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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시장보고서 2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시장

1.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 시장 개요
•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malaysia franchise association, MFA)에 따르
면, 말레이시아의 프랜차이즈는 2018년 기준 877개로 이 중 약 40%가 외
국 프랜차이즈로 집계됨
- 2018년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은 말레이시아 총 국내총생산(GDP)
에 약 300억 링깃(약 71.5억 달러)을 기여하였으며 이는 2017년 277억
링깃(약 66억 달러)에서 8.5% 증가한 수치
- 이는 2009년 100억 링깃(23.8억 달러)에서 약 10년간 3배가량 증가한
수치
- 2008년 이후 프랜차이즈 산업은 15%의 지속적인 연간 성장률을 보였으
며 음식 및 식음료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짐

- 분야별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의 비중은 식품(42%), 교육(11%), 서
비스(11%), 의류(10%), 뷰티 및 헬스케어(8%)의 순임
[표1]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시장 산업별 비중

(자료원: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 MFA)

□ 현지 주요 프랜차이즈
• 말레이시아 현지 주요 프랜차이즈에는 Nelson's(식품), 7-Eleven(편의점),
Oldtown White Coffee(커피전문점), Watsons(드럭스토어), Q-dees(유아교
육)등이 있음
• 말레이시아 국내 무역 및 소비자 사업부(KPDNHEP)에 제출된 연례보고서
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3개사는 99 Speedmart(편의점), McDonald's(패
스트푸드), Senheng(전자제품유통)의 순임
1. 99 Speedmart
• 99 Speedmart는 매출 기준 말레이시아 최대의 프랜차이즈로, 2018년에
매출 34억 링깃(약 8억 달러)을 기록한 소매 유통 체인
- 말레이시아 편의점의 매출 규모는 2017년 36억 링깃(약 1조원)을 기록
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연간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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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경쟁사는 세븐일레븐(7-Eleven)으로, 그 외에
훼미리마트(Family Mart), myNEWS.com, KK Super Mart 등의 일본계
기업과 현지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
- 도시인구의 증가,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 시
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며 가장 큰 로컬 편의점 체인인 99 Supermart의
성장 역시 기대됨
2. 맥도날드(Mcdonald's)
• 맥도날드(Mcdonald'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로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에서 매출 22억링깃(약 5.2억 달러)을 기록한
패스트푸드 체인
- 2019년 5월 기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27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무인판매기(키오스크) 도입,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출점 유도 등의
전략과 더불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
- 현재 배달서비스인 맥딜리버리(McDelivery)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디
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3. Senheng
• Senheng은 2018년 매출 10억 링깃(약 2.3억 달러)을 기록한 말레이시아
최대 전자제품 유통 체인
- 현재 100개 이상의 현지 점포를 운영중이며, 휴대폰, 가전제품 외에도
주방 조리기구, 건강 제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사업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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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에서 벗어나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
여 사업 모델을 O2O 비즈니스로 전환한 바 있음

2. 말레이시아 정부의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 계획
□ 정부 계획 개요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액수가 350억 링깃(약 83.5억 달러)을 넘어섬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산업
이 GDP에 9.4% 이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GDP 기여 액수를 500억 달러(약 120
억 달러) 이상으로 목표하였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단기 목표인 2020년 GDP 기여 액수 350억 링깃 달성은 현재의 가파른
프랜차이즈 성장세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국내 무역 및 소비자 사업부(KPDNHEP)는 말레이시아 프랜
차이즈 협회(MFA)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국내 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을 다방면에서 돕고 있음
- 주요 지원은 전시회 개최, 교육 서비스 제공, 바이어 발굴 등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66개국에 65개의 현지 브랜드가 진출했다
고 밝힘
□ 말레이시아 국제 소매 & 프랜차이즈 박람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를 아세안의 프랜차이즈 허브로 만드는 계
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외 식품 및 외식 등 프랜차이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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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집하고 현지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말레이시아
소매협회(MRCA, Malaysia Retail Chain Association)가 쿠알라룸푸르에
서 말레이시아 국제 소매 및 프랜차이즈 박람회(MIRF, Malaysia
International Retail & Franchise Exhibition)를 개최한 바 있음
- MIRF는 총 200개사가 참여한 동남아시아 최대 소매 박람회로 올해 4
회차를 맞았으며 2020년에는 대규모 행사를 예고함
[그림1] 말레이시아 국제 소매 & 프랜차이즈 박람회 2019

(자료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참가 브랜드 중 탈렌트화장품·쥬씨·안동인 안동찜닭 등 3개사가
각각 할랄인증 화장품, 생과일주스, 닭고기 등의 상품으로 현지 방문객
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정부의 프랜차이즈 개발 프로그램(EFDP)
• 2015년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는 기존 프랜차이즈 개발 프로그램(FDP)을
강화한 EFDP(Enhanced Franchise Development Program)를 발표하며
2천만 링깃(약 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한 바 있음

- 5 -

-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 기회 및 신규
기업가 양성을 도모하고 있음
- EFDP의 주 목표는 말레이시아 현지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마켓 진출으
로 프랜차이즈 수출 위원회(Franchise Export Council, FRANEX)라는 별
도의 산하 기구를 두어 해외로의 사업 진출을 돕고 있음
- EFDP의 지원 세부사항으로는 금융 지원, 교육 지원, 시장 보고서 작성,
바이어 및 투자자 연결, 애로사항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3.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 진출 현황 개요
•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아래 말레이시아 주요 쇼핑몰 내에 한국
프랜차이즈 입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커피, 차와 같은 식음료와 화장품 브랜드의 진출이 특히 활발하
며 말레이시아의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가
고 있음
- 식음료 및 화장품 외에도 패션, 교육 콘텐츠, 가전 렌탈 서비스 등 다
양한 분야의 진출이 활발함
• 말레이시아 내 한류와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으로 상대적으
로 소득수준이 높은 쿠알라룸푸르 및 대도시 중심으로 매장이 입점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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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요 진출 현황은 하기와 같음
[표2] 말레이시아 내 대표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업종 구분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뷰티
뷰티
뷰티
뷰티
뷰티
뷰티
뷰티
렌탈 서비스
렌탈 서비스
교육 콘텐츠

진출 브랜드
카페베네
공차
쥬씨
고향(Ko Hyang-Korean)
교촌치킨
두끼떡볶이
달콤커피
이삭토스트
유가네
본가
네네치킨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라네즈
미샤
설화수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코웨이
쿠쿠
대교 눈높이

진출 연도
2013
2011
2017
2008
2013
2019
2014
2017
2016
2013
2018
2008
2014
2006
2005
2013
2006
2010
2006
2015
2003

(자료원: 각 프랜차이즈 웹사이트 및 보도자료 참고)

• 이 중 코웨이는 말레이시아에 정수기의 한국형 렌탈 서비스를 도
입하여 현지 업체를 제치고 시장 1위를 기록. 그 외 렌탈서비스
중 쿠쿠, SK매직 등이 현지에 진출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눈높이 교육’으로 널리 알려진 ‘대교’는 한국의 강점인 IT와 교육
프로그램을 잘 접목하여 현지의 주요 교육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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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정책 下 민·관의 기업 진출 지원 현황
1.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
[그림2]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 현장 사진

(자료원: 청와대)

• 지난 3월 대통령 순방 일정 가운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산업통
상자원부 주최로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가 열려 23개 업체의
150여종의 소비재 및 한류콘텐츠를 선보인바 있음
- 이 전시회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한-말레이시아 경제 협
력 및 한국 우수 기업들의 효과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기획됨
- 신세계푸드, 삼양식품, 농심, 정관장,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과 떼 레옹 얍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등 여러 말레
이시아 기업인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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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 말레이시아 진출 상담회
[그림3] 한-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상담회

(자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난 3월 대통령 말레이시아 순방 때 현지 진출 유망 프랜차이즈 15개
업체도 동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개최하
는 프랜차이즈 말레이시아 진출 상담회에 참여
- 상기의 비즈니스 상담회는 국내 프랜차이즈의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됨. 놀부·8푸드 등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외식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가상현실(VR)·화장품 등 서비스·도
소매 업종으로 해외 진출을 처음으로 기획하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함
-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회, 현지 주요 상권 정보 제공 및 진출
전략 등을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프랜차이즈 수출 기회를
늘리는 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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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방에 참여한 기업들은 하기와 같음
[표3] 말레이시아 순방 참여 15개 업체 목록

업종 구분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식음료
뷰티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회사명(브랜드명)
푸드죤(피자마루)
8푸드(콩불, 팔색삼겹살)
이번지깡통집
놀부
풍년에프씨
이루에프씨(바른치킨)
더콥(한앤둘치킨)
다울에프앤비(호치킨)
제이케이글로벌(야들리애치킨)
올바른에프엔비(미카도스시)
맥스원이링크(셀렉토커피)
세븐티룰(잇츠스킨)
GPM(몬스터VR)
SKONEC(VR스퀘어)
짐월드(짐보리)

주 판매품목(서비스)
피자
불고기, 삼겹살
삼겹살
보쌈, 부대찌개
비빔밥
치킨
치킨
치킨
치킨
회전초밥
커피
화장품
VR 테마파크
VR 테마파크
유아 콘텐츠

3. 한국 식품 수출 상담회 및 판촉전
[그림4] 한국 식품 수출 상담회 및 판촉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3일 말레이시아 쿠알
라룸푸르에서 ‘한국 식품 수출 상담회 및 판촉전’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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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5개 수산식품 및 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 식품수입업체, 요
식업 체인점과 같은 현지 바이어 35개사 참가
- 현지 바이어로는 이온(AEON) 백화점, 이세탄 백화점, 동남아 1위 다단
계마케팅 기업인 코스웨이 등 대형 유통기업과 코리아말레이시아트레
이드(KMT), 레인힝그룹(LH) 등 현지 식품 전문 수입업체, 요식업 체인
점과 말레이시아 TV 홈쇼핑 와우샵 등이 참가
- 3일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선 113건의 총액 720만 달러(약 86억원) 상당
의 상담이 이루어짐
- 현지 소비자 대상 판촉전 및 바이어 상담회를 진행하여 한국 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중소 식품 업계와 장기적으로 현지 시장에
프랜차이즈 진출 기회 증대에 기여

4.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전략
□ 개요
•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Franchise Act 1998에
의거 현지 정부 기관의 허가를 득해야함
•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식음료, 뷰티를 중심으로 한 한국 상품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국가임
• 현재 가장 진출이 활발한 분야는 식음료와 화장품 분야로 한국식 치킨,
커피 등이 인기를 끌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인 것을 고려할 때에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할랄 인증을 득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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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등록 방법
• Franchise Act 1998 법에 의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 무역 및 소비자 사업부(KPDNHEP)의 승인
이 필요함
- 필요 서류는 하기와 같음
1. 향후 5년간 현금 흐름 예상표
2.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MyIPO)에 의해 등록된 상표 또는 지적
재산권 문서의 실제 사본 인증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최근 3년간의 감사 기록
4. 회사 연례 보고서
5. 사업 운영 매뉴얼
6. 훈련 매뉴얼
7. 프랜차이즈 비용 산정에 대한 상세 내용
8. 기타 업체 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 및 서류
이후 생략.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의 KPDNHEP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pdnhep.gov.my/franchise-registration-introduction/?lang=en)
□ 할랄 인증 취득
•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인 것을 고려할 때에 할랄 인
증이 있으면 시장 접근에 용이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산업 개발 마스터플랜(2008-2020)’을 수립하
여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 허브로 만들고,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
역,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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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경제개발계획(11th Malaysia Plan 2016-2020)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 GDP에서 할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8.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상기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할랄 수출업체를 현재 1100
개사에서 1600개사로 늘리고, 수출 규모 역시 500억 링깃(약 119억 달
러)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에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할랄인증은 JAKIM(The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이 유일한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 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에 까지 그 범위를 확대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의 할랄 인증 제도(JAKIM)는 세계 3대 할랄
인증 제도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음
- 코덱스 국제 식품 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국제
연합(UN)에서 전세계적으로 무슬림 식품을 준비하는 규정 관련, 말레
이시아의 JAKIM을 최고의 인증 제도 중 하나로 인정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할랄 식품은 치즈타르트, 계란노른
자, 감자튀김, 한국식 닭갈비 등이며 최근에는 웰빙 식품과 간편 조리 식
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그 중 라면의 성장세가 가장 돋보이는데 말레이시아 내 한국 라면 점
유율은 2014년 0.9%에서 꾸준히 증가, 2018년 기준 12.3%를 기록하였
음
- 말레이시아 라면 시장은 약 2000억원 규모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라면 업체들의 수출액은 총 2000만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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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은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 인증을 취득한 뒤 ‘할랄 신라
면’으로 2018년 매출 36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삼양식품은 2014년 KMF 할랄 인증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까지 취득한 뒤 효율적인 말레이시아 진입 전략과 현지화 마케팅
으로 2018년 매출 170억원을 기록함
□ 진출 시 유의사항
• 프랜차이즈 현지 진출을 고려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기에 기술한
제반 법규(Franchise Act 1998)를 준수하는 것임
• 허가 및 공사 지연, 종업원들과의 문화차이 등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지 관련법, 규제 등을 세밀히 살피고 종업원 교육 및
적절한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초기부터 과다한 출점보다는 문화 차이와 위험 요인을 이해·분석한 후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현지 업체가 자의적인 사업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일임하기 보다는 한국 본사의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 말레이시아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할랄 인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현지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할랄 인증을 취득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큰 규모의 사업을 기획할 시에는 할랄 인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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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시사점
□ 전망
•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아
세안 시장 진출 시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
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맹본부의 7.6%(350여개사)가
해외 진출을 한 경험이 있고, 12.3%가 향후 해외 진출 계획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은 수도권 지역 중심의 급속한 도시
화, 소득 수준의 증가, 소비의 고급화 등 트렌드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수산물 가공식품, 인스턴트 라면류, 스낵 및 디저트류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들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프랜차이즈
기회가 될 수 있음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금년 3월 한-말레이시아 정상 회담 시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을 집행중임.
FTA 타결 이후 한국 프랜차이즈의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15 -

□ 시사점
• 기존 진출 프랜차이즈 혹은 식품 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고려할 때 차별
화된 맛에 현지화 전략을 더한다면 시장 진입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불닭볶음면, 대박라면과 같은 경우 특유의 매운 맛으로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마약치킨은 치즈닭
갈비, 솜사탕 음료 등 이색적인 메뉴로 중소업체임에도 불구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음
• 한국 프랜차이즈는 주로 현지인들에게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쇼
핑몰에 입점한 경우가 많음
•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지 주 소비 층은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
은 층이기 때문에 현지 정서를 고려한 트렌디한 제품을 선보인다면 시장
진출에 용이할 수 있음
• 한국 뿐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프랜차이즈 들이 말레이시아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타국인이 현지에서 한류 콘텐츠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사
례도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프랜차이즈 분야 중 외식업의 성장이 두드러지지만 한국의 치킨, 커피 프
랜차이즈들은 현지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므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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