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제목 내용 강사
08:30~09:00 접수 및 준비 등록, 교재배부, 중식권 배부

09:00~11:00 할랄경제 할랄 핵심개념 해설, 할랄산업 개황 및 
글로벌 할랄시장 소개 장건 박사

11:00~13:00 할랄인증제도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등 세계적 할랄인증제도 해설 (1) 노장서 박사

13:00~14:00 중식 인근 식당

14:00~16:00 할랄인증제도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등 세계적 할랄인증제도 해설 (2) 노장서 박사

16:00~17:00 할랄인증 컨설팅 체크리스트 등 할랄컨설팅 용 자료를 
중심으로 컨설팅프로세스 제시 박현식 박사

17:00~17:30 수료증 수여식 사단법인 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 명의의 
할랄컨설턴트 수료증 부여

FTA시대의 유망직종- 
「할랄컨설턴트」 교육 안내

■ 교육일자: 2015년 3월 20일(금)
■ 교육장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새창로11 공덕빌딩 10층 비즈니스센터 교육장
■ 교육인원: 선착순 20명
■ 프로그램

■ 교육비: 33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 입금계좌: KB국민은행 535501-04-100733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할랄산업연구원
■ 교육수료 후 혜택

(1)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인증, 교육, 연구)에 파트너로 참여 가
능.

(2) 할랄 추진기업의 취업 추천.
(3) 지속적인 1:1 경력관리 및 자기계발 코칭.

■ 문의: 070-8733-6910, 02-3275-1125
■ 접수: 교육참가신청서(별첨) 작성 후 이메일(info@kihi.or.kr) 송부 및 교육비 납부
■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공덕역 8번 출구로 나와 서울대동창회관 옆 

공덕빌딩 10층 교육장. ※ 주차권 제공은 없으며, 대중교통이용을 추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



언론보도- 헤럴드경제

‘할랄컨설턴트’, ‘할랄심사원’ 되볼까?

2015-01-16 11:38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분
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할랄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개설돼 주목된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원장 장건)은 오는 2월3일 할랄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16
일 밝혔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교육생들은 할랄경제, 할랄인증제도, 할랄컨설팅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심
사를 통과하면 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이 인정하는 할랄컨설턴트가 되어 할랄인증 및 교육 분야
의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할랄(halal)이라는 말은 ‘허용된 것’이라는 아랍어로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이 소비하는 식품, 화
장품, 의약품에 대해 사용된다.

글로벌 할랄 식품시장의 경우, 2013년도 기준 약 1400조원 규모로 추정돼 식품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시
장개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장건 원장은 “할랄시장 진출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할랄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할랄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인 자킴(JAKIM)이 인정하는 공인할랄내
부심사원과정을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의 국제할랄연구교육원(INHART)과 함께 한국에
서 개설한다. 공인할랄내부심사원은 할랄인증기업에 설치되는 할랄위원회의 핵심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인할랄내부심사원 교육은 오는 2월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