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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할랄 관련 인증표준

❍ SFDA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및 예멘을 

포함하는 걸프국가 7개국의 표준기구로 구성된 걸프표준화기구(GSO)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구성원임.

그룹으로서 걸프표준화기구(GSO)의 주된 역할은 식품규정과 표준의 공통집합을 만

드는 것임

걸프표준화기구(GSO)의 식품기준위원회(Food Standards Committee: FSC)는 모든 새

로운 식품 규정 및 표준을 작성하고 기존 식품 기준을 업데이트함.

❍ 걸프표준화기구(GSO)는 식품 및 농산물을 관리하는 두 가지 유형의 공식 문서를 발

행함.

GSO 기술 규정: 모든 기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며, 기존 국

가 표준을 대체하고 모든 회원국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됨.

GSO 표준: GSO 표준은 다수 표결로 채택되며,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가 허용됨.

❍ 식품 원료 및 가공 동물 사료를 포함한 모든 식량, 음료 및 식용 농산물은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경우 SFDA 또는 걸프표준화기구(Gulf Standard 

Organization: GSO)가 정한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함. 

❍ GSO 표준은 일반적으로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규정과 유럽 및 미국 

표준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지 종교, 문화 및 기후 조건을 반영하도록 

수정됨.

GSO는 종종 기존 회원국 표준을 업데이트하고,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지침 및/또는 ISO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채택함.

❍ 할랄식품 관련 GSO 표준은 중요한 할랄 및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나열하여 

할랄 식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을 식별, 통합 및 구성하고자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가 발행함.  

❍ 할랄식품, 할랄식품 인증 요구사항 및 이슬람법에 따른 동물 도축 요구사항과 관련

한 GSO 표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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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인증 표준 명칭

GSO 993
이슬람율법에 따른 동물 도축요건(Animal slaughering Requirements 

According to Islamic Law)

GSO 2055-1
할랄식품-1부: 할랄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Halal Food-Part One: 

General Requirements)

GSO 2055-2
할랄제품-2부: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Halal products-Part 

Two: General Requirements for Halal Certification Bodies)

GSO 2055-3

할랄제품-3부: 할랄인증기관 인정 요건((Halal products-Part three: General 

Requirements for halal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halal certification 

bodies)

GSO 2470
할랄식품: 소매업을 위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Halal foods: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for retailing)

GSO 2469
할랄식품: 창고 및 관련 활동을 위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Halal foods: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for warehousing and related activities)

GSO 24

할랄 식품: 상품 및/또는 화물 체인 서비스의 운송을 위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Halal foods: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for transportation 

of goods and/or cargo chain servies)

GSO 9 포장식품 라벨링(Labe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

GSO 2233 영양표시 라벨링 요건(Requirements of nutritional labeling)

GSO 21
식품공장 및 직원에 대한 위생규정(Hygienic regulations for food plants 

and their personnel)

1. 할랄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GSO 2055-1)

❍ GCC 표준기관 GSO에 따른 할랄식품의 일반 요구사항(1부)은 할랄식품 및 식품의 제

조, 준비, 취급 및 저장 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함.

❍ 본 표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음:

식품에 있어 동물, 식물, 음료,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첨가제로부터 비할랄 식품 식별

가공, 포장, 저장, 취급, 유통 요구사항, 그리고 라벨링에서 비할랄 식품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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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O 2055-1 표준은 인간의 섭취가 허용되지 않거나 인간의 식품의 원천이 될 수 없

는 동물을 분류함. 

표준 제 4.2조에 따르면, 비할랄에서 유래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제품은 할랄임.

원칙 내용 세부사항

사전 요구사항 

표준

GSO 993, GSO 21 및 

GSO 9 적용
-

식품은 할랄이어야 함. Ÿ 비할랄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할랄임.

비할랄 식품

야생 동물

Ÿ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음.

Ÿ 죽거나 오염된 것은 허용되지 않음.

Ÿ 돼지, 당나귀 및 코끼리

Ÿ 개, 여우 및 곰

Ÿ 독수리, 매 및 까마귀

Ÿ 설치류 및 뱀

Ÿ 전갈, 애벌레, 곤충, 꿀벌 및 딱따구리

Ÿ 양서류, 악어, 거북 및 개구리

식물

Ÿ 독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독성이거나 건

강에 해로운 모든 식물 및 그 제품

Ÿ 가공 중 유해한 물질

음료 Ÿ 알코올 및 그 제품

GMO 식품 Ÿ 비할랄 식품의 유전자 사용

첨가제 Ÿ 비할랄 식품의 첨가제

가공, 포장, 저장, 

취급 및 유통 

요구사항

비할랄 식품에 포함되지 않

는 식품

Ÿ 할랄 장비에 의한 오염이 없어야 함.

Ÿ 할랄 식품을 위한 특별한 생산 라인

Ÿ 청소

Ÿ GSO 21: Hygienic regulations for food 

plants and their personnel(식품공장 및 

직원에 대한 위생규정) 적용

라벨링 할랄 로고
Ÿ GSO 9: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포장식품 라벨링) 적용

❍ 따라서 본 표준은 피할 수 있는 비할랄 식품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할랄 소비자

에게, 그리고 할랄 식품 제조 및 준수해야 하는 생산절차 요구사항으로부터 할랄 식

품 생산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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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랄식품 인증기관 발급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GSO 2055-2)

❍ GSO 2055-2 표준은 예언자 모하메드에 의한 쿠란 또는 하디스로부터 직접적으로 유

래한 이슬람 규칙 및 신념(이슬람교도에 대해 입법된 알라) 등의 용어와 정의를 확인

하는 할랄 식품에 관한 표준의 제2부이며, 할랄 식품 인증 및 승인의 정의임.

❍ 이 표준에 따라 검사관 및 감사관은 성인이어야 하며, GSO 993에 따라 동물 도축 상

태의 적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무슬림이어야 함. 또한, 할랄 인

증에 관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무슬림이어야 함.

원칙 내용 세부사항

사전 요구사항 

표준

Ÿ GSO 993, GSO 21, 

GSO 2055-1  및 GSO 

9 적용

-

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조건

(제4조)

Ÿ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해야 함.
-

Ÿ 채택 국가의 영구 본부

Ÿ 기관은 명확함

  - 구조, 직원의 책임,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  

    관인

Ÿ 안정적인 재원

Ÿ 독립
-

Ÿ 할랄 인증에 대한 훌륭한 

교육 및 기술적 지식을 

갖춘 직원

-

Ÿ GCC 할랄 인증서를 사

용한 약속
-

Ÿ 등록 및 문서화 시스템

Ÿ 도축자 및 감독관, 그리고 그들의 승인된 서명

Ÿ 절차

Ÿ 할랄 인증서 번호

Ÿ 근무시간 동안 직원을 

위한 신분증
-

Ÿ 감독관 및 도축자를 위한 

훈련 시스템
Ÿ GSO 993 표준 준수

Ÿ 공인된 인증 시스템 Ÿ 요구사항 문서

Ÿ 인증 절차를 위한 시스템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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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내용 세부사항

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조건

(제4조)

감독관 및 도축자의 

공인된 서명 사본을 보냄.
Ÿ 추후 확인을 위해 수출국의 관할당국에 전달

인증기관은 GCC 내 할랄 

권한 당국에 6개월마다 보

고함.

-

할랄 인증서 발급 

기관 인증 절차

(제5조)

할랄인증기관은 GCC 내 할

랄 권한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신청해야 함.

Ÿ GSO 2055-3 적용

GSO 993 및 GSO 

2055-1에 대한 서약서
-

초기 승인 Ÿ GCC 내 할랄 권한기관은 인증기관을 방문함.

신청자 승인 Ÿ 2년마다 인증 갱신

예고 없는 방문을 할 권리 Ÿ GCC 내 할랄 권한기관

할랄 식품 인증서

(제6조)

시체에 대한 정보 포함
Ÿ 도축 날짜 및 시간

Ÿ 건강 증명서 번호

기타 식품

Ÿ 생산 날짜

Ÿ 건강 증명서 번호

Ÿ 식품 성분에 대한 할랄 인증서 개수

원산지 국가의 인정된 할랄 

인증기관에서 발급

Ÿ 할랄 로고;

Ÿ 도축 감독관의 이름 및 서명;

Ÿ 일련 번호(번호/년도)

Ÿ 수출업자의 원본 및 사본, 사본은 보관하

고 원본은 수입업자에게 보냄.

Ÿ HCB 사본

Ÿ 위조품의 보호

할랄 인증 라벨 할랄 로고 및 GSO 9 Ÿ 공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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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람법 GSO 993에 따른 도축에 대한 요구 기준

❍ 본 GSO 기준은 이슬람법에 따라 동물 및 가금류 도축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음. 

❍ 표준 GSO 993은 이슬람법에 따라 동물 도축의 요구사항을 설명하므로 매우 중요함. 

원칙 내용 세부사항

도축 요구사항

(제3조)

동물

Ÿ 비할랄 목록에 있어서는 안 됨.

   - 썩은 짐승, 죽은 동물, 교살된, 돼지,      

     포식성 맹금류 

도축자

Ÿ 이슬람교도 또는 유대인 또는 기독교인이

어야 함.

Ÿ 이슬람 도축 규정을 알고 있는 무슬림에 

의한 감독

도축 도구

Ÿ 뼈나 손톱으로 만들지 않은 도축 도구

Ÿ 깨끗하고 예리한 것

Ÿ 돼지에 사용되지 않은 것

도축 방법

Ÿ 목의 앞부분 도축

Ÿ 슈팅 혹은 기절은 허용되지 않음.

Ÿ 동물은 살아 있어야 함.

Ÿ 하나님의 이름을 발표함.

Ÿ 동물 사후에 드레싱은 허용되지 않음.

Ÿ 출혈이 끝날 때까지 목을 잘라서는 안 됨.

Ÿ 돼지를 다루는 장소에서 행해서는 안 됨.

인증 및 도장 Ÿ 할랄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