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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는 말레이시아 정

부기구로서 수입, 수출, 환적 등의 무역 촉진을 담당함. 

❍ 식품수입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규제 사항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부(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FSQD)에서 이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 말레이시아로의 수입은 법적으로 인정된 하역지 및 통관 공항에서만 허용되며, 다음

과 같은 제품 수입 시 관련 정부기관의 면허 및 허가가 필요함.

수입 시 

면허 및 허가가 

필요한 제품

Ÿ 알코올음료

Ÿ 동물 및 동물 제품

Ÿ 특정 건강 및 식용 식품

Ÿ 육류 및 육류 제품

Ÿ 식물 및 식물 제품

Ÿ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 수입업체는 관련 수입허가(Import Licence)를 얻어야 하며,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하

거나 말레이시아 세관장이 승인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서류처리 절차에는 각 정부 기관의 수입업체(개인/기업)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며, 통관 

후 해당되는 경우 수입상은 화물이 반출되기 전 관세를 납부해야 함. 

수입 관세는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재화에 부과되며, 관세율은 수입되는 물

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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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수입 관련 정부기관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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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임무

식품수입 

관련 

정부기관

국내거래협동조합소비자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 

Consumerismy)

Ÿ 할랄의 진실성, 할랄 로고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공

Ÿ 무역면허 발급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Ÿ 할랄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 무역·투자 

장려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조성책 제공

Ÿ 할랄 표준 증진 역할

무역진흥개발공사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Ÿ 할랄산업 진흥을 포함한 다양한 수출 촉진 활동 

수행

- 해외 국제 무역 박람회 참석, 할랄 마케팅 임무  

  조직화, 광고 및 프로모션 착수 등

관세청

(Royal Malaysia Customs 

Department)

Ÿ 수입통관 및 관세 징수 업무 담당

세관국

(Royal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Ÿ 수입 및 수출 관세의 징수, 밀수 활동에 대한 

통제 및 재정적 문제 담당

식품통제 

책임 

정부기관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Malaysia: MAO)

Ÿ 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 환경 관장

Ÿ 농업 관련 정책, 전략 계획 및 수립, 농업 프로

그램 등 개발

수의국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DVS)

Ÿ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의 검역 담당

Ÿ 검역이 승인된 제품에 동물건강증명서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발행

검역처

(Malays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s: 

MAQIS)

Ÿ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동·식물·수산물의 병

충해와 오염도 검사

Ÿ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제

하는 검역처 업무 진행

Ÿ 각 검역소에 수입절차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선박검사 및 모든 허가, 면허, 인증에 관한 사

항이 2011 보건부 및 검역서비스법을 따를 수 

있도록 보장

Ÿ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2주 내 반입 허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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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절차 흐름도

❍ 말레이시아로의 식품수출 절차는 수출계약, 서류준비, 선적/운송, 수입신고/검역, 통

관/국내유통의 5단계로 나누어짐.

가. 수출계약

1) 거래선(바이어) 발굴

❍ B2B 거래사이트, 트레이드 디렉토리(Trade Directory) 및 각 국의 무역 관련기관 또

는 전시회를 통하여 바이어를 발굴함.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 EC21 

(www.ec21.com)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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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진행

❍ 수출가격 검토 후, 구매자에게 희망조건을 명기한 제안서(비즈니스 오퍼)가 제출됨.

❍ 구매자가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며,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등의 사항들이 양측 간 최

종적으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수출 계약이 체결됨.

최종 계약 성립 전, 비즈니스 오퍼 검토 및 합의 과정에서 구매자가 몇 차례 카운

터오퍼(Counter offer)1)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나. 서류준비

1) 수입신고 준비

❍ 수입 관세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Custom No.1 양식을 작성

하여 관할 수입지역의 세관에 제출함. 

수입신고서는 경우에 따라 상품 및 포장물의 개수 및 설명, 가치, 무게, 측정 또는 

수량, 원산지 또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완전하고 실제적인 설명을 나타내야 함.

❍ 세관제출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세관 요구 서류

Ÿ 세관 신고 양식(Custom Entry form) 

Ÿ 선하증권(입항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Ÿ 상업 송장 혹은 견적 송장(상업 송장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Ÿ 포장 목록(Packing List) 

Ÿ 상품의 출입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

   - 원산지 증명서, 분석서 등 

2) 품목별 추가 준비서류

❍ 품목에 따라 요구 가능한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음:

1) 판매자가 제안한 오퍼 내용에 대해 구매자가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는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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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추가 서류

육류

(가금육 포함)

Ÿ 육류 및 가금육 수출증서(FSIS Form 9060-5)

Ÿ 할랄 인증서

Ÿ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Ÿ (수의국 소관)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수산 식품

Ÿ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

Ÿ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Ÿ 연방 혹은 도시 건강관리 기관이 발급한 소비 안전에 대한 명시서

Ÿ 항생물질 유무에 대한 명시서(새우, 갑각류 및 다른 어류)

식물성 식품
Ÿ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Ÿ (농업부 소관)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3) 원산지 증명서

❍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 체결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함.

전자특혜 원산지증명서(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ePCO)도 가능함.

❍ 원산지증명 신청 및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자료: 대한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공식 웹사이트,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다. 선적/운송

1) 수출통관

❍ 수출통관은 기업이 직접 혹은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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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인 유니패스(www.unipass.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

(관세사) 세관에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기업 혹은 포워딩 업체에 교부함. 

2) 운송

❍ 인코텀즈(Incoterms)2) 조건에 따라 수출업체나 수입업체가 포워딩 업체를 지정하며,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내륙운송 및 해상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짐.

3) 물품도착

❍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이 입항지에 도착하면, 일정기간 이내에 적하목록(Manifest)을 세

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이는 운송수단에 따라 도착시간으로부터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상이함으로 확인 후 

제출하도록 함. 

선박 항공기 철도

물품도착 후 

24시간 이내 제출
도착 즉시 제출

철도 요금 청구서 또는 

운송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착 즉시 제출

라. 수입신고/검역

1) 수입 규제 및 금지 품목 확인

❍ 수입신고 전, 수출상품이 수입규제 혹은 금지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함. 

수입규제나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Import Licence)는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만이 취득 

가능함.

* 단,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이 있을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은 수입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함.

2)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 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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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 진행 및 검역 실시

❍ 말레이시아는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가 수입신

고 및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

❍ 포워딩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

허가를 받으면 제품의 검역이 실시됨.

모든 수입식품 신고는 다강 넷(Dagang Net)3)을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함.

3) 품목별 검역 진행

❍ 말레이시아의 수입식품 검역은 수출입식품 검역처(Malays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s: MAQIS)에서 총괄함.

❍ 검역 수행기관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크게 식물·동물 제품으로 나누어 진행함.

가) 식물성 수입제품

❍ 농업 해충 및 해로운 식물(수입/수출) 1981 규정에 의거하여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식물제품은 현행 식물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식물성 수입제품의 검역은 다강 넷을 이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함.

나) 동물성 수입제품

❍ 도축법(1975)에 따라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개발부

(JAKIM)가 인정한 도축장에서만 도축된 제품이어야 함. 

❍ 동물성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다강 넷을 이용한 전자신청이 가능함.

3) 말레이시아 정부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단일통관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로써 
수출입자들이 전자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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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식물 및 식물제품 동물성 수입제품(돈육 제외)

주관 Ÿ 농업부 Ÿ 수의국

절차

검역신청 및 비용 납부
↓

검역 승인
↓

세관에 통지

검역신청 및 비용 납부
↓

검역 승인
↓

동물건강증명서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발행
↓

세관에 통지

기간

(검역신청~승인)
Ÿ 최대 5일 소요 Ÿ 1일 소요

비용 Ÿ 15MYR4) Ÿ 품목마다 검역비용 상이

라벨링 표기사항 -

Ÿ 도축장

Ÿ 정육포장공장 지정번호

Ÿ 생산일자

Ÿ 도축형태 등 표기

[표 6] 식물·동물 제품의 검역절차 

마. 통관/국내유통

1)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 말레이시아는 Customs Golden Client제도5)를 통해 통과절차가 간편화됨.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목록 등의 서류제출 및 선박 도착 예정을 확정하면 선

통관도 가능함.

4) 약 4,102.50원(1MYR=약 273.50원, 2016.11.11.기준)

5) 최소한의 데이터와 서류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로서, 관세의 정기적 사후납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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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ane특권의 이용으로 최소한의 데이터 및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관세

를 정기적으로 사후 납부할 수 있음.

모든 통관절차를 마친 화물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말레이시아로 유통됨.

2) 수입관세 및 세금 납부

❍ 모든 관세 및 세금은 제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기 전 납부함.

❍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은 한·아세안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임.

❍ 수입품의 세금은 일부 품목에 한해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므로 품목별로 확인하

도록 함.

판매세 소비세 수입과징금

0~10% 적용
맥주, 포도주, 알코올 제품:

20% 부과

생선, 곡물, 소금:

과세표준가격(CIF)6)의 5% 

부과

6) CIF(Cost Insurance Freight):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Freight)와 보험료
(Insurance)를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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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의국 서비스 허가 수수료(Permit Charge)7)

❍ 수의국(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은 동물법 1953(Animal Act 1953)(2006년 

개정) 및 동물 식품 법 2009(ACT 698)(Animal Foods Act 2009)의 법률에 따라 살아있

는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수입 및 수출허가를 발급함.

1. 말레이시아로의 동물성 제품 수입

품목 수수료

1 동물 부산물 허가: RM 3/ 위탁

2 소고기/양고기/사슴고기 허가: RM 3/ 50.8㎏/ 위탁

3 계란 및 계란 제품
허가: RM 3/ 위탁

수의사 검사: RM 50/ 위탁

4 부화란
허가: RM 2/ 위탁

수의사 검사: RM 50/ 위탁

5 우유 및 유제품
허가: RM 3/ 위탁

수의사 검사: RM 50/ 위탁

6 돼지고기 및 유아돼지 제품 허가: RM 3/ 50.8㎏/ 위탁

7 애완동물 사료 허가: RM 3/ 위탁

8 가금류 및 제품 허가: RM 6/ 50.8023㎏/ 위탁

9 가공 가금류 식사 허가: RM 3/ 위탁

10 정액 허가: RM 3/ 위탁

11 배아 허가: RM 3/ 위탁

2. 말레이시아의 동물성 제품 수출

유형 수수료

1 허가 RM 3.00

2 동물건강증명서 무료

3 건강자유인증서 RM 2.00

7) 자료: http://www.mytradelink.gov.my/documents/10179/17675/Veterinary%20-%20HQ%20-%20Charg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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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수출 수수료

품목 수수료

1 가축 RM 2.00/ 두

2 말(싱가포르 제외) RM 10.00/ 두

3 염소 혹은 양 RM 1.00/ 두

4 돼지(싱가포르, 사바 및 사라왁 제외) RM 1.00/ 면허

5 원숭이 RM 2.00/ 면허

6 개 혹은 고양이 RM 3.00/ 두

7 1-6 항목을 제외한 다른 동물 RM 3.00/ 두

8

뼈, 조류, 가죽, 비료, 골분, 혈분, 정액 우지, 사료(시리

얼, 시리얼 코팅 또는 기타 제외), 탈지분유, 정액, 백신, 

혈청 또는 기타 동물 제품 또는 조류 또는 기타 질병확

산 물질

RM 3.00 / 허가

9 염소 시체 RM 1.00 / 시체

10 다른 동물의 시체 RM 1.00 /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