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2018년 55호

아세안 할랄시장 허브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잠재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2018년 12월
동국대학교
전략시장연구실

손승표 교수
조의윤 연구원

CONTENTS
[요 약]

ⅰ

Ⅰ. 연구배경

01

Ⅱ. 말레이시아 경제동향

02

Ⅲ. 할랄산업 잠재력 분석 및 대응방안

12

Ⅳ. 결론 및 시사점

25

 보고서 내용 문의처
동국대학교 손승표 교수
전략시장연구실 조의윤 연구원

(02-2260-3503, sps@dgu.edu)
(02-6000-5263, jjoy1227@kita.net)

요 약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 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할랄 환경을 갖춘 국가이다. 전 세계 200여 개에 이르는
할랄인증 기관 중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의 할랄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
되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할랄산업 개발 마스터플랜(2008-2020)’을 수립
하여,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허브’로 만들고,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역,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할랄시장은 무슬림 인구수의 증가, 이슬람 경제부상으로 인한 중산층 확대와
이슬람 가치소비의 증가, 온라인 시장의 성장 및 웰빙인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2030년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며,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 30세 미만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 동 연령대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할랄 메카로 자리매김 하려는 말레이시아의 정책적
접근과 할랄시장의 높은 성장전망에 발맞추어 관련 산업군 및 제품군의 수출
경쟁력을 가진 한국산 제품들을 선별하고, 개별 기업의 투자 및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랄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시장을 한국의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확대와 인증제도 활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콘텐츠 확대 측면에 있어서 수산물, 스낵류 및 인스턴트
제품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말레이시아의 젊은 중산층에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다양한 소비재 제품을 전세계 무슬림 국가들에
알리는 테스트베드로서의 말레이시아의 허브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
으로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엄격한 할랄인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인증기관과의
교류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한-ASEAN FTA를 적극 활용하여
제도관련 비관세 장벽을 넘어섬으로써 향후 한국 기업들이 무슬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내용적 이해와 네트워크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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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연구 배경
최근 말레이시아는 한국과의 협력강화 정책, 한국기업 유치 활성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대외무역개발공사 주관으로 한국
지자체(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외)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국가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할랄 메카로 자리매김하려는 말레이시아의
정책적 접근에 발맞추어 관련 산업군 및 제품군의 수출경쟁력을 가진 한국산
제품들을 선별하고, 개별 기업의 투자 및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

이에 우리 기업들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전략상품 개발 및 무역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결과 제공의 필요성 대두
● 거시적으로는 ASEAN 각국 경제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지는 다양한
산업 개발계획과 이 지역을 공통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ASEAN의 핵심국가로 부상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개황 및 할랄의 산업적·문화적 효과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
● 본 말레이시아 관련 연구는 할랄을 핵심 주제로 삼아 사례, 수출 유망분야
분석 및 향후 진출가능 분야 제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
산업군 및 제품군의 무역성과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통하여
향후 국내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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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말레이시아 경제동향

1. 주요 경제정책
최근 주요 경제발전 전략
●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6-2020) : 경제 및 사회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 제3차 산업발전 종합계획(2006-2020) : 제조업 중심의 발전계획으로 석유
및 가스, 금융 서비스, 도소매업, 관광산업, 전자 및 전기, 민간 의료산업, 교육,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농업서비스, 광역 쿠알라룸푸르 구축을 위한
산업별 육성 정책 총망라
● IT산업 진흥정책(1996-2020) :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달성을
목표로 전자정부 추진 및 차세대 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솔루션 고도화
● 바이오산업진흥계획(NBP: National Biotechnology Plan) : 1991년 마하티르
총리가 제시한 바 있는 “Vision 2020” 계획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생명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가개조 프로그램(NTP: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실행
● 정부개조 프로그램(Government Transformation Program)은 공공서비스와
정부역량 관련, 치안, 부패척결 등 7대 국가 주요성과 분야(National Key
Result Areas, NKRAs)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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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조 프로그램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은 ASEAN 선도
국가 (2020년까지 국민1인당 소득 15,000USD 달성) 부상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가경쟁력 확대 위한 12개 핵심 분야와 각 분야별 총 195개 세부 진행
프로그램 (Entry Point Project, EPPs)으로 구성하여 실행안 수행
- 12개 핵심 분야 : 석유가스, 팜오일, 금융서비스, 도소매, 관광, 정보통신,
교육, 전기전자, 비즈니스 서비스, 민간 의료서비스, 농업, 쿠알라룸푸르
및 클랑밸리 국제화
<말레이시아 국가개조 프로그램 NTP: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자료 : 외교부

● 1970년대까지 말레이시아 경제는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기초적인 1차 상품
주도의 수출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 (National Economic Plan)에 따라 산업 강국으로 발전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1982년 ‘동방정책 (Look East Policy)’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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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정책의 주된 정책 목표로 석유 및 가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전기전자
분야를 비롯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해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여 전 산업분야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 (FDI)정책도 강력하게 추진
- 이러한 정부 주도의 효율적이고도 집중적인 경제 정책 수행으로 인하여 반도체,
컴퓨터, 관련 전자부품, 일반 가전제품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에 성공함과 아울러,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제 성장 기반을 확보하여 ASEAN 국가들 중, 선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국가 종합 개발계획을 다양하게 지속 수행함
으로써 우수한 산업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2. 말레이시아 시장 특성
전통적 화교 경제권의 내수시장과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의 공존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의 내수시장 장악
-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전체 상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화교와의 유대관계 형성이 시장 진입의 핵심 요소
-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 경제
권과도 밀접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잠재 영향력은 더욱 확대
● 부미뿌트라 정책1)의 지속
- 최근까지도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로젝트 수주 등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입찰
사업 관련, 말레이계 인종을 우대하는 부미뿌트라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1) 말레이시아 정부가 1970년부터 추진해 온 말레이시아인 우대정책. 말레이시아어로 부미 (Bumi: 땅, 대지, 토지)와
뿌트라 (Putra: 자손, 후손, 아들)가 합성되 용어로 땅의 자손, 대지의 후손 등을 의미함. 함축적으로는 말레이
시아의 토착민 또는 원주민을 지칭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사회적 지위에서 이들의
우선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가리키며, 말레이시아의 주된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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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찰 참여시, 외국기업 단독으로 정부 사업을 수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말레이계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주
현지기업으로부터의 하청 및 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참여해야 함
●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로 글로벌 기업 진출 활발
- 전체 인구 3,200만 명에 비해 대외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양호해서, 각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ASEAN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
- 198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으로 약 5,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10대 교역 대상국>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2014

2015

2016

국가명

2014

2015

2016

1

싱가포르

33,257

27,786

27,639

중국

208,950

175,977

168,684

2

중국

28,185

25,988

23,760

싱가포르

35,331

33,136

34,351

3

미국

19,688

18,861

19,397

일본

26,286

21,076

17,490

4

일본

25,245

18,687

15,259

미국

16,740

13,784

13,770

5

태국

12,294

11,394

10,640

태국

16,018

14,188

13,444

6

홍콩

11,326

9,482

9,094

대만

12,112

10,670

10,228

7

인도

9,767

8,127

7,735

한국

10,515

9,425

10,107

8

인도네시아

9,718

7,474

6,680

인도네시아

9,705

8,021

8,884

9

호주

10,093

7,213

6,451

독일

8,484

7,957

7,097

10

베트남

4,379

4,452

5,757

베트남

7,090

6,006

5,749

자료 : World Trade Atlas, 2017

● 글로벌 신상품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선호도 증대
- 급속한 경제성장, 타 ASEAN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도시화, Broadband
기반의 확산 등으로 제품 구매력을 갖춘 도시 거주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고급 브랜드, 맞춤형 친환경 제품 및 글로벌 소비재
등에 대한 중산층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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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eCommerce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 패션의류, 식품 등에 대한 말레이시아 내수용
소비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성을 보임
-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및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한 랜드 마크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각종 무슬림 전용 할랄 제품
군들 진출이 확대되는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음

말레이시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
● 동남아시아 시장의 ‘Test-Bed’
-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의 중소득국가로 ASEAN 역내에서
중산층이 잘 발달한 지역이며,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흡수
-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며,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의 ‘Test-Bed’역할에 최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함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인구

백만명

30.7

31.2

31.6

32

명목GDP

십억달러

296.4

296.5

302.7

320.3

1인당명목GDP

달러

9,500

9,360

9,623

10,328

실질성장률

%

5.0

4.2

4.8

4.8

실업률

%

3.2

3.4

6.3

6.0

물가상승률

%

2.7

1.8

4.1

1.9

재정수지

%

4.4

0.9

6.3

6.0

총수출

174,631

165,324

188,239

-

한국수출

8,609

7,503

5,443

-

146,687

140,948

163,364

-

7,735

7,533

5,663

-

27,944

24,377

24,875

26,131

충수입
한국수입

백만달러

무역수지
경상수지

9,068

6,921

6,698

7,038

환율

MYR/U$

4.29

4.49

4.30

4.43

해외직접투자

억달러

10.5

8.0

5.5

-

외국인직접투자

억달러

10.1

11.4

5.7

-

자료 : IMF / 말레이시아 통계청 (2018년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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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석유·가스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중심
- 말레이시아는 일일 6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동남아시아 주요 산유국
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LNG 공급원 (세계 최대 LNG 생산국)
- 국제 석유 메이저 기업을 비롯, 500개 이상의 석유·가스 관련 서비스 기업
들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도 활발한 편
- 지속적인 유가하락 영향으로 심해유전 개발 등의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해
양플랜트 설비 유지보수 및 철거 프로젝트들이 주로 발주되고 있는 상황

3. 주요 산업
전력플랜트 및 공공인프라 산업 분야
●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향후 대체에너지원 활용 확대를 위해 추가
발전소 건설 진행 중
● 특히, 신재생에너지청(SEDA) 주관으로 확충된 발전차액 보조금 예산을 활용
하여 태양광발전소, 스마트미터기,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발주
- 말라카 태양광 단지 시공, 마인즈그룹 수상태양광 시공, 클라탄주·셀랑고르
주 수도 스마트 미터기 등의 프로젝트 추진
● 광역 수도권 개발(Grater Kuala Lumpur / Klang Valley)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으로 MRT / LRT 건설이 추진 중에 있음
- ECRC 말레이 반도 동해안 철도건설, SSP 지하철건설 등의 프로젝트 추진
● 현지 유력기업과의 컨소시업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또는 기 수주 현지
기업으로부터 EPC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 있음
- 현지 기업이 수행 가능한 분야(토목 등)에서는 현지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분야 및 특허 신기술을
탑재한 건설 기술을 앞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전략 추진 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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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하수처리시설(STP) 광역통합 및 누수탐지·보수 등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 있음
<ECRC 말레이시아 반도 동해안 철도건설 프로젝트>

자료 : 말레이시아 국토공공교통부

IT 산업 분야
● 현재 Malaysia’s Vision 2020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화되고 정보화
된 사회로의 진입을 목표로 정부주도의 전자정부 구현에 박차
- 말레이시아는 IT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미국 실리콘
밸리와 견줄 수 있는 MSC(Multimedia Super Corridor)2)정책 실행으로 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투자

2) 말레이시아 전자정부 프로젝트로서 고객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정부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대중(기업 및 국민)”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정부 행정의 효울화와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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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Paperless 업무환경을 추구하고 원활한
정부 및 민간 정보의 흐름과 광범위한 투명성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 중이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기업과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IT 실행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음
<말레이시아 전자정부 비전>

자료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향후 추진 예정 전자정부 분야로는 조달물자 관리, 특허 관리, 스마트 카드
및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분야(보안/의료/교육/지불 등), 도서관련 서비스,
출입국 관리, 국방관련 분야, 텔레뱅킹, 자연재해 방지 시스템, 병원 의료 /
국민보험 분야 등이 있음
- 해당 분야의 정부기관 타겟팅 및 Supara, Patimas, Kompakar, Formis 등과
같은 말레이시아 주요 SI 전문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말레이시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한국의 사례와
기술을 전파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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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국방 분야 전문 SI기업 : Sapura : www.sapura.com.my
• 보건·행정 SI 전문기업 : Patimas : www.patimas.com
• 병원·증권 SI 전문기업 : Kompakar : www.kompakar.com
• 솔루션SW 전문기업 : Formis : www.formis.net
• 교통·항만·교육 SI 전문기업 : Heitech : www.heitech.com.my
• 기업·정부 SI 전문기업 : Mesiniaga : www.mesiniaga.com.my
• 통신·인터넷·금융·보안 SI 전문기업 : Kub : www.kub.com.my
- 전자정부 프로젝트 참여시 기술이전이나 교육, 컨설팅, 장기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지 파트너와 상호협력 전략적 접근이 필요
<말레이시아 전자정부 단계적 진행 구조>

자료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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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 IT 서비스 추진현황
- 말레이시아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0년까지 약 20%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특히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K-Game 부문에서의 성장 기대
-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대부분 외국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였으나, 말레
이시아 현지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 확대 중
- 보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90% 이상의 소기업(종업원 99명 이하)들은 IT보안 향상을 최우선 투자
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데이터 백업과 IT 스토리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IT서비스 시장은 2020년까지 총 20% 내외의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성장 전망분야는 시스템 통합 30%, 시스템 구현 및 지원 26.3%, 아웃
소싱 18.4%로 예측
● 차세대 통신서비스 / 인터넷 솔루션 고도화 추진현황
- 말레이시아 모바일 시장 규모는 2016년 말 무선전화 이용가입자 2,200만
명을 뛰어 넘었으며, 매년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디오, 통신, 방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부가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 투자
- 인터넷 관련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IP DSLAm, 모뎀,
VDSL 장비, WLL CMDA, Wireless LAN 제품, COINS, VoIP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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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할랄산업 잠재력 분석 및 대응방안

1. 말레이시아 이슬람의 문화적 배경
말레이시아 이슬람의 문화적 특성 개관
● 이슬람은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로 기능
- 13세기경, 이슬람이 말레이반도에 도입된 이래 이슬람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은 말레이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
-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가치는 말레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으며, 말레이인의 윤리의식과 도덕을 규정하고 말레이인의 단결과
유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이념을 제공
- 2018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총 인구는 3,200만 명으로, 무슬림 58.6%, 불교도
18.4%, 기독교도 8.1%, 힌두교도 6.4%, 유교와 도교 그리고 중국 전통신앙인
5.3%, 토속신앙인 1.2%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2. 말레이시아의 할랄산업 육성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 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할랄 환경을 갖춘 국가임
●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국 내 무슬림 소비자와 수많은 할랄 기업들을 기반
으로 할랄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
- 정부는 ‘할랄산업 개발 마스터플랜(2008-2020)’을 수립하여,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허브’로 만들고,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역,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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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경제개발계획(11th Malaysia Plan 2016-2020, 이하 11th MP)에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 GDP에서 할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8.7%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 포함
- 2020년까지 할랄 수출업체를 현재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늘리고, 수출
규모도 500억 링깃(약 119억 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임
<말레이시아 할랄 비즈니스 통계 도표>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말레이시아는 할랄식품 산업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지님
● 1982년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개발부 (JAKIM)가 처음으로 할랄 인증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JAKIM은 국제 할랄 인증의 최고 권위를 인정
- 할랄(Halal)은 이슬람 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통칭하며,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모든 가공 과정의 준비, 재료 사용, 청소, 취급
및 가공을 준수해야 함
- 코덱스 국제 식품 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국제
연합(UN)에서 전세계적으로 무슬림 식품을 준비하는 규정 관련, 말레이시아
JAKIM을 최고의 인증 제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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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소요기간은 6~9개월 정도이며, 할랄 인증 건수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8월 현재 6,736개 업체의 7만
8,767개 제품이 JAKIM 할랄 인증을 획득
- JAKIM에서는 전 세계 32개국 56개 기관을 공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승인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한국의 할랄인증
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도 2013년부터 JAKIM 승인 해외 할랄 인
증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한국의 할랄 인증 마크  JAKIM&KMF>

3. 말레이시아 현지 주요 할랄 식품 트렌드 분석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기를 끈 할랄 식품은 치즈타르트, 계란노른자
감자튀김, 한국식 닭갈비 등이며 2018년부터는 웰빙 (Well-Being) 식품과 간편
조리 식품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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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채식 / 채식요리류>
식당명

Wholly Wonder (페낭) / WTF (쿠알라룸푸르) / LN Fortunate
● 할랄을 기본으로 하여, 캐주얼 및 하드코어 채식주의자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채식 요리들을 제공
식품특성

● 구운 콜리플라워를 곁들인 커리 코코넛 퀴노아 / 크리미 버터넛 링귀네 /

채식주의자를 위한 땅콩버터 치즈케익 등의 다양한 채식 요리들은 영양
분의 균형을 추구하며 맛과 시각적 만족 또한 충족시켜 줌

요리사진

<스낵 및 간식류>
식당명

Uncle Tetsu Cheesecake (쿠알라룸푸르)
●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소금 간을 한 계란노른자 크루아상” / “쫄깃

식품특성

쫄깃한 치즈케이크” 등은 아시아 소비자 맞춤형 제품들로서 짭짤한 맛의
선호와 탄력있는 밀가루 가공제품의 선호가 주 특성인 아시아 풍미를
살린 메뉴임
● 이 외에도 “계란노른자 함유 감자칩” / “Uncle Tetsu Cheesecake” 등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팬덤 현상을 보이는 스낵류로 지속적으로 말레
이시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스테디셀러로 예측되고 있음

요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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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스타일 요리>
식당명

Nando’s (쿠알라룸푸르)
● 포르투갈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식품특성

대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미의 관능적인 분위기와 역사적 배경, 강력
하고도 직관적인 풍미와 식도락 모험을 자극하는 “Qba Latin Grill &
Bar” / “La Boca Cafe” / “Thyme Out Kuala Lumpur” 등의 메뉴가 사랑
받고 있음
● 남미스타일 요리의 대중성 확산으로 페루, 브라질 요리 등 더욱 다양한

남미 국가들의 풍미를 즐기려는 말레이시아인들의 관심이 증폭됨

요리사진

<전통 말레이시아 거리음식의 고급화>
식당명

Pince & Pint’s (쿠알라룸푸르) / Lavender Cafe (사라왁)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통적인 거리 음식 (hawker dishes)의 업그레

식품특성

이드가 트렌드로 각광박고 있으며, 대중적인 음식으로 인정받던 음식이
었던 락사 (laksa)요리가, 고급 식재료를 사용한 고급 요리로 확산되는
현상
● 락사 외에도 랍스터 나시르막 (Nasi Lemak: 코코넛 밀크와 생강, 레몬

으로 맛을 낸 말레이시아 전통 쌀밥), 랍스터 우동 등, 현지전통 거리음
식의 퓨전화와 고급화가 경제발전에 힘입어 가속화되고 있음

요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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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아프리카 요리에 대한 관심>
식당명

Shakshouka (쿠알라룸푸르)
● 과거 남아시아와 중동으로부터 향신료가 소개된 이래,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또 하나의 향신료 열풍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
이 중동 및 아프리카 요리에 대한 관심임
식품특성

● 샥슈카 (Shakshouka: 토마토, 고추, 양파로 만든 소스에 계란을 졸인

요리로 아프리카 지역의 일반적인 아침식사) 및 할루미 (Halloumi: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산 치즈명이며, 주로 양젖과 염소젖을 혼합하여 만듬)가
중심이 되어 색다른 향신료 요리가 많이 알려짐

요리사진

<인스턴트 차 가공식품류>
제품명

마일로 (MILO)

제품군

코코아 분말

가격대

4달러(16MYR)/kg

제조사

Nestle MFG Sdn Bhd

● 일반적으로 우유에 타서 먹는 코코넛 분말 식품으로, 1950년대부터 스위스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가 전세계에 소개한 제품으로, 건강음료 및 비타민
음료 군으로 분류되며 특유의 달콤한 코코아 맛이 특징임
식품특성
● 네슬레가 세계 최대 할랄 식품기업으로 성장하는 주력으로 말레이시아

네슬레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마일로 제품 군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네슬레의 할랄 제품임3)

요리사진

3) KOTRA 세계 할랄 시장 동향 및 인증 제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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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라면류>
제품명

불닭볶음면

제품군

인스턴트 라면

가격대

6달러(20MYR)/pack

제조사

삼양식품, 대한민국

● 2014년 삼양식품이 KMF 할랄인증에 이어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까지

받고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 진입전략 세분화 및 현지화 마케팅으로 공략
하여, 말레이시아 한 국가에서만 2017년 140억 원의 매출성과를 창출하
였고, 2018년 상반기까지 1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하였음
식품특성
● 이는 매운맛과 달콤한 맛의 조화 및 치즈, 고소한 맛의 향신료를 선호하는

현지 취향에 대한 분석과 닭고기를 좋아하는 동남아인들의 식성까지 고려한
섬세함과 아울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할랄 인증을 신속하게 추진한
점이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요리사진

<가향 우유 제품류>
제품명

바나나맛 우유

제품군

가향 우유제품

가격대

6달러(21MYR)/pack

제조사

빙그레, 대한민국

● 한국산 제품들이 프리미엄 이미지로 인식되며, 국내 대표 간식류인 바나나

맛 우유가 말레이시아 디저트류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성장을 보이는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는 2017년 약 5억원의 수출성과를
창출하였음
식품특성
● 이미 지난 2014년 우유 제품 (바나나맛, 딸기맛, 멜로만)들에 대해 JAKIM

할랄 인증을 받고, 국내 제품과는 달리 멸균팩 (테트라팩)으로 유통기한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2017년 5만L의 수입쿼터가 15만L까지 증가되는 데
에는 현지에서의 폭발적 인기가 주요 요인이 됨

요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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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간편 건강식 음료류>
제품명

에브리타임

제품군

프리미엄 건강식

가격대

48달러(168MYR)/pack

제조사

KGC, 대한민국

● 한국인삼공사 (Korea Ginseng Corporation: KGC)의 홍삼제품을 말레

이시아 소비자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을 받아 패키지로
출시
● 에브리타임 / 홍삼원 등의 기존 제품들을 할랄 인증을 통하여 카페인 free로

생산하고, 한국 프리미엄 건강식인 홍삼 제품군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개발

식품특성

● 현지인들의 외식 선호 특성으로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동남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이는 현실에서, 균형잡힌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건강음료 소비 시장 기회 포착

요리사진

4. 한국의 대응방안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절차 이해도 제고
● 할랄인증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 할랄인증 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4)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

■ 기 관 명 :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
■ 홈페이지 : www.islam.gov.my
■ 인증부서 :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 할랄 신청팀)
■ 전화번호 : +60-3-8892-5090

4) ※ 말레이시아 인허가 등록절차 홈페이지: www.halal.go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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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식품 수출시 유의점
-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식품법(Food Act, 1983)과 식품
규정(Food Regulation, 1985)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말레이시아 식품법과
식품규정은 말레이시아 내 식품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식품의 라벨링을 포함해 각종 제품 표준을 규정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은 반드시 JAKIM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할랄 제품이라는 로고나 표식을 달 수 있음. 한국의 경우,
JAKIM 할랄 인증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을 통해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할랄인증을 위반하고 사설 할랄 인증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 유통을
하게 되면, 말레이시아 국내소비자부 권한으로 해당 제품들을 전량 압수 폐기와
아울러 말레이시아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를 요함

수출 유망품목 집중 개발
● 수산물 가공식품류
-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인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약 54kg으로 세계 5위 규모이며, 특히 가구당 수산물 소비 규모는 할랄의
영향으로 육류 및 가금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주요 소비 품종은 고등어, 새우, 오징어, 메기, 틸라피아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도시 중산층의 증가로 대구, 연어 등 고가
수입수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선호 조리법으로는
소금과 향신료를 묻힌 튀김요리, 매운 양념 튀김, 카레 요리, 코코넛 밀크를
사용한 조림 및 찜 등이 있음
- 지난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로 수출한 수산물 규모는 전체 수산물 수출액
23억 2,695만 USD의 2%인 4,642만 USD 규모이며, 이는 향후 말레이시아의
높은 소득수준, 도시화 진행 속도, 지리적 여건 및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수산물 가공 식품군의 ASEAN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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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산물 가공제품의 인증품목은 전체 JAKIM 할랄 인증품목 중 200여 개로
수산식품 관련 인증 건수는 극히 소수이나, 말레이시아 무슬림의 수산식품
소비시 할랄 인증에 대한 인생 및 안전 신뢰도는 96.4%로 할랄 인증에 매우
민감한 특징을 보임
● 인스턴트 라면류
- 말레이시아는 2017년 한해 13억 1,000만 개의 라면을 소비함5)
- 한국계 라면 제품들도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라면 선호 트렌드에 따라 색다른
맛과 다양한 제품군으로 현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맵고 단 맛의
한국 라면 (불닭볶음면, 신라면, 대박라면 외)을 공략 포인트로 삼아, 말레
이시아 수입 라면 시장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2위 수입 대상국이며, 2015년부터 수입액 증가추세.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라면의 매출은 2013년 18억원에서 2017년 193억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전체 라면 시장에서 한국 라면이 차지
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2%에서 10%로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국의 신라면의 경우, 할랄인증을 취득
하여 선제적으로 무슬림 소비 시장을 겨냥하였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맞춤형
라면인 삼양 80g을 출시한 삼양식품도 쿠알라룸푸르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거점도시로 판매지역을 확대할 계획임
- 아세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신세계푸드도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첫 제품으로 라면을 선택하고, 2018년 초 현지기업인 마미더블
데커와 공동으로 신세계마미를 설립하고 JAKIM 할랄 인증을 받은 “대박라면”을
2018년 4월부터 판매 시작함. “대박라면”은 김치맛과 양념치킨맛 2종으로
출시되었으며, 출시 한달 만에 200만개, 16억 원의 매출을 올림과 동시에
현재 매월 20만개 이상 판매, 현재 누적 판매량이 400만개를 넘어 3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5) 세계 라면협회 (World Instant Noodl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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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말레이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 라면 생산 기업들도 할랄 인증을
통해 지속적인 무슬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현지맞춤형 라면 개발과
아울러 현지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전략으로 차별화된 진출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말레이시아 라면 및 인스턴트 면류 국가별 수입동향 HS Code 190230>
(단위 : USD 백만)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1

인도네시아

72.34

70.86

68.78

2

대한민국

3.29

9.50

16.54

3

태국

12.29

11.23

11.63

4

중국

12.92

12.43

9.27

5

싱가포르

2.34

2.69

2.88

6

일본

0.93

1.31

1.35

7

홍콩

0.63

0.59

0.85

8

베트남

0.71

0.60

0.70

9

대만

0.15

0.18

0.43

10

이탈리아

0.25

0.11

0.13

자료 : World Trade Atlas

● 스낵 및 디저트류
- 말레이시아 스낵 및 디저트 시장은 젊은 소비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
장을 이루고 있는 시장6)
- 아이스크림 디저트류인 메로나와, 가당 유제품류인 바나나우유 등 한국에서
상품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제품들의 할랄 인증을 통한 현지 맞춤화 전략으로
한류 트렌드와 PPL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현지 소비자 그룹들에 파고드는
마케팅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6) KOTRA 세계 할랄 시장 동향 및 인증 제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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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전략
● 해외 할랄인증 기관과 교차인증 확대
- 신뢰도가 제고된 한국 KMF(한국이슬람중앙회)와 말레이시아 JAKIM이
교차인증 시행중이나 보다 고도화된 할랄 교차인증 협력 필요
-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MUI), UAE(ESMA),
독일(Halal Control), 미국(IFANCA) 등의 할랄인증 선진국들과 교차 인증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
● 할랄 원재료 수입시스템 구축
- 해외 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원재료 중간재 수입 활성화 필요성 대두
- 미국, 호주, 브라질 등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은 육류 관련, 다양한 할랄 식품
원재료 도입 추진 필요
- 중소 수출기업 및 국내 개별수요를 위한 할랄육류 공동구매 및 수입관세 혜택을
통한 제조 원가 절감
● 체계적 할랄정보 확대 및 마케팅 플랫폼 구축
-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할랄 정보수집 및 공유, 할랄 종합 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국내 기업 기관의 정보 수요 만족
- 주요국 별 시장 분석과 정기적 교류협력 세미나 개최 및 시장 설명회 개최,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Showcase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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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할랄식품 클러스터 조성
- 할랄 식품의 공급은 국내보다는 해외 무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가
훨씬 크므로 현지 수요가 높고, 할랄인증 취득 및 원재료 수급이 용이한 지역별
거점국가에 한국 전용 할랄 식품단지의 조성이 필요
- 말레이시아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가장 최적인 할랄 허브 국가임과 동시에
향후 인증 확대를 통한 영향력 및 산업 활성화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할랄산업 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
- 정부간 협의를 통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한국 할랄
식품단지 조성, 할랄인증 취득 간편화 지원, 특별경제구역(SEZ)에 준하는
인센티브 및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 필요
- 기존 할랄인증 도축 및 식품 가공시설 건립 지원예산 등을 활용해 공동부지 및
물류 시설은 양국 정부가 지원하고 개별 생산 공장은 양국 기업에서 투자 및
운영하는 형태로 할랄식품 클러스터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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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할랄시장의 성장동력 확대 트렌드 분석
● 할랄시장은 무슬림 인구수의 증가, 이슬람 경제부상으로 인한 중산층 확대와
이슬람 가치소비의 증가, 온라인 시장의 성장 및 웰빙 인식 확산 등의 영향
으로 성장
- 2030년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유로
모니터 조사 결과, 30세 미만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 동 연령대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슬림 소비자들의 웰빙 인식 확산으로 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거친
할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
- 할랄인증은 HACCP, GMP, ISO 인증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안전, 청결,
위생 및 보건 관련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각 국의 보편적 가치 및 기준
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종교성 기반이 아닌, 식품에 대한 안정성
인증 기준인 할랄은 향후 보다 확고한 권위와 가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

할랄시장의 분류별 대응방안 마련
● 성향 분류 그룹을 각 분류별로 대응, 시장 공략하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 대두
- 할랄인증 및 관련 산업의 허브 국가인 ASEAN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의 할랄인증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및 국제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 내재화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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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할랄시장에 진출 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소비자군의 분석적 이해에 매우
유용한 분석 툴과 통계 아카이브를 제공하는 이점을 제공함
- 한국 기업이 향후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 보수적 무슬림
(Religious Conservatives), 뉴에이지 무슬림(New Age Muslims), 사회순응
무슬림(Societal Conformists), 실용성향 무슬림(Pragmatic Strives), 자유주의
무슬림(Liberals) 등 무슬림 성향에 따라 분류되는 각 그룹에 맞게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방안 모색
● 할랄식품 콘텐츠 확대 및 할랄인증 절차의 효율적 활용 전략 필요
- 콘텐츠 확대 측면에 있어서 스낵류, 인스턴트 제품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고 말레이시아의 젊은 중산층에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다양한 소비재 제품들을 전세계 무슬림 국가들에 알리는 테스트베드
로서의 말레이시아의 허브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서의 기능이
포함
- 수산물 가공식품 수출 관련 20억 무슬림 시장 공략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의
말레이시아 시장 활용 및 ASEAN 시장의 맞춤형 진출 전략 필요성 대두와
아울러, 수산물수출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K-Food의 수출
기반 조성, 수산물 관련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수출용 수산물 가공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함
- 엄격한 할랄인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JAKIM과의 교류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한-ASEAN FTA를 적극 활용하여 제도관련
비관세 장벽을 넘어섬으로써 향후 한국 기업들이 무슬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내용적 이해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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