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랄관광 전문가 양성교육 국내 최초 실시 안내
-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 무슬림친화 관광 전문가 초청

(개요)

관광가이드는 관광산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행자의 안녕과 만족을 책
임집니다. 글로벌하게 전개되는 정치, 경제적 변화는 여행의 트렌드와 패턴에 큰 영향을 끼쳐
왔으며, 특히 전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무슬림 여행자들의 성장과 더불어 여행목적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슬림 여행자들의 증가는 이들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잘 훈련되고 능력 있는 가이드와 실무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무슬림 여행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여행 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잘 
훈련되고 능력 있는 할랄(무슬림친화)관광 전문가(프랙티셔너: 가이드 또는 OP 등 국제관광 
실무자)를 배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IIUM)와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이 공
동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목표)

관광분야 종사자들(가이드/ 오퍼레이터 등 실무자)의 무슬림 친화여행에 대한 지식을 제고
하여 100만 무슬림관광객 시대에 대비하도록 함.
관광분야 종사자들이 무슬림 친화관광의 원칙과 절차, 적절한 표현 및 스토리텔링에 따라 
무슬림을 위한 관광을 수행하도록 함.

(교육 내용)

1. 이슬람관광의 개념
2. 이슬람관광의 샤리아 원칙
3. 이슬람관광의 핵심요소
4. 이슬람관광의 차원
5. 무슬림여행자의 기대
6. 할랄인식의 기초
7. 여행가이드/인력의 이슬람 윤리규약
8. 이슬람관광과 관련된 이슈와 과제
9. 무슬림친화관광 표준

(교육참가 대상자)

관광안내사/ 관광가이드
여행사 OP담당자 및 임직원
할랄관광에 관심이 있는 관광숙박, 레스토랑 기타 시설 종사자
관광분야 전공 학생 및 교수 등 연구자
관광분야 공무원, 정책 담당자



○ 강사 Haji Saifol Bahli(하지 사이폴 발리) 소개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의 할랄교육 전문강사인 Mr. Haji Saifol Bahli는 대학에서 식품
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내외 할랄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말레이시아 할랄개발공사(HDC)의 교육 및 컨설팅 부서를 이끌며 
다양한 할랄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JAKIM과 같은 정부기관들과 할랄사업 조정업무를 맡
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무슬림친화관광서비스 표준(MS2610:2015) 제정을 위한 전문가위원으로 참
여하였으며,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 소속 할랄산업 분야 전문 강사로 국내외에서 활발
하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통역 노장서 박사 소개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의 사무총장인 노장서 박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태국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문화유산 
및 관광 전공)를 취득한 이후, 미국 워싱톤주립대학교(UW) 경영대학원에서 방문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노장서 박사는 2011년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고, 2012년에는 싱가
포르의 할랄인증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을 공동 설
립하고, 국내 최초의 할랄산업 분석서인 「할랄경제학」을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이 위촉한 한국할랄식품표준제정위원회 전문가위원인 노장서 박사는 한국할랄산
업연구원의 민간자격인 할랄지도사, 할랄심사원, 할랄통상전문가 자격제정을 주도하였으며, 한
국할랄산업연구원의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코트라아카데미, aT농식품유통교육원, 농식품공무
원교육원, 중소기업연수원 등 국내 유수 교육기관의 할랄분야 전문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2016년 3월 14일(월) ~ 15일(화) 2일간.
신청방법: 별첨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info@kihi.or.kr)로 접수. 
접수마감일: 3월 9일(접수마감 후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에 명단 송부).
교육비 및 납부방법: 1인당 40만원(부가세 별도). 계좌입금(국민은행 535501-04-100733)

▷ 예금주: 사단법인한국할랄산업연구원) 또는 카드결제 가능. 이메일주소를 기재
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info@kihi.or.kr 로 보내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특전: 수료자에게는 말레이시아국제이슬람대학교-한국할랄산업연구원 공동 할랄관광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수여하고 할랄관광전문가 전용 배지(증표) 무료 제공.
교육장소: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공덕역 6번 출구 제일빌딩 707호 
한국할랄산업연구원 교육장. 주차권 제공은 없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
문의전화: (대) 02-3275-1125, 070-8733-6910



1 일차(day 1)- 3월 14일(월) 비고

0900 – 1015
■ 이슬람관광의 개념
▷ 이슬람여행의 역사적 배경
▷ 관광산업의 트렌드와 시장

1015 - 1030 휴식

1030 - 1145
■ 이슬람관광의 샤리아 원칙
▷ 마카시드(Maqasid) 샤리아
▷ 이슬람관광의 핵심요소

1145 - 1300 ■ 이슬람관광의 차원
▷ 무슬림관광객의 기대

1300 - 1400 점심식사
1400 - 1515 ■ 할랄인식의 기초
1515 - 1630 ■ 여행가이드/실무자의 이슬람 윤리규약
1630 - 1645 휴식
1645 - 1800 ■ 이슬람관광의 이슈와 과제

2 일차(day 2)- 3월 15일(화)
0900 - 1030 ■ 무슬림친화관광서비스 표준(1)
1030 - 1045 휴식
1045 - 1215 ■ 무슬림친화관광서비스 표준(2)
1215 - 1315 점심식사
1315 - 1445 ■ 실습(1) - 여행 안내 계획서 작성
1445 - 1615 ■ 실습(2) - 여행 예약, 체크리스트 및 조정
1615 - 1630 휴식
1630 - 1800 ■ 그룹 발표

할랄(무슬림친화)관광 가이드 양성교육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