당 표준 또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부여되

며, 인증 제품에만 사용해야 함.

❍ RACS는 인증마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수행함.

2. ESMA로부터 승인된 할랄인정기관(Halal Accreditation Body: HAB)

❍ 할랄인정기관(HAB)은 ESMA에 의해 승인된 활동을 하는 인정기구를 말함.

할랄인정기관(HAB)은 ESMA와의 교차인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할랄인증기관(HCB)을 

평가 및 인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ESMA와 협력하여 이슬람협력기구(OIC)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2017년 1월 기준, 승인된 할랄인정기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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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현황 할랄인정기관

Active Ÿ 두바이인정센터(Dubai Accredit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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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ESMA 홈페이지, http://halal.ae/en-us/Open-Data, 2017년 1월 기준

<표 1> ESMA로부터 승인된 할랄인정기관 

❍ 최근 에미리트 국제인정위원회(Emirates Inter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EIAC)로 

명칭을 변경한 걸프인정센터(GAC)와 두바이인정센터(DAC)는 할랄인증기관(Halal 

Certification Bodies)을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ies)임.

현재(2017년 2월 2일 기준)까지 걸프인정센터(GAC)는 9개, 두바이인정센터(DAC)는 1

개의 인증기관에 대해 인정함.

❍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ies)으로부터 승인된 모든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은 

ESMA에 등록해야 함.

가. 두바이인정센터(Dubai Accreditation Center: DAC)

1) 연혁

❍ 두바이인정센터(Dubai Accreditation Center: DAC)는 두바이중앙실험국(Dubai Central 

Laboratory Department: DCLD)의 뒤를 이어 인정 및 계측 부문(Accreditation and 

Metrology Section: AMS)의 역할을 수행함.

인정 활동은 인정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관련 국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2년 2월 두바이중앙실험국(DCLD)의 모든 적합성 평가 

활동과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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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월 H. H. Sheikh Hamdan Bin Rashid AlMaktoum이 두바이 지방 자치단체 사

무총장에게 두바이인정센터(DAC)를 설립하기 위한 공식 조직결정(No.52)을 보고함.

❍ 2008년 두바이 자치제의 재구조화에 따라 두바이인정센터(DAC)는 자치제(Dubai 

Municipality: DM) 내에서 상향된 지위를 얻음.

2) 임무

❍ 두바이인정센터(DAC)는 두바이 집행 이사회가 발행한 제2규칙(2010년) 및 두바이 자

치제 총재가 발행한 행정 명령 No.267/2011에 따라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실험실(시험, 교정, 의료), 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적합성 평가 

기관에 대한 인증 서비스

실험실에 대한 숙련도 테스트 프로그램

다양한 인정과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직원 교육

실험실(시험, 교정), 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의무 등록 서비스

나. 걸프인정센터(GCC Accreditation Center: GAC)

1) 연혁

❍ 걸프인정센터(GAC)는 걸프만과 아랍권 협력위원회 6개 회원국 정부와 합의를 통해 

공식화되고, 2013년 5월 8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됨.

❍ 본 협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회원국 영토 내에서 적합성 평가로 알려진 교정, 측정, 시

험, 검사 및 인증 분야의 특정 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함.

❍ 걸프인정센터(GAC)는 국제표준 및 무슬림분야의 표준규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작업

을 진행함으로써 2016년 6월 국제 및 지역기구,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

받음. 

2) 임무

❍ 걸프인정센터(GAC)는 회원기관의 국제 및 걸프 표준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회원국의 

국가 및 공익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정부, 산업계 및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험, 교정, 측정, 인

증서 및 검사 데이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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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프 표준 및 적합성 인프라를 구성하는 단체 중 하나인 걸프인정센터(GAC)는 기술 

장벽을 줄임으로써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및 국내 시장에서 걸프 산업의 비즈

니스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함.

❍ 걸프인정센터(GAC)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걸프 지역을 대표함:

국제 실험실 인정협력(The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분야

아시아 태평양 실험실 인정협력(The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LAC) 분야

아랍 인정협력(Arab Accreditation Cooperation: ARAC) 분야

3. 할랄 관련 정부기관

가. 연방 정부기관

1) 표준측량청(ESMA)

가) 연혁

❍ ESMA는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의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으로 2001년 UAE 연방법(법률 번호 28/2001)에 

의거하여 유일한 국가 표준기관(National Standards Body: NSB)으로 설립됨.

ESMA는 UAE의 품질, 계측 및 표준에 대해 유일한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임.

❍ 환경부 장관인 H.E. 라시드 아메드 빈 파하드 박사(H.E. Dr.Rashid Ahmed Bin Fahad)

를 의장으로 한 이사회는 UAE의 표준화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되

어 있음.  

❍ UAE는 각료회의 결의(No.10/2014)를 통해 ‘할랄 제품 관리에 관한 UAE 규정(UAE 

Regulations for Control on Halal Products)’ 을 확정함으로써 할랄 식품의 기술적 

요구사항,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인정, 도축장에 대한 특별 요구조건 등을 제시함. 

❍ 또한 ESMA 이사회 결의(No.36/2014)에 의거하여‘할랄국가마크(Halal National 

Mark)’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해‘할랄 인증기관에 대한 표준(UAE.S 2055-2)’

및‘할랄 인증기관의 인정기관에 대한 표준(UAE.S 2055-39)’을 개정함으로써 세계

적 수준의 할랄인증 및 인정 플랫폼 창출을 위한 준비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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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

❍ ESMA의 총괄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음:

UAE 표준의 공표, 승인 및 업데이트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감독

적합성 평가기구 운영규정 체계 적용

아랍, 지역단위, 국제적 기구들과 할랄 마크 및 인증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

UAE 할랄제품제도(The UAE Scheme for Halal Product)에 설명된 제품의 계량 검사 

확인(필요 시)

❍ 할랄인증 관련 ESMA의 임무는 2016년 상·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됨:

기간 할랄인증 관련 업무

2016년 상반기
Ÿ 할랄인증 승인 담당

  - 할랄인증서 및 마크 발급

2016년 하반기

Ÿ UAE 할랄인증 관장

  - 할랄인정기관(Halal Accreditation Body)의 적합성 평가

  - UAE 표준 제정 및 개정

<표 2> ESMA 할랄인증 관련 업무 변경사항 

2) 기후변화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가) 연혁

❍ 2014년 3월까지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4년 4월 이후 ESMA로 할랄 관련 

업무를 이관함.  

❍ UAE 지도부는 2016년 국제 및 국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의 역할을 확대하였

으며, 기후변화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로 새롭게 명명함.

❍ 기후변화환경부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적응하며, UAE의 독특한 환경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정책과 선제적인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

고자 노력함.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해 환경생태계와 자연 자원 통합 관리

에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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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

❍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IWRM) 강화 

❍ 환경 지속가능성 강화

❍ 농업 해충 및 전염병 예방

❍ 현지 생산의 식품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 관리서비스 규정이 품질, 효율성, 투명성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

3)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가) 연혁

❍ UAE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는 1971년 연맹 초기부터 접근 

가능하고 우수한 종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정책(National health 

policy)을 채택함.

❍ 보건부는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지위를 통합하고, 존중받는 기관뿐만 아니라 학술기

관과의 국제 및 지역적 협력에 중점을 둔 국가 전략을 개발함.

❍ 그 외에 보건부는 어린이, 학생, 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특별 프

로그램 개발 및 중앙정보시스템을 개발함.

나) 임무

❍ UAE 보건부는 아랍에미리트 연방 정부기관으로 국무부와의 기술적, 물리적, 협력적 

영역에서의 보건 정책을 실행하며, 보건 부문의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책임지고 있음.

❍ 또한, 식품관련 법규의 제정 및 식품관련 정책의 입안 역할을 수행함.

국내식품의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 관리를 위한 식품 법규·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

나. 자치제

1) 식품관리국(Food Control Department: FCD)

❍ 두바이 자치제 식품관리국은 식품관리시스템(Food safety system)을 통해 두바이에 

수입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두바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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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관리시스템(Food safety system)은 항구, 창고, 제조업체 및 소매식품업체의 식품

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효율적인 제어 시스템

관련 단체와의 효과적이고 통합된 파트너십 개발 및 유지

식품안전 분야에서 최고의 지역 및 국제사례 채택

유능하고 숙련된 직원의 고용

❍ 즉, 식품관리시스템은 현장에서 모범사례의 채택, 소비자 보호 및 식품교역 강화를 위

한 계획 및 많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음. 

2) 아부다비 식품관리청(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ADFCA)

가) 연혁

❍ 아부다비 식품관리청(ADFCA)은 2005년 3월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식품의 안전 및 식

량의 품질을 보장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2007년 4월, 법률 제5호에 따라 인간의 소비를 위해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식품 품목

을 간소화하기 위한 규칙, 규정 및 표준을 제정할 권리를 얻음. 

❍ 2008년 1월, 식량 관리와 관련한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아부다비가 이 분야에서 개

척자가 됨.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보장한다는 ADFCA의 사명을 강조하는 이 법안은 소비자

의 건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공정책과 법률로 구성된 법률 인프

라를 개발하기 위한 것임.

또한 본 법안은 검사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민간 부문의 책임을 강조함.

나) 임무

❍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 시행

❍ 일반적인 농업 관련 정책 작성, 부적절한 농업 관행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의  

완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준비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보조금 및 농업개발 프로그램 지원 

❍ 가축농가에 건강관리, 사료 및 조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아부다

비의 가축 개발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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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생물보안 시스템의 효과성 향상

기관 주요 임무

연방 

정부기관

표준측량청(ESMA)

Ÿ UAE의 표준 제정 및 개정

Ÿ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감독

Ÿ 할랄인정기관의 적합성 평가

기후변화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Ÿ 수자원 관리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

Ÿ 농업 해충 및 전염병 예방

Ÿ 현지 생산식품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Ÿ 보건 정책 실행

Ÿ 식품관련 법규의 제정 및 정책 입안

자치제

두바이 식품관리국

(Food Control Deparment of 

Dubai: FCD)

Ÿ 식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식품의 안전 보장

아부다비 식품관리청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ADFCA)

Ÿ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 시행

Ÿ 가축 개발 및 유지

Ÿ 농업 관련 정책 및 계획 지원

<표 3> UAE 할랄 관련 정부기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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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SMA에 등록된 할랄인증기관

번호 인증기관 CAB 주소 CAB ID 발행일 만료일 현황 등록 범위

1 

New Zealand 
Islamic 
Development Trust 
(NZIDT)

Level 4, 369 

Queen Street, 

POBox 5045, 

Auckland 1010, 

New Zealand

RH 13
18/02

/2016

18/02

/20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동물 도축; 유제품 

D
가공 2 (부패하기 

쉬운 채소 제품) 

신선한 과일의 신선한 주스; 
보존된 과일; 신선한 채소; 
보존 채소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통조림 제품; 음료수

2 
RACS Quality 
Certificates Issuing 
Services

Office 705, 
business Point 

Building Port 

Saeed Deira 

Dubai- UAE

RH 06
18/02/

2016

18/02/

20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동물; 유제품 

D
가공 2 (부패하기 

쉬운 채소 제품) 

신선한 과일의 신선한 주스; 
보존된 과일; 신선한 채소; 
보존 채소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통조림 제품; 음료수

N 기타 재료 제조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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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기관 CAB 주소 CAB ID 발행일 만료일 현황 등록 범위

3 
Halal Feed and 
Food Inspection 
Authority- HFFIA

P.O. Box 16786, 

2500 BT - The 

Hague, the 

Netherlands
RH 50

18/02/
2016

18/02/
20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B 농업 2(식물) 허브 및 향신료, 베이커리 제품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유제품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식용 기름 및 지방, 스낵

L 화학 및 생화학 제조
화학제품, 효소, 미네랄 및 
비타민, 향료, 식품 첨가제, 
위장 레넷

N 기타 재료 제조 화장품

4 
RACS Quality 
Certificates Issuing 
Services 

Wertherstraße. 

421 D-33619 

Bielefeld, 

Germany
RH 29

09/10/
2016

08/10/
20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A 농업 1(동물)
동물: 물고기; 계란 생산; 우
유 생산; 양봉; 어업; 수렵

B 농업 2(식물)
과일; 채소; 시리얼; 향료; 원
예 제품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농사일 후의 모든 활동 포함. 
예) 동물 도축, 가금류, 계란, 
유제품 및 어류 제품

D
가공 2 (부패하기 쉬운 

채소 제품) 

신선한 과일의 신선한 주스; 
보존된 과일; 신선한 채소; 
보존 채소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통조림 제품; 비스킷; 스낵; 
기름; 식수; 음료수; 파스타; 
밀가루; 설탕; 소금

L 화학 및 생화학 제조
식품 첨가물; 식이 보충제; 
세정제; 가공 보조제, 미생물

N 기타 재료 제조 화장품, 섬유, 가죽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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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기관 CAB 주소 CAB ID 발행일 만료일 현황 등록 범위

5 
Halal Certification 
Authority 

Level 7, 90 Pitt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RH 31
09/10/
2016

08/10/
20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A 농업 1(동물) 계란 생산

B 농업 2(식물)
과일; 채소; 시리얼; 향료; 원
예 제품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가금류 제품; 계란, 유제품 
및 어류제품(도축 제외)

D
가공 2 (부패하기 쉬운 

채소 제품) 

신선한 과일; 신선한 주스; 
보존된 과일; 신선한 채소; 
보존 채소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통조림 제품; 비스킷; 스낵; 
기름; 식수; 음료수; 파스타; 
밀가루; 설탕 및 소금

L 화학 및 생화학 제조
식품 첨가물; 식이 보충제; 
세정제; 가공 보조제, 미생물

6 
HALAL CONTROL 
GmbH 

Stahlstr. 44; 

65428 

Ruesselsheim, 

Germany
RH 72

09/10/
2016

08/10/
20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계란; 유제품 및 어류제품

D
가공 2 (부패하기 쉬운 

채소 제품) 

과일; 신선한 주스; 채소; 
시리얼; 향신료; 시리얼 제품, 
과일 낟알; 말린 허브 및 
채소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통조림 제품; 비스킷; 스낵; 
기름 및 파생상품; 식수; 
음료수; 파스타; 밀가루; 제빵 
제품; 설탕; 소금, 초코릿

L 화학 및 생화학 제조

식품 첨가물; 식이 보충제; 
비타민; 세정제; 가공 보조제; 
효소; 미생물; 천연 효모; 
글리세린; 지방산



13

번호 인증기관 CAB 주소 CAB ID 발행일 만료일 현황 등록 범위

7 
Islamic 
Coordinating 
Council of Victoria

155 Lygon 

Street, East 

Brunswick, 

Victoria 3057 

Australia
RH 19

09/10/20
16

08/10/20
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육류 및 육류제품, 유제품(닭 
도축 제외)

D
가공 2 (부패하기 쉬운 

채소 제품) 
보존 과일 및 말린 과일

J 운송 및 저장 운송 및 저장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통조림 제품; 스낵; 기름; 
파스타; 밀가루; 설탕; 소금

8 

The Australian 
Federation of 
Islamic Councils 
Inc

PO Box 7185 

SSBH Alexandria 

NSW 2015- 932 

Bourke St 

Zetland NSW 

2017

RH 12
09/10/20

16
08/10/20

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농사일 후의 모든 활동 포함. 
예) 동물 도축, 가금류, 계란, 
유제품 및 어류 제품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통조림 제품; 비스킷; 스낵; 
기름; 식수; 음료수; 파스타; 
밀가루; 설탕; 소금

9 
Gulf TIC 
Certification L.L.C

No. 210, Al 

Nasr Plaza 

Building, Oud 

Metha, Dubai, 

United Arab 

Emirates

RH 93
09/10/20

16
08/10/20

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육류제품, 계란, 유제품 및 
어류 식품(도축 제외)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비스킷; 스낵; 기름; 식수; 
음료수; 파스타; 밀가루; 
설탕;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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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기관 CAB 주소 CAB ID 발행일 만료일 현황 등록 범위

10 

Emirates Halal 
Center for 
Standards &Quality 
Certificate 
Corporation

3-15,5-chome, 

Toranomon,Minat

o-Waed 

Tokyo,Japan
RH 17

15/12/20
16

14/12/20
17

등록

코드 카테고리 품목

C
가공1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가금류(닭) 및 가축(소고기) 
도축

E
가공 3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 
커피

※ 자료: http://halal.ae/en-us/Open-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