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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레이시아 인증표준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에 근거하여 말레이

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ization Malaysia, DSM)에서 할랄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 기준을 정하며, 실제 인증업무는 이슬람개발부(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에서 전담함.

❍ 할랄 관련 규정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MS)은 다음과 같음:

할랄인증 기준 주요 내용

MS 1500:2009 할랄 식품: 생산·준비·취급 및 저장에 관한 일반지침

MS 2594:2015 식수처리에 사용되는 할랄 화학제품

MS 2400:PART1:2010 할랄-토이반(Toyyiban)보증체계 - 운송망 서비스

MS 2400:PART2:2010 할랄-토이반(Toyyiban)보증체계 – 창고·보관 및 관련 활동

MS 2400:PART3:2010 할랄-토이반(Toyyiban)보증체계 - 소매업

MS 1900:2014 이슬람 율법 기반의 품질관리 시스템

MS 2393:2013 이슬람 및 할랄 원칙

MS 2565:2014 할랄포장

MS 2424:2012 건강 보조제를 포함한 의약품 제조, 취급 기준

MS 2200:PART1:2008 소비자 제품

MS 2610:2015 할랄 관광 및 서비스 제공 시 관리지침

MS 2300:2009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하는 조직 설립 및 관리 시스템 기준

2. 할랄식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MS 1500:2009)

❍ ‘할랄 식품: 생산, 준비,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일반지침(MS 1500:2009)’이라고 명명

된 말레이시아 표준은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의 표준부(DSM) 산하 말레이시아 표준개발청(Malaysian Standard 

Development System)이 개발함. 

❍ 표준은 국가산업 표준화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기술위원회의 의장 역할인 

JAKIM을 포함한 여러 조직에 의해 구체화됨.

❍ 말레이시아 표준부(DSM)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며, 할랄식품

(영양 강화제 포함)의 제조 및 취급에 있어 식품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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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은 말레이시아에서 식품 또는 식품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의 설정을 목

표로 하며, JAKIM에게 인증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것임. 

❍ 본 표준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름. 

할랄 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인증이며,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GHP(Good Hygiene Practice)와 같은 국제기준을 따름.

표준 범위 주요 내용

범위

적용범위 제시

Ÿ 할랄 식품(영양 보충제 포함)의 준비 및 취급

Ÿ 말레이시아 할랄 식품 및 식품 무역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정의 샤리아 법률, 할랄, 할랄식품, 나지스, 도축, 관할당국, 구역

요구사항
관리 책임, 구역, 장비/설비/기계 및 가공 보조제, 위생 및 식품 안전, 할랄식

품의 가공, 할랄 식품의 저장/운송/진열/판매 및 제공, 포장/라벨링 및 광고

준수 현장 검사를 통한 표준 준수여부 검증

할랄인증서 말레이시아 관할당국에 의한 인증서 발급

할랄인증 표시 표준 준수의 검증으로써의 할랄 인증 마크 표시

<표 1> 할랄식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MS 1500:2009) 주요 내용 

3.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Manual Procedure for Malaysia 
Halal Certification)

❍ 말레이시아 행정기관 중 하나로 할랄인증서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JAKIM은 국가 할

랄식품 표준을 토대로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Manual Procedure for Halal 

Certification Malaysia)을 발표함.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은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관리함에 있어 준

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JAKIM 및 JAIN(Jabatan Agama Islam 

Negeri, 주 이슬람종교국)/ MAIN(Majlis Agama Islam Negeri, 주 이슬람종교협의회) 심

사관을 위한 지침을 포함함. 

❍ 본 매뉴얼은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관리하는데 있어 표준, 파트와 결정 및 의무 

관련 규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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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방 및 지방차원에서 할랄 인증서 발급업무를 위한 기본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음.

(연방 차원) JAKIM이 인증업무 담당

(지방 차원) JAIN/ MAIN이 인증업무 담당

조항 소제목 및 주요 내용

1. 범주 적용범위 제시

2. 정의

관할당국, 검사 책임자, 할랄, 나지스, 세르투(의식 

정화), 도축, 식품 및 음료 소비재, 식품 전제, 도축장, 

물류, 제약, 화장품 및 개인관리, 화장품 및 개인관리,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서, OEM 회사, 할랄 집행

3. 인증제도 인증제도 분류

4.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조건 할랄 인증 조건 제시

5. 인증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원료/성분/가공보조제 요구사항, 가공, 포장 및 라벨링, 

공장, 식품 전제, 노동자, 위생 시스템, 할랄 기록, 

노동자의 기본 편의시설 및 복지, 교육, 감독 및 

모니터링, 도구 및 예배 요소, 기존 장비 제조(OEM)

6. 방식에 따른 증명서 특정 

요구사항

식품/음료/식품 보충, 식품 전제, 소비재, 화장품 및 

개인관리, 제약, 도축장, 물류

7. 방식에 따른 신청 절차 할랄인증 신청 절차 제시

8. 인증 비용 할랄마크 사용 조건 규정

9. 심사 절차 심사, 검사 범위, 샘플링, 재 심사 절차

10. 모니터링 및 집행

규정, 이행, 검사 종류, 위반과 조치의 범주, 샘플링, 

검찰 프로세스, 불만, 불만 받기, 불만에 대한 결정, 

논쟁, 항소, 제품 리콜

11.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 및 로고 인증서 사용 조건, 로고 사용 조건

12.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 

보유자의 책임
할랄 인증서 보유자의 책임 제시

13.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 패널
임명, 회원, 업무 범위,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패널 

미팅의 결정

※ 자료: JAKIM(이슬람개발부)(2015),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세 번째 수정)

<표 2>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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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Halal Assurance 
Management System of Malaysia Halal Certification)

❍ 할랄보증관리시스템(Halal Assurance Management System)은 할랄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과 할랄성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수준을 측정하고 특정한 위험요소들을 식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임.

HAS는 최종 제품을 테스트하는 대신 예방에 중점을 두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는 도구임.

HAS는 재료사용, 장비 및 가공기술들의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어

야 함.

❍ 본 지침은 할랄보증시스템의 원칙 및 그것의 적용을 설명하며, 할랄 제품의 무결성

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함. 

이는 공급망을 통한 효과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의 개념에 기초하며, 할랄인증서 소

지자가 할랄 인증에 있어 할랄 표준, 규정 및 요구사항을 수행하는데 사용됨. 

❍ 본 지침은 말레이시아 관할당국으로부터 할랄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고자 하는 조

직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설명함. 

HAS의 혜택은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해당됨.

소비자 제조업체

Ÿ 샤리아 율법과 가격에 맞는 가치를 가진 

할랄제품 및 서비스 제공
Ÿ 할랄제품에 대한 고객요구 충족

Ÿ 소비자 신뢰 구축

Ÿ 고객유치 마케팅 도구

Ÿ 할랄제품에 대한 견고한 협력 및 주인의식 

구축

Ÿ 할랄제품의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및 최소화

Ÿ 할랄관리시스템의 통합적이고 엄격하며 체

계적인 적용을 통한 믿을 수 있는 할랄제

품 및 서비스 제공

Ÿ 제품 및 서비스의 할랄과 품질에 초점을 

맞춘 할랄 토이반 개념에 맞는 제품과 서

비스 제공

<표 3> 소비자 및 제조업체별 HAS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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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할랄 모니터링, 통제, 개선 및 할랄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비준수를 방지하

는데 내부적인 메커니즘으로써 작용함.

❍ 제품 생산업체는 권한이 있는 할랄 기관에 의해 설정된 요구사항과 함께 전체 공급망 

절차의 준수를 확실시하도록 할랄보증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음.

❍ HA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JAKIM/JAIN 및 다른 권한이 있는 할랄인증기관(Halal Certification Bodies, HCB)으로

부터 할랄 인증 획득

무슬림과 비무슬림 고객 유치 가능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

더 큰 범위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더 많은 이익의 창출

가. HAS 일반원칙

❍ 할랄 요구사항에 있어 비적합성의 최소화 및 제거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할랄 보증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시행해야함.

❍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의 강조는 지속적인 통제, 모니터링 및 검증과 함께 전체 공급망 

내의 할랄중요관리점(Halal Critical Points)을 인식하는데 있음.

❍ 할랄 보증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효과적인 제품 회수 절차;

효과적인 문서 추적;

관할당국에 의한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랄 지원, 문서, 절차 및 기록을 위한 

적절한 문서정리(filing) 시스템

나. 내부할랄위원회(Internal Halal Committee, IHC)

❍ 위원회는 HAS의 효과성을 보증하기 위해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을 개발, 모니터링, 관

리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조직에 의해 구축됨.

❍ 내부할랄위원회는 최소 4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회 회원은 할랄표준 및 할랄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의 보유 및 교육되어야 함.

2명은 반드시 관리자 급의 무슬림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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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구매/조달의 책임이 있으며;

기업에서 할랄문제를 관리하는 직원은 내부할랄위원회(IHC)의 코디네이터이어야 하며;

도축장에 대한 할랄 감독자는 위원회의 회원이어야 함.

❍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의 시행에 있어 내부할랄위원회(IHC)의 효과는, 최소 1년에 한번 

씩,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통제 효과가 없을 시에는 즉시 검토가 필요하며, 내부할랄위원회(IHC)의 변경, 모니

터링 일정 변경, 운영 및/혹은 공급망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도 검토가 필요함.

❍ 내부할랄위원회 회의(Internal Halal Committee Meeting)는 모든 할랄내부위원회 회원

이 참여하여 HAS의 개발, 이행, 유지 및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함.

다. 교육 프로그램

❍ 관리는 말레이시아 할랄표준 및 인증 요구사항과 관련 있는 관리자 및 직원에게 정

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정기 평가는 관련 직원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

을 갖추도록 교육받았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함. 

라.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의 원칙

❍ 내부할랄위원회(IHC)에 의해 설립된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추적

이 가능해야 함.

❍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을 시행할 때 내부할랄위원회(IHC)가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원칙

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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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할랄보증관리의 일반 원칙 

※ 자료: JAKIM(이슬람개발부), 할랄 보증관리 시스템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Halal Assurance Management 

System of Malaysia Halal Certification)

1) 원칙 1: 할랄 중요 관리점 결정

❍ 할랄 위험요소와 그 외 잠재적 위험 식별과정이 앞서 언급한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공정과정에 적용되며, 공급망 전 단계를 아울러 적용됨.

❍ 할랄 위험요소와 잠재적 위험요소 식별대상:

원재료, 성분, 반가공 재료, 가공자재, 재활용 자재, 재처리 자재, 포장, 포장자재

원재료 뿐 아니라 공급사슬 내 모든 기기, 조리기기, 장비 및 처리 보조 기구

공급자와 재료 선택에서부터 완제품, 즉석식품 및 제공받는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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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 2: 흐름도 개발 및 검증

❍ 흐름도는 앞서 언급된 제품과 서비스의 실제 공정과정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공정 흐름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재료선택과 공급업체 관리를 의미하는 공급체인의 시작점

공급사슬의 모든 할랄 위험요소(할랄 관리 지점)와 각 성분 및 제약사항의 명확한 

표시

재작업과 재분류 활동을 포함한 공정 흐름도 제시

3) 원칙 3: 통제 조치의 이행

❍ 대응책이란 편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 또는 조치의 특정 지점이나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는 행동 또는 단계를 의미함.

❍ 통제 조치는 말레이시아 할랄인증(MHC)의 주 참조사항 혹은 기준에 부합해야 함.

4) 원칙 4: 시정 조치의 개발

❍ 시정 조치의 목적은 제품 및 서비스에서 할랄상태를 보전하기 위함임.

❍ 시정 조치 시 포함되는 행동:

할랄성 훼손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

할랄성 훼손 시 부적합 제품 관리

❍ 시정 조치 시 고려사항:

부적합 제품과 그 발생 과정

할랄성 훼손의 근원 파악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

조치의 효과 기록

조치 이후 효과 평가

5) 원칙 5: 문서 시스템 및 관리 기록

❍ 문서는 HAS의 이행 및 해당 시스템의 효과 평가에 관한 증거 제공 시 중요함.

❍ 모든 문서와 기록은 접근의 편의, 합법성을 바탕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1년 마다 업데이트 필요

관리자의 확인 요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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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를 위한 관련 문서 HAS 관련 기록과 문서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Ÿ 제품 리콜

Ÿ 추적성

Ÿ 훈련

위생설비

직원 및 방문객 관리

공급업체 관리

측정

기타

▶ HAS 매뉴얼

Ÿ 내부 할랄 위원회

Ÿ 기본 운영 원칙

Ÿ 할랄의 주요 중점 분석

Ÿ 처리과정

Ÿ 감시 프로그램

Ÿ 시정 조치

Ÿ 공정 입증 프로그램

Ÿ 기록, 문서자료 시스템

<표 4> HAS 관련 문서 및 주요내용 

6) 원칙 6: 검증 과정

❍ 검증 과정 활동은 다음과 같음:

기록을 기반으로 감시 시스템 점검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

내부 할랄 위원회 역량 평가 및 감시 프로그램 내 주요 인물 평가

심사 보고

내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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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증 비용 및 산업 분류

산업 분류

제품, 물류 및 

제조 서비스

구분 특징 연간 비용(RM1))

Micro
연간 매출 

RM 300,000.00 이하
100

Small

연간 매출 

RM 300,000.00 ~ 

RM 15,000,000.00

400

Medium

연간 매출 

RM 15,000,000.00 ~ 

RM 50,000,000.00

700

Multinational

(다국적)

연간 매출 

RM 50,000,000.00 초과
1,000

식품 전제 계획 호텔

(주방, 레스토랑)

4성급 및 그 이상 - 500/주방

3성급 및 그 이하 - 200/주방

식품 전제 계획

(케이터링, 식품 

케이터링 서비스 등)

Small
연간 매출 

RM 500,000.00 이하
100

Medium

연간 매출 

RM 500,000.00 ~ 

RM 5,000,000.00

400

Large
연간 매출 

RM 5,000,000.00 초과
700

산업 분류

도축장

부지 크기 동물 타입 일일 생산 연간 비용(RM)

Small

닭 1~2,999 마리 

400염소/양 1~499 마리

가축/물소 1~49 마리

Medium

닭 3,000~10,000 마리 

700염소/양 500~700 마리

가축/물소 50~100 마리

Large

닭 10,000 마리 이상 

1,000염소/양 700 마리 이상

가축/물소 100 마리 이상

※ 자료: JAKIM(이슬람개발부)(2015),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세 번째 수정)

1) 1링깃=256.56원(2017.02.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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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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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주 종교담당국(State Department of Religious Affairs)

1

Pengarah(국장),

Jabatan Agama Islam Selangor(셀랑고르 이슬람종교국),

Tingkat 1, Bangunan Sultan Idris Shah,

No.2, Persiaran Masjid, Bukit SUK

Seksyen 5, 40676 Shah Alam, Selangor.

Tel. : 03-5514 3411

Fax. : 03-5510 3368

2

Pengarah(국장),

Jabatan Agama Islam Wilayah Persekutuan(연방지역 

이슬람종교국),

Kompleks Pusat Islam Malaysia, Jalan

Perdana, 50519 Kuala Lumpur.

Tel. : 03-2274 9333

Fax. : 03-2273 2904

3

Pengarah(국장),

Jabatan Hal Ehwal Agama Islam Sabah(사바 

이슬람종교담당국),

Tingkat 3, 9, 10 Blok A, Wisma MUIS,

Jalan Sembulan, Peti Surat 11666,

88818 Kota Kinabalu, Sabah.

Tel. : 088-262 073

Fax. : 088-239 415

4

Pengarah(국장),

Jabatan Agama Islam Perak Darul Ridzuan(페락 

이슬람종교국),

Kompleks Islam Darul Ridzuan,

Jalan Panglima Bukit Gantang Wahab,

30000 Ipoh, Perak.

Tel. : 05-208 4800

Fax. : 05-255 5512

5

Pengarah(국장),

Jabatan Hal Ehwal Agama Islam Pahang(파항 

이슬람종교담당국),

Jalan Masjid, 26600 Pekan, Pahang.

Tel. : 09-421 1111

Fax. : 09-422 1781

6

Pengarah(국장),

Jabatan Hal Ehwal Agama Islam Kelantan(켈란탄 

이슬람종교담당국),

Kompleks Balai Islam Lundang, Jalan

Sultan Yahya Petra, 15150 Kota Bharu,

Kelantan.

Tel. : 09-744 3699

Fax. : 09-744 6685

7

Pengarah(국장),

Jabatan Agama Islam Melaka(멜라카 이슬람종교국),

Tingkat 6, Bangunan Graha Maju,

75300 Jalan Graha Maju, Melaka

Tel. : 06-283 6867

Fax. : 06-283 4022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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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8

Pengarah(국장),

Jabatan Hal Ehwal Agama Islam Kedah(케다 

이슬람종교담당국),

Bangunan Wan Mat Seman, Jalan Raja,

05676 Alor Setar, Kedah.

Tel. : 04-733 3288

Fax. : 04-733 8333

9 

Pengarah(국장),

Jabatan Agama Islam Pulau Pinang(풀라우피낭 

이슬람종교국),

10300 Lebuh Pantai, Pulau Pinang.

Tel. : 04-250 2801

Fax. : 04-250 2810

10

Pengarah(국장),

Jabatan Hal Ehwal Agama Islam Perlis(펄리스 

이슬람종교담당국),

Menara Kemajuan, 01000 Kangar, Perlis.

Tel. : 04-979 4401

Fax. : 04-976 1344

11

Pengarah(국장),

Jabatan Hal Ehwal Agama Islam Negeri

Sembilan(네게리 셈빌란 이슬람종교담당국), 

Jalan Dato’ Hamzah,

70990 Seremban, Negeri Sembilan.

Tel. : 06-762 2692

Fax. : 06-763 1395

12

Pengarah(국장),

Jabatan Agama Johor(조호 종교국),

Kompleks Balai Islam Jalan Masjid Abu

Bakar, 80990 Johor Bharu, Johor

Tel. : 07-228 2900

Fax. : 07-223 9062

13

Pengarah(국장),

Jabatan Agama Islam Sarawak(사라왁 이슬람종교국),

Menara Majma’ Tuanku Abdul Halim

Muadzam Shah, Jalan P. Ramlee, 93400

Kuching, Sarawak.

Tel. : 082-507 150

Fax. : 082-507 241

14

Pesuruhjaya(위원),

Jabatan Hal Ehwal Islam Terengganu(테렝가누 

이슬람종교담당국),

Pusat Pentadbiran Islam Negeri, Kompleks

Seri Iman, 20676 Kuala Terengganu,

Terengganu.

Tel. : 09-265 2525

Fax. : 09-623 5185

※ 자료: JAKIM(이슬람개발부)(2015),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세 번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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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할랄 요구사항 참고문헌 목록: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의 매뉴얼 절차

❍ 할랄 육류 및 가금류 생산을 위한 말레이시아 의정서;

❍ MS 1500:2009 할랄 식품–생산, 제조, 취급 및 저장-일반 지침(2nd 개정판);

❍ MS 2200:파트 1:2008 이슬람 소비재–파트 1: 화장품 및 개인 관리-일반 지침;

❍ MS 2400-1:2010 말레이시아 표준–할랄란-토이반2) 보증 경로-파트 1: 제품의 운송 및/

또는 화물 망 서비스를 위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 MS 2400-2:2010 말레이시아 표준–할랄란-토이반 보증 경로-파트 2 : 창고업 및 관련 

활동을 위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 MS 2400-3:2020 말레이시아 표준–할랄란-토이반 보증 경로-파트 3: 소매업을 위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위한 계획

2) Halalan-Toyyiban: 할랄의 개념을 확장해 ‘무슬림에 허용되며(Permissible) 건강에 좋고(Wholesome) 
안전하며(Safe) 양질(Quality)’이라는 의미를 지닌 토이반 할랄(Halalan-Toyyiban) 이라는 개념을 
창출함으로써 비 이슬람 소비자의 할랄제품 소비를 장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