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산업단지로
성장하는 할랄시장
자카르타지사

인도네시아 최초 할랄산업단지 건설

말레이시아 할랄산업단지 ‘할랄파크’

･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모던랜드는 자회사 모

･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인 만큼 할랄파크라 불리는

던인터스트리얼 에스테이트(PT Modern Industrial Es-

tate)를 통해 반뜬주 세랑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할랄산
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할랄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 할랄파크는 할랄산업의 집적단지로 현재 말레이시아에
총 22개의 할랄파크 중 14개가 HALMAS* 승인을 받

･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할랄인증청(BPJPH)을 통한

아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는 다국적 기업 44개, 중소기업

할랄인증 실시, 할랄인증 여부 표기 의무화, 할랄인증 대

18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33억1,500만 달러(한화 약 3조

상품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할랄산업단지

6,992억 원)가 투자되었고 근로자는 12,766명에 달한다.

개발 등을 통해 할랄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 HALMAS : 할랄산업개발공사가 정한 할랄파크
개발에 명기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성공적으로
준수한 할랄파크 운영업체에 주어지는 승인.

생산부터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할랄식품시장 확대
･ 할랄산업단지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식품업계는 할
랄제품 생산과 물류, 냉장보관 등 원스톱 공정이 이뤄지

･ 할랄산업개발공사(HDC: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전역에 위치한 할

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종교부 산하의 할

랄파크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할랄파크가 말레이

랄인증청과 제휴해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할랄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 총 500ha에 달하는 산업단지 부지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될 예정이다. 1단계는 공사부지 확보로 총 150ha의

아세안 시장 진출 성공 열쇠는 할랄 인증

부지를 약 1년간 개발하게 되며 투자액은 5,000억 루피

･ 전체 인구 2억 6천만 명의 약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

아(한화 3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 식품시장에서 한국식품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할랄시

･ 인도네시아 산업부 국제산업안전액세스개발국은 할랄

장 동향 파악을 통한 전략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를 보유한 말레이시아와 태국, 아랍에미리트연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국의 식품기업들이 주요

합(UAE)을 참고해 할랄산업단지에 관한 기준을 조속

무슬림 시장으로 꼽고 있는 국가들이다. 전체 인구 가운

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 무슬림 인구 비중이 61%에 달하는 말레이시아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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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할랄파크
할랄파크 혜택

할마스 지정 할랄파크
2010년 이후 투자액

･ 운영업체
- 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5년간 자본지출에 대
한 소득세 면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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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책에 따른 냉동고 운영과 직접 사용하
는 기계・부품・장비에 대한 소득세와 수입의무

할마스 승인
할랄파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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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RM 133억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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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업체
- 10년간 자본지출에 대한 소득세 면제 또는 5년

12

간 수출판매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할랄제품 생산과 개발을 위한 원재료의 판매세
와 수입 의무 면제
- HACCP, GMP, 국제 식품규격(FAO&WHO의
식품 기준 안내), 위생기준, 운영절차 등 국제적
품질 기준 획득과 규정준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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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31일 기준

체 인구 대비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식품시장에
서 한국식품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할랄시장 동향 파악
을 통한 전략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동남아의 할
랄허브’를 자처하는 말레이시아의 할랄파크와 향후 건립
될 인도네시아 할랄산업단지를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
한 주요 거점으로 삼는 장기계획도 필요할 것이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weeklytrade.co.kr (2018. 04.06)
industri.bisnis.com, www.halalpark.com.my, www.halalpenang.com, www.halhal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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