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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UAE, 영양지표 라벨링 도입으로 영양성분 섭취 표시 강화
- 유해 물질 검열 및 건강한 음식 섭취를 유도하기 위한 제품 영
양성분 표시 강화 대책 발표로 영양지표 라벨링(칼라코딩) 의
무화 (’22년 1월1일부터)
- 칼라 코팅 라벨링 분류 기준: 제품 영양 및 성분, 지방 함유율,
포화 지방량, 설탕 및 소금 함유량, 에너지 함유량에 따라 A
(초록) 상위 등급에서 E(빨강) 하위 등급으로 나뉨
- 해당 품목: 통조림, 고체 및 액체 식품(신선과일, 야채, 고기,
생선류 제외)

◦UAE, 낙타유 EU 국가 수출 인증
- UAE 기후변화 환경부(MoCCAE)는 UAE 낙타유가 2021년 유
럽 27개국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전함
- 관련 당국 공기업 및 사기업들이 협업하여 국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식품 관리 절차를 지속하고 관련된 효율적인 입법을
발표하기로 밝혔음.
- 낙타유는 매년 4,500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관련 상품은 UAE
의 대표 현지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해당 상품은 지역내 수
요가 높으며 현지 주요 낙타 농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

하고 있어 올해 1분기부터 당국 정부에서 유럽의회 기준에 맞
는 관리 계획을 공동으로 오랫동안 모색해온 결과임. 해당 기
업 알 아인(Al Ain) 및 EICMP는 캐나다와 미국 수출 승인인
가 업체이며 중국으로의 수출도 모색 중에 있음

◦UAE, 사업을 위한 방문 비자 6개월 → 5년 연장 발급 가능
- 필요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UAE 의료보험,
최소 4천불(약 479만원) 이상의 금액 은행 예치 기록 6개월치
- 등록방법: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Citizenship,Customs and Ports
Security 웹페이지 https://ica.gov.ae/en/
- 등록비용: 650디르함(약 21만원)/ 30일 또는 90일 비자 약 300
디르함~600디르함(약 10만원~ 20만원)내외 소요
- 벌금: 주어진 비자 기간 이외 체류하는 경우 하루당 100 디르함
(약 3만원)이 부과됨

◦UAE, 투자자 및 기업에 회사 소유권 100% 인정하는 법안 발효
-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이며 50개의 지방 및 자치 단
체에서 근무하는 54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100개 이상의 사기
업들과 지난 5개월간 협력해온 결과임
- 디지털 서명도 서면 서명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전자 상거래 관
련 법안 및 저작권/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강화될 예정

2. 시사점

◦ 해당 영양 성분 칼라 코딩은 유럽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도입되
고 있었으나 내년초부터 필수 표시 항목이 된 만큼 UAE로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세한 영양 분석 및 라벨링
칼라 코딩 항목을 따져보고 준비해야 함
◦ 현지 특유의 식품인 낙타유와 관련 상품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
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상품 아시아 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 낙농업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UAE 50년 국가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법안 수정과 제
재가 강화 될 것이며 전자상거래,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안전
및 여성 치안 강화 등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효력이 강화됨
(‘21년 1월 2일 예정)
◦ UAE 관광비자를 이용해서 최대 5년 동안 비자갱신 없이 사
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관세 지역의 기업 설
립 및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함
*출 처 :
https://www.gulftoday.ae/opinion/2021/11/23/improving-nutritional-intake-in
-uae-through-nutri-score-nutrition-labeling
https://www.zawya.com/mena/en/economy/story/Saudi_Arabia_allocates_ind
ependent_budget_to_free_zones_authority-SNG_262199088/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1/09/16/UAE-camel-milk-gets-EU
-green-light-and-looks-to-new-markets
-https://www.thenationalnews.com/uae/government/2021/11/28/who-is-eligi
ble-for-uaes-five-year-multiple-entry-tourist-visa-and-how-do-you-apply/
https://gulfnews.com/living-in-uae/visa-immigration/how-you-can-apply-for
-five-year-uae-tourist-visa-through-typing-centres-1.1636987560044
https://www.thenationalnews.com/uae/2021/11/27/uae-enacts-largest-legal-r
eform-in-its-50-year-hi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