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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레이시아 검역제도 및 검역법

❍ 식품 수입 시 관세국과 관세청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함.

주류, 동물 및 관련제품, 건강 의료식품, 육류와 그 가공품, 식물 및 관련제품, 가금

류 및 그 가공품 등 수입 시 각각의 책임기관으로부터 허가와 인가가 필요함.

구분 관련 규정 필요 서류

식물 및 

식물성 제품

Ÿ 유해성농작물규정법안 1981 (Agricultural Pests 

and Noxious Plants Regulations 1981)에 의거, 

식물위생규정 준수

Ÿ 식물위생증명서 

Ÿ 수입허가서

(농업부 장관 발행)

가축 및 조류

Ÿ 가축 법령(1953), 가축법(1962), 가축 수입 

규정(1962), 연방 가축 검역법(1984)

Ÿ (책임 관할기관) 수의국(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Ÿ 수입허가서

Ÿ 건강 진단서

육류

(돈육 제외)

Ÿ 도축법(1975)

Ÿ 수의국 및 종교 당국(JAKIM)이 지정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제품이어야 함.

Ÿ 할랄인증

※ 모든 육류는 도축장과 정육 포장공장의 지정번호, 생산일자, 도축형태(무슬림법에 부합 여부) 등을 표

시하여 라벨링 되어야 함. 

<표 1> 수입식품의 품목별 검역 관련 규정 및 필요 서류

2. 수입식품 검역관련 정부기관 및 주요업무

<그림 1> 수입식품 검역관련 정부기관 및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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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요업무

검역

관련

정부

기관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MOA)

Ÿ 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 환경 관장

Ÿ 농업 관련 정책, 전략 계획 및 수립, 농업 프로

그램 등 개발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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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박검사 및 모든 허가, 면허, 인증에 관한 사항

이 2011 보건부 및 검역서비스법을 따를 수 있

도록 보장

Ÿ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2주 내 반입 허가를 결정

작물보호 및 식물검역본부

(The Crop Protection and 

Plant Quarantine Division)

Ÿ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성 식품의 검역 담당

논 및 쌀 산업본부(Paddy and 

Rice Industry Division)
Ÿ 쌀의 수출입을 담당하며, 특히 수입쌀 검역 담당

수의국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DVS)

Ÿ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의 검역 담당

Ÿ 검역이 승인된 제품에 동물건강증명서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발행

가. 말레이시아 검역처(Malays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MAQIS)

❍ 식품 및 육류 제품과 같은 모든 신선 농산물은 말레이시아 내로 반입되기 전 특정 

위생 및 식품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검역 및 검사가 진행되

며,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기관이 압수하여 폐기함.

❍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는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 

Malaysia) 산하기관으로 진입지점 및 검역소에서 검역, 검사 및 집행뿐만 아니라 식

물, 동물, 시체, 생선, 농산물, 토양 및 미생물의 수출입에 대한 검역과 식품 및 식품

관련 문제에 대한 검사 등의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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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식품관련 문제에 대한 검사 및 집행을 통해 해충, 질병 및 오염 물질 존재 

여부 검사 및 해당 수입 품목이 발급된 수입면허 혹은 수입허가서의 내용과 동일한 

수입조건이 보장되도록 함.

❍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는 물리적 검사의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건 준수 여

부를 파악함:

수입 제품의 해충, 질병 혹은 오염 물질의 포함 여부

수입 물품의 등급 표시, 포장, 라벨이 부착 여부

제품의 종류 및 명확한 수량 표시 여부

수입 물품의 사전 처리 및 검역 여부

축산 부류 수입의 할랄인증 여부

❍ 검사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통합검역소 혹은 식물 반입 검역소에서 시행되며, 

검사 시설의 종류는 검역소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음:

번호 검역소 검사시설

통합

검역소

KLIA 통합 검역소, 셀랑고르(Selangor)
Ÿ 소, 버팔로, 염소, 양, 말, 개, 고양이, 

새, 동물, 야생 및 실험동물

클랑항 통합 검역소, 셀랑고르(Selangor) Ÿ 소, 버팔로, 염소, 양 및 말

파당 베사르(Pedang Besar) 통합 검역실 
Ÿ 소, 버팔로, 염소, 양, 말, 개, 고양이 및 

새

란타우 판장(Rantau Panjang) 통합 

검역소, 켈란탄(Kelantan)
Ÿ 소, 버팔로, 염소 및 양

바투 마웅(Batu Maung) 통합 검역소, 

페낭(Penang)
Ÿ 말, 개, 고양이 및 새

부킷 카유 힛탐(Bukit Kayu Hitam) 통합 

검역소, 케다(Kedah)
Ÿ 소, 버팔로, 염소 및 양

WP 라부안(Labuan) 통합 검역소 Ÿ 개, 고양이, 말 및 새

식물

검역소
세르당(Serdang), 셀랑고르(Selangor) Ÿ 모든 식물

※ 자료: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 통합 검역소, http://www.maqis.gov.my/en/stesen_kuarantin_bersepadu

<표 2> 검역소별 검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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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의국(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DVS)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산하 연방 정부 기관인 수의

국(DVS)은 말레이시아 동물 및 가축 산업의 복지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임.

인간의 복지를 위해 공중보건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대한 보장으로서 양질의 수

의서비스를 제공함.

❍ 수의국(DVS)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동물산업에 있어 동물 건강 상태의 강화 및 유지

동물 기반 제품으로부터의 인수 공통 질병 관리 및 건강에 좋은 식품 생산으로부터 

공중 보건 보증

지속 가능한 축산 생산 및 부가가치 산업 장려

동물 기반 산업에 있어 기술사용 및 자원의 최적 사용 탐색, 개발 및 장려

사육 및 생산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있어 동물 복지사례 홍보

❍ 이외에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의 검역을 담당하며, 검역이 승인된 제품

에 대하여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함.

3. 허가, 면허 및 인증서 발급

❍ 수출입 식품, 동물, 시체, 생선, 농산물, 토양 및 미생물을 대상으로 한 허가, 면허 및 

인증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허가(Permit)

Ÿ 수입허가(현재 관련 부서/기관에서 발급, 활어 제외)

Ÿ 수출허가(현재 관련 부서/기관에서 발급)

Ÿ 생선 수송허가

면허(Licence)
Ÿ 생선 수입면허(현재 관련 부서/기관에서 발급)

Ÿ 생선 수출면허(현재 관련 부서/기관에서 발급)

인증(Certification)

Ÿ (수입) 등급, 포장 및 표시(3P) 준수 인증서

Ÿ (수출) 등급, 포장 및 표시(3P) 준수 인증서

(현재 관련 부서/기관에서 발급)

전자허가(E-Permit) 

서비스

Ÿ 전자허가

Ÿ 전자면허

Ÿ 전자 인증서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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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서 검사(수입/수출)

❍ 문서 검사는 검역소 입구에서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 집행 요원에 의해 수행되거

나 세관정보시스템(CIS)과 같은 온라인 검사 또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짐.

❍ 배송은 수입/수출 조건에 규정된 서류(복사 또는 원본)없이 추가 조치 발생함.

나. 실사

❍ 실사는 게이트웨이, 검역소 또는 검역 소재지에서 수입되는 배송이 다음과 같은 법

률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보장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 집행 요원에 의

해 수행됨.

수입은 해충, 질병 또는 오염물질을 수송하지 않음.

수입은 해충, 질병, 오염물질이 없어야 함.

수입은 어떤 해충, 질병, 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음.

등급, 포장 및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형태 및 양은 신고된 것과 유사해야 함. 

처리 또는 검역이 시행되어야 함.

할랄 로고가 표시되어야 함.

모든 조건이 수시로 명시되어야 함.

❍ 실사는 무작위 또는 전체(100%)적으로 수행되며, 규정된 법률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

은 모든 배송은 중지되거나 후속 조치를 위해 압수됨.

4. 수입식품 품목별 검역 절차

❍ 수입식품 검역처(MAQIS)에서 식품 수입을 허가하며, 수입허가를 받으면 제품 검역이 

진행됨.

수출상품이 수입규제 혹은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

아야 수입이 가능함.

수입허가는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 즉 수입업체가 진행해야 하므로 외국기업으로서 

한국 수출업체가 진행할 수 없음.

* 단,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이 있을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은 수입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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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품목별 수입허가서 발급 절차 

❍ 품목별 검역절차는 다소 상이하며, 이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 또한 상이함.

크게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제품으로 나누어 검역이 진행되며, 검역 수행기관은 품

목마다 상이함.

전체 물품 중 약 5% 만이 검사의 대상이 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통관이 

이루어짐. 단, 적발 시 수입허가 취소 및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가. 식물 및 식물제품

❍ 말레이시아에 식물 및 식물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농업 해충 및 해로운 식물(수입/수

출) 1981 규정의 적용을 받음.

식물검역규정의 목적은 외국의 해충 및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의 수입

을 통제하는데 있음.

공장, 공장부품 또는 식물제품의 위탁검사 및 인증은 현재의 식물위생요건을 준수

해야 함.

❍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위한 신청서는 식물 검역소의 PQ9 양식

에 작성하여 제시된 검역일 4일전에 제출해야 함.

식물 및 식물제품의 검역은 다강 넷을 이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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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물(조류 포함) 및 육류(돈육 제외)

❍ 수의국(DVS)은 인간의 섭취를 위한 동물 기원 제품이 위생적이고 건강하며, 소비에 

적합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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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및 동물식품법 2009(ACT 698)(Animal Foods Act 2009)의 법률에 따라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수입 및 수출허가를 발급함.

❍ 오직 자격이 있는 수의 당국(Veterinary Authority)만이 수의학 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VHC)를 보증 및 서명할 수 있으며, 수의학 건강증명서(VHC)는 수

의학 외과법 147(1974), 24절의 법률 제정에 근거하여 발급됨.

❍ 1975년 도축규칙의 통제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 및 가축제품은 할

랄(Halal)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은 말레이시아 수의국 및 종교당국(JAKIM)이 검사

하고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것이어야 함.

<그림 3> 품목별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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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세부 사항

육류 및 유제품
Ÿ 수입식품 검역 승인 후, 동물건강증명서 발급

Ÿ 품목마다 검역비용이 다르며, 최대 1일 소요

야채, 과일, 수산물
Ÿ 식물성 제품은 모두 15MYR1)로 검역비용이 동일

Ÿ 최대 5일 소요

쌀
Ÿ 별도의 비용 없음

Ÿ 최대 3일 소요

가공식품 Ÿ 특이부서 없이 수입식품 검역처에서 검역 진행

<표 4> 품목별 검역 관련 사항 요약

1) 약 4,102.50원(1MYR=약 273.50원, 2011.11.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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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출여건

▶ 유제품 검역협정 체결

❍ 2014년 9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한국산 유제품 검역·위

생협의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22일 검역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한국산 유제품 수

출을 위한 검역협정이 체결됨.

수출 조건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한 할랄인증 획득

말레이시아 수의국(DVS)에 제조업체로 등록

검역증명서 제시(구제역 미발생 농장에서 출하한 원유로 제품 생산 증명)

2019년 9월 이후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및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제품 등으로 인증범위의 확장·적용이 변경 예정임. 

▶ 유제품 쿼터 운영2)

품목분류(HS 코드)

Ÿ (0401) 밀크와 크림 

 - 농축하지 않은 것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관세율

WTO 일반협정 Ÿ 20%(In Quouta), 50%(Out Quouta)

한·아세안 FTA 협정 Ÿ 0%(In Quouta), 50%(Out Quouta)

쿼터 

운영 

현황

배정기관 Ÿ 농업부 수의국(DSV)

배정절차
Ÿ 제조업체 등록(수출업체) ⇒ 쿼터 신청(수입업체)⇒ 

쿼터 배정(수의국)

배정기준

Ÿ 국가별 연간 수입 쿼터량 제한 없이 쿼터 신청업체 

기준으로 배정

* 신규 쿼터 수입업체: 관례적으로 5만 리터 부여

<표 5> 유제품 쿼터 운영 관련 사항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말레이시아 4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2)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유제품 중에서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품목은 
HS 코드 0401에 한해 운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