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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세계 여러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2021년 6월 기준 홍콩, UAE,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 수출 가능국을 확대

한 것은 사실이나 2015년 한우고기 홍콩 첫 수출 이후 타 국가의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쇠고기 수출 관련 

할랄 인프라가 전무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더불어 할랄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시장상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관련 농가 및 

업체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세계 할랄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UAE, 말레이시아 중 할랄 도축관련 비관세 장벽이 비교적 낮은 말레이시

아의 시장조사 및 관련기관 인터뷰를 실시하여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우고기의 가격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한우고

기 1++등급의 경우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항공/해상)와 상관없이 사태, 앞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1+등급의 경우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항공/해상)와 상관없이 사태, 앞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1등급의 경우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항공/해상)와 상관없이 등

심, 채끝 부분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한우고기, 쇠고기수출, 도착가격산정, 가격경쟁력

Ⅰ. 서론

우리나라 한우고기는 국내 농축수산 품종 중 유일한 순

수 단일 품종으로, 민족문화 100대 유산(문체부, 2006)으로 

등재될 만큼의 가치 있는 생물자원이며 식량자원이다. 

2015년 한우고기 첫 수출 이후 전 세계 식품시장의 테스

트 마켓으로 불리는 홍콩에서 우리나라 한우고기가 고급

쇠고기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돼지고기, 닭고

기와 달리 한우라는 고유하고 독보적인 한국의 쇠고기라

는 차별점이 유효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우고기의 수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우고기의 수급 조절 및 판로 

확보에 대한 성과이며 두 번째는 2017년 기준 한우 수출 

12개 기업 중 2개 육류수출기업이 창업기업(2016년, 2017

년 각각 1개 기업이 창업)이라는 점이다(한국산업개발연구

원, 2018).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2년 7월 현재 

한우 수출 기업이 9개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개 창업기

*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명 : 국내산 식육의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장애요인 탐색 및 수출 전략 개발, 세부과제번호: PJ015627022022)의 지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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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여전히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우의 수출은 축산물 생산 농가의 부가가치 증대뿐 아니

라 국내 축산물 유통 분야 창업 및 고용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직·간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우

고기 수출은 2015년 이후 7년간(2021년 기준) 홍콩과 마카

오에 지속적인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몇 가지 위협요인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우고기 수출과 관련한 위협요인은 첫 번째 우리나라 

한우고기 수출부위가 등심, 안심, 채 끝에 한정되어 있다

는 것이다. 둘째 한우고기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수출단가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

으로 2015년 이후 홍콩·마카오 외에도 UAE,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의 수출검역협상이 완료되었지만 수출실적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수출검역협상 완료국에 한우고기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

은 이유를 살펴보면 캄보디아의 경우 현지시장 고급쇠고

기 시장 형성이 부족하여 고급·고가 쇠고기에 해당하는 한

우고기 소비를 위한 수요층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UAE, 말레이시아의 경우 모두 이슬람문화권의 

특성 때문에 할랄 생산이 이루어진 쇠고기만 수출 할 수 

있으나 202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할랄 생산 인적·물

적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할랄 생산을 위한 인증 및 승인은 각각 나라마다 상이하

여 수출대상국에서 제시하는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

다. UAE는 ESMA(표준측량청)에서 할랄 인증·승인을 받아

야 하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JAKIM(이슬람개발부)에

서 할랄 인증·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신선·냉장 쇠고기

의 수출을 위해서는 도축장의 할랄 인증·승인이 필요한 상

황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할랄 인증·승인을 취득한 도축장은 

전무한 형편이다. 다만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의 도축방

식의 경우 우리나라 소 도축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강원도에 위치한 국내 2개 도축장이 JAKIM 할랄 인증·승

인을 받기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에도 할랄 생산 인프라가 갖추어 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

지만 말레이시아 쇠고기 시장을 분석한 자료는 국내 무역

관련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정성적 보고서에 불과하여 우

리나라에서 JAKIM 할랄에 대한 생산 인프라 확보 후 말

레이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미 검

역협상 완료국인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시장 

진입에 실패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어 할랄 축산 시장의 

경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국내 생산·수출 

업체의 경우 수출 상대국가의 수입업체와의 계약 진행 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에 노출될 위험성도 안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

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 시장 방문을 통해 시장

조사 및 관련 기관·기업 인터뷰를 실시하여 향후 한우고기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한우고기 가격 동향 및 도착가격

산정

2.1. 경락가격

우리나라 한우고기의 평균경락가격은 최근 10년간(2010

년~2020년) 연평균 증가율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위별 평균경락가격은 안심이 2010년 32,884원/kg에서 

2020년 56,708원/kg으로 연평균 증가율 5.6%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품질평가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에 따르면 방사능, HAPI, 돼지

고기 가격상승으로 인한 대체수요로 2014년부터 쇠고기 

경락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2020년에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대체소비심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한우협회, 

2020).

자료 : 축산물유통정보센터(2021)

<그림 1> 한우고기 부위별 평균 경락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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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육포장가격

우리나라 한우고기의 식육포장평균가격은 최근 3년간

(2018년~2020년) 연평균 증가율 5.5%로 급상승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위별 평균가격은 안심이 2018년 

66,112원/kg에서 2020년 79,327원/kg으로 연평균 9.5%, 채끝

이 2018년 58,080원/kg에서 2020년 64,327원/kg으로 연평균 

9.2%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축

산물품질평가원, 2021).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CAGR

안심 66,112 67,711 79,327 9.5%

등심 56,170 55,859 64,327 7.0%

채끝 58,080 58,592 69,302 9.2%

목심 23,474 22,718 24,142 1.4%

갈비 16,984 17,460 19,381 6.8%

양지 34,214 33,015 35,152 1.4%

사태 22,985 22,003 23,133 0.3%

앞다리 26,377 25,645 26,199 -0.3%

우둔 27,644 26,610 27,240 -0.7%

설도 25,982 25,118 26,220 0.5%

<표 1> 한우고기 부위별 식육포장가격

(단위: 원/kg)

자료 : 축산물유통정보센터(2021)

2.3. 소매가격

우리나라 한우고기의 1++기준 평균소매가격은 최근 5년

간(2015년~2020년) 연평균 증가율 7.2%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부위별 1++기준 평균소매가격은 안심이 2015년 

108,080원/kg에서 2020년 162,340원/kg으로 연평균 8.5%, 채

끝이 2015년 104,620원/kg에서 2020년 157,180원/kg으로 연

평균 8.5%, 등심이 2015년 104,450원/kg에서 2020년 

152,190원/kg으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료 : 축산물유통정보센터(2021)

2.4. 한우고기 말레이시아 도착가격 및 소

매가격 추정

일반적으로 수출이나 가격경쟁력 지표를 산출,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RCA지수, RC지수 등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이들 지표는 모두 시장에서 실현된 성과 변화에 

따른 사후 평가에 속하는 것으로 한우고기의 수출실적이 

선행되어야 하는 분석방법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국가

마다 다양한 유통체계 및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

이 상이하므로, 한우고기 국내 소매가격과 수출대상국 시

장의 쇠고기 소매가격을 비교분석하여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현재 시점에서 

한우고기의 對 말레이시아 시장 가격경쟁력을 비교하고자 

말레이시아 수출 유통체계 및 통관 시 부과 되는 세금 비

용을 조사하여 한우고기 현지시장 도착가격 및 추정소매

가격을 도출하였다.

식육포장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2021) 축산물 유통정보

에서 한우 거세육의 2020년 부분육 식육포장가격을 반영

하였다. 다만 갈비부위의 경우에는 뼈를 제외한 수율 50%

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국내 운송비는 냉장 운송업체 실

견적과 2021년 안전운송운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해

상·항공 운임 및 통관, 부대비는 3개 포워더 업체 실견적

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보험요율은 국내 A보험사 실견

적 및 비교견적을 참조하였다. 선별 및 포장비는 농식품부

(2021)의 선별포장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였다. 수출업체유통

마진은 국내 한우수출업체 인터뷰(2021년 실시) 결과를 참

조하였다. 말레이시아 관세와 소비세는 외교부, KOTRA자

료 및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자료를 활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수입업체의 유통마진은 aT 말레이시아지사의 

협조·지원을 통해 말레이시아 식육수입업체 2곳과의 인터

뷰(2021년 실시) 결과를 반영하였다. 단, 환율의 경우 유통

물류비용 조사시점인 2021년(2021.10.31.)을 기준으로 적용

한 결과이므로 향후 결과 반영의 주의가 필요하다. 

구분 2015년 2020년 CAGR

안심
1++ 108,080 162,340 8.5%

1+ 98,560 142,060 7.6%

등심
1++ 104,450 152,190 7.8%

1+ 92,890 120,570 5.4%

채끝
1++ 104,620 157,180 8.5%

1+ 92,550 126,740 6.5%

목심
1++ 39,990 53,940 6.2%

1+ 39,630 50,720 5.1%

갈비
1++ 65,490 81,920 4.6%

1+ 59,260 73,240 4.3%

<표 2> 한우고기 부위별 소매가격

(단위: 원/kg)

양지
1++ 51,860 74,670 7.6%

1+ 48,850 67,710 6.7%

사태
1++ 39,700 50,950 5.1%

1+ 38,470 495,300 5.2%

앞다리
1++ 41,570 55,010 5.8%

1+ 39,860 51,990 5.5%

우둔
1++ 42,410 59,250 6.9%

1+ 40,690 51,600 4.9%

설도
1++ 41,100 58,960 7.5%

1+ 39,870 52,41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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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공 해상

국내 냉동·냉장 화물 운송비 617 372

해상 ·항공 운임 4,263 701

국내 통관 및 부대비 982 289

선별, 포장비 160 160

보험요율 0.18% 0.18%

수출업체 마진 10.00% 10.00%

현지 통관 및 부대비 910 910

관세 0.00% 0.00%

소비세 0.00% 0.00%

현지 유통마진 적용 43.00% 43.00%

현지 수입회사 유통마진 30% 30%

현지 소매업체 유통마진 10% 10%

<표 3> 한우고기 對말레이시아 수출 유통·물류비 

산정기준

(단위: 원/kg)

주 1. FOB가격[B]=[A]+국내유통비용

2. CIF가격[C]=[B]+항공운송비+해상적하보험료

3. 도착가격[D]=[C]+[C]×관세×소비세

4. 추정소매가격[F]=[D]+[D]×유통마진율

자료 : 트레이드링스(2021.11.01), 포워더 실견적

월드캐리어(2021.11.01), 포워더 실견적

한국항공화물서비스(2021.11.01), 포워더 실견적

전국냉동화물콜센터(2021.11.01), 국내냉동화물운임 실견적(함평, 나주 - 인천공항), 항

공국내운송비적용

농식품부(2021), 선별·포장비 산정현황, aT.

ACE화재(2021.11.01), 지역별 보험요율, 실견적 및 비교견적.

부위 등급

식육포장 

가격

[A]

추정결과

FOB

가격

[B]

CIF

가격

[C]

도착 

가격

[D]

소매 

가격

[E]

현지화 

가격

(링깃/kg)

01.안심

01.1++등급 94,758 111,101 112,011 112,011 156,815 548.9

02.1+등급 88,996 104,751 105,661 105,661 147,926 517.7

03.1등급 83,213 98,378 99,289 99,289 139,004 486.5

04.2등급 74,886 89,202 90,112 90,112 126,157 441.6

05.3등급 54,784 67,050 67,960 67,960 95,144 333.0

02.등심

01.1++등급 82,437 97,523 98,433 98,433 137,807 482.3

02.1+등급 75,746 90,150 91,060 91,060 127,484 446.2

03.1등급 67,699 81,282 82,192 82,192 115,069 402.7

04.2등급 55,218 67,528 68,438 68,438 95,814 335.3

05.3등급 40,536 51,349 52,259 52,259 73,163 256.1

03.채끝

01.1++등급 90,344 106,237 107,147 107,147 150,006 525.0

02.1+등급 82,950 98,089 98,999 98,999 138,598 485.1

03.1등급 74,295 88,551 89,461 89,461 125,245 438.4

04.2등급 57,616 70,171 71,081 71,081 99,513 348.3

05.3등급 41,307 52,199 53,109 53,109 74,352 260.2

04.목심

01.1++등급 26,213 35,565 36,475 36,475 51,065 178.7

02.1+등급 25,759 35,065 35,975 35,975 50,365 176.3

03.1등급 24,952 34,176 35,086 35,086 49,120 171.9

04.2등급 23,238 32,287 33,197 33,197 46,476 162.7

05.3등급 20,546 29,320 30,230 30,230 42,322 148.1

05.갈비

01.1++등급 43,838 54,988 55,898 55,898 78,257 273.9

02.1+등급 42,884 53,936 54,846 54,846 76,785 268.7

03.1등급 40,456 51,261 52,171 52,171 73,039 255.6

04.2등급 37,056 47,514 48,424 48,424 67,794 237.3

05.3등급 29,580 39,276 40,186 40,186 56,260 196.9

06.양지

01.1++등급 39,976 50,732 51,642 51,642 72,299 253.0

02.1+등급 38,743 49,373 50,283 50,283 70,396 246.4

03.1등급 37,171 47,641 48,551 48,551 67,971 237.9

04.2등급 33,636 43,745 44,655 44,655 62,517 218.8

05.3등급 26,233 35,587 36,497 36,497 51,096 178.8

<표 4> 한우고기 對말레이시아 수출 소매가격 추정결과:

냉장, 항공운송 기준

(단위: 원/kg)

07.사태

01.1++등급 25,129 34,371 35,281 35,281 49,393 172.9

02.1+등급 24,680 33,876 34,786 34,786 48,700 170.5

03.1등급 23,946 33,067 33,977 33,977 47,568 166.5

04.2등급 22,444 31,412 32,322 32,322 45,251 158.4

05.3등급 19,467 28,131 29,041 29,041 40,658 142.3

08.앞다

리

01.1++등급 29,086 38,731 39,641 39,641 55,498 194.2

02.1+등급 28,168 37,720 38,630 38,630 54,081 189.3

03.1등급 27,232 36,688 37,598 37,598 52,637 184.2

04.2등급 25,045 34,278 35,188 35,188 49,263 172.4

05.3등급 21,463 30,331 31,241 31,241 43,737 153.1

09.우둔

01.1++등급 29,241 38,902 39,812 39,812 55,737 195.1

02.1+등급 28,997 38,633 39,543 39,543 55,360 193.8

03.1등급 28,296 37,861 38,771 38,771 54,279 190.0

04.2등급 26,662 36,060 36,970 36,970 51,758 181.2

05.3등급 23,004 32,029 32,939 32,939 46,115 161.4

10.설도

01.1++등급 28,939 38,569 39,479 39,479 55,271 193.4

02.1+등급 28,196 37,750 38,660 38,660 54,125 189.4

03.1등급 27,268 36,728 37,638 37,638 52,693 184.4

04.2등급 25,204 34,453 35,363 35,363 49,509 173.3

05.3등급 21,494 30,365 31,275 31,275 43,785 153.2

부위 등급

식육포장 

가격

[A]

추정결과

FOB

가격

[B]

CIF

가격

[C]

도착 

가격

[D]

소매 

가격

[E]

현지화 

가격

(링깃/kg)

01.안심

01.1++등급 94,758 107,185 108,095 108,095 151,333 529.7

02.1+등급 88,996 100,836 101,746 101,746 142,444 498.6

03.1등급 83,213 94,463 95,373 95,373 133,522 467.3

04.2등급 74,886 85,286 86,197 86,197 120,675 422.4

05.3등급 54,784 63,134 64,044 64,044 89,662 313.8

02.등심

01.1++등급 82,437 93,608 94,518 94,518 132,325 463.1

02.1+등급 75,746 86,234 87,144 87,144 122,002 427.0

03.1등급 67,699 77,366 78,277 78,277 109,587 383.6

04.2등급 55,218 63,613 64,523 64,523 90,332 316.2

05.3등급 40,536 47,433 48,343 48,343 67,681 236.9

03.채끝

01.1++등급 90,344 102,321 103,231 103,231 144,523 505.8

02.1+등급 82,950 94,173 95,083 95,083 133,116 465.9

03.1등급 74,295 84,635 85,545 85,545 119,763 419.2

04.2등급 57,616 66,255 67,165 67,165 94,031 329.1

05.3등급 41,307 48,283 49,193 49,193 68,870 241.0

04.목심

01.1++등급 26,213 31,649 32,559 32,559 45,583 159.5

02.1+등급 25,759 31,149 32,059 32,059 44,883 157.1

03.1등급 24,952 30,260 31,170 31,170 43,638 152.7

04.2등급 23,238 28,371 29,281 29,281 40,993 143.5

05.3등급 20,546 25,404 26,315 26,315 36,840 128.9

<표 5> 한우고기 對말레이시아 수출 소매가격 추정결과:

냉동, 해상운송 기준

(단위: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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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FOB가격[B]=[A]+국내유통비용

2. CIF가격[C]=[B]+항공운송비+해상적하보험료

3. 도착가격[D]=[C]+[C]×관세×소비세

4. 추정소매가격[F]=[D]+[D]×유통마진율

자료 : 트레이드링스(2021.11.01), 포워더 실견적

월드캐리어(2021.11.01), 포워더 실견적

한국항공화물서비스(2021.11.01), 포워더 실견적

국토교통부(2021), 화물안전운임(서울구로-부산항), 해상국내운송비적용

농식품부(2021), 선별, 포장비 산정현황, aT.

ACE화재(2021.11.01), 지역별 보험요율, 실견적 및 비교견적.

Ⅲ. 시장조사 분석

3.1. 시장조사 개요

본 연구팀은 2022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aT 말레이시아 지사의 협조를 얻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에 직접 방문을 통해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통업

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조사는 지역·상권별로 나누어 중·

고가마트 및 쇼핑센터에 입점한 식품관을 중심으로 쇠고

기의 부위별, 등급별, 수입국가별 가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가격은 말레이시아 소득격차에 따른 시장가격의 

격차를 감안하여 저가, 중가, 고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다만 쇠고기 부위 중 일부 부위는 분석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어 분석결과에서 제외하였다. 

지역·상권 업체명

BUKIT BINTANG

Lot10_Isetan The Japan Store

Lot10_JONETZ by DON DON DONKI

Pavilion_Mercato

MONT KIARA

163 Retail Park_Freshan

163 Retail Park_Jaya Grocer

Solaris Mont Kiara_Metcato

Solaris Mont Kiara_케이마켓

Arcoris_Qra

PLAZA MONT KIARA_NH Pasarnita Mart

Publika_BIG

VERVE Suites_Jaya Grocer

SRI HATAMAS Hatamas Shopping Centre_Mercato

KLCC

SURIA KLCC_Cold Storage

SURIA KLCC_Isetan

Avenue K Shopping Mall_Village Grocer

The Intermark Mall_Jaya Grocer

The LINC KL_BIG

MID Valley Mid Valley_AEON Mall

<표 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조사처

3.2. 시장 조사 결과

시장 조사 결과 제시 전 말레이시아 쇠고기 시장의 특징

을 언급하면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의 경우 일본

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를 제외하면 수입국가 및 산지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말레이시아 쇠고기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말레이시아 수입

무역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수입국가 

및 산지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은 수입실적(2021년 

기준)이 높은 미국산, 아르헨티나산, 뉴질랜드산 쇠고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n.
가격(원/kg)

avg. min. max.

쿠알라룸푸르 2,974 96,210 14,434 453,712

01. 안심 252 134,591 48,461 442,086

02. 등심 488 147,290 30,338 425,071

03. 채끝 552 106,450 34,285 453,712

04. 목심 228 132,018 20,358 320,434

05. 갈비 192 112,553 30,614 221,185

06. 양지 470 45,807 15,565 189,708

07. 사태 46 18,022 16,986 20,957

08. 앞다리 44 206,531 192,902 222,886

09. 우둔 250 65,780 22,084 184,321

10. 설도 412 41,729 14,434 164,550

기타 40 148,024 148,024 148,024

<표 7> 말레이시아 유통쇠고기 부위별 평균 소매가격

(단위: 원/kg)

주. 기타는 여러 부위로 이루어진 세트구성 상품임.

05.갈비

01.1++등급 43,838 51,072 51,982 51,982 72,775 254.7

02.1+등급 42,884 50,021 50,931 50,931 71,303 249.6

03.1등급 40,456 47,345 48,255 48,255 67,557 236.4

04.2등급 37,056 43,598 44,508 44,508 62,312 218.1

05.3등급 29,580 35,360 36,270 36,270 50,778 177.7

06.양지

01.1++등급 39,976 46,816 47,726 47,726 66,817 233.9

02.1+등급 38,743 45,457 46,367 46,367 64,914 227.2

03.1등급 37,171 43,725 44,635 44,635 62,489 218.7

04.2등급 33,636 39,829 40,740 40,740 57,035 199.6

05.3등급 26,233 31,671 32,582 32,582 45,614 159.6

07.사태

01.1++등급 25,129 30,455 31,365 31,365 43,911 153.7

02.1+등급 24,680 29,960 30,870 30,870 43,218 151.3

03.1등급 23,946 29,151 30,061 30,061 42,086 147.3

04.2등급 22,444 27,496 28,406 28,406 39,769 139.2

05.3등급 19,467 24,215 25,125 25,125 35,176 123.1

08.앞다

리

01.1++등급 29,086 34,815 35,725 35,725 50,016 175.1

02.1+등급 28,168 33,804 34,714 34,714 48,599 170.1

03.1등급 27,232 32,772 33,682 33,682 47,155 165.0

04.2등급 25,045 30,362 31,272 31,272 43,781 153.2

05.3등급 21,463 26,415 27,325 27,325 38,255 133.9

09.우둔

01.1++등급 29,241 34,986 35,896 35,896 50,255 175.9

02.1+등급 28,997 34,717 35,627 35,627 49,878 174.6

03.1등급 28,296 33,945 34,855 34,855 48,797 170.8

04.2등급 26,662 32,144 33,054 33,054 46,276 162.0

05.3등급 23,004 28,113 29,023 29,023 40,632 142.2

10.설도

01.1++등급 28,939 34,653 35,564 35,564 49,789 174.3

02.1+등급 28,196 33,835 34,745 34,745 48,643 170.2

03.1등급 27,268 32,812 33,722 33,722 47,211 165.2

04.2등급 25,204 30,538 31,448 31,448 44,027 154.1

05.3등급 21,494 26,449 27,359 27,359 38,303 134.1



서효동·조수현·강제헌·신혜송

222 2022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Fall 202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내 중·고가마트 및 식품관에 유

통되는 쇠고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96,210원/kg으로 나타났

다. 이중 안심(평균 134,591원/kg), 등심(평균 147,290원/kg), 

채끝(평균 106,450원/kg), 목심(평균 132,018원/kg), 갈비(평

균 112,553원/kg)가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

다. 양지(평균 45,807원/kg), 사태(평균 18,022원/kg), 우둔

(평균 65,780원/kg), 설도(평균 41,729원/kg)는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앞다리(평균 41,729원/kg)

의 경우 조사된 상품이 모두 일본산 와규 상품으로 가격

이 다소 저가부위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수준의 가

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된 앞다리 

상품은 모두 샤브샤브(핫팟)용으로 슬라이스 포장되어 있

는 상품이었다. 저가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재가공과 포장 

디자인의 고급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본의 가격

전략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고가 마트 및 식품관에서 유

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평균 소매가격과 국내에서 유통되

고 있는 한우고기의 평균 소매가격 비교를 실시하였다. 

비교 결과 등심, 목심, 갈비, 우둔이 국내에서 유통 되고 

있는 한우고기 평균 소매가격보다 말레이시아 유통 쇠고

기 평균 소매가격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심의 경우 말레이시아 유통 쇠고기의 평균 소매가격이 

20,720원/kg(말레이시아 유통 쇠고기 평균 소매가격 

147,290원/kg, 국내 유통 한우고기 평균 소매가격 126,570

원/kg)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심의 경우 말레이시아 

유통 쇠고기의 평균 소매가격이 81,388원/kg(말레이시아 유

통 쇠고기 평균 소매가격 132,018원/kg, 국내 유통 한우고

기 평균 소매가격 50,630원/kg)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비의 경우 말레이시아 유통 쇠고기의 평균 소매가격이 

37,623원/kg(말레이시아 유통 쇠고기 평균 소매가격 

112,553원/kg, 국내 유통 한우고기 평균 소매가격 74,930원

/kg)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둔의 경우 말레이시아 유

통 쇠고기의 평균 소매가격이 12,110원/kg(말레이시아 유통 

쇠고기 평균 소매가격 65,780원/kg, 국내 유통 한우고기 평

균 소매가격 53,670원/kg)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유통 쇠고기 

평균소매가격

[A]

국내유통

한우고기 

평균소매가격 

[B]

한우고기 

평균소매가격과의 

비교

[A-B]

고가

부위

01. 안심 134,591 147,190 - 12,599

02. 등심 147,290 126,570 20,720

03. 채끝 106,450 134,330 - 27,880

04. 목심 132,018 50,630 81,388

05. 갈비 112,553 74,930 37,623

저가

부위

06. 양지 45,807 68,480 - 22,673

07. 사태 18,022 49,480 - 31,458

08. 앞다리 206,531 52,390 154,141

09. 우둔 65,780 53,670 12,110

10. 설도 41,729 53,720 - 11,991

<표 8> 말레이시아 유통 쇠고기 평균 소매가격 및 

국내 유통 한우고기 평균 소매가격 비교

(단위 : 원/kg)

주 국내유통 한우고기 부위별 평균 소매가격은 우리나라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의 2020년 4분기 한우 1++,1+,1등급 부위별 소매가격 평균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수입국별 평균 소매가격을 살펴보면 일본산 와규가 평균 

225,594원/kg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일본산 교잡종(평균 205,138원/kg), 호주산 와규(평균 

143,785원/kg), 호주산 블랙앵거스(평균 39,472원/kg)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쇠고기의 평균 

소매가격(평균 88,181원/kg)은 호주산 블랙앵거스(평균 

39,472원/kg)의 평균 소매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96,210 

225,594 

205,138 

143,785 
88,181 

39,472 

14,434 

79,400 
127,607 

91,659 

15,602 14,434 

453,712 453,712 

340,284 

187,236 

121,935 

201,335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단위 :  원/kg)

<그림 2> 말레이시아 유통쇠고기 수입국별 평균 

소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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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가격(원/kg)

avg. min. max.

쿠알라룸푸르 2,974 96,210 14,434 453,712

일본(와규) 540 225,594 79,400 453,712

일본 272 205,138 127,607 340,284

호주(와규) 128 143,785 91,659 187,236

n/a 176 88,181 15,602 121,935

호주 1,836 39,472 14,434 201,335

<표 9> 말레이시아 유통쇠고기 수입국별 평균 소매가격

(단위: 원/kg)

주 1. n/a는 수입국가 또는 원산지가 기재되지 않은 상품임.

2. ‘일본’은 일본산 교잡종이며, ‘호주’는 대부분 호주산 블랙앵거스로 나타남.

3.3. 가격경쟁력 비교

앞서 제시된 시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

는다. 한우고기의 국내 평균소매가격이 우리나라의 유통실

정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장에서 제시한 각 도시별 도착가격 산정 즉, 각 도시별 

관세 및 유통마진을 포함한 현지 추정소매가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같은 도시 내에서도 

소득 차이로 인한 농축산식품시장의 가격차이가 큰 편이

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순 평균가격으로 양국의 쇠고기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좀 더 세분화 시

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쇠고기 부위별 소매가격을 저가, 

중가, 고가그룹으로 나누어 구분한 그룹별 평균 가격대를 

통해 한우고기 평균소매가격을 비교하고자 한다.

권기정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가격대 그룹별 쇠고기 등

급 기준을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바탕

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유통 쇠고기의 가격과 한

우고기 현지시장 도착 가격 및 추정소매가격을 비교하여 

한우고기 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분 저가그룹 중가그룹 고가그룹

중국산 쇠고기 등외 A1, A2(龍級), A3(优級) A4, A5(特級)

일본산 쇠고기 - A1, A2 A3, A4, A5

호주산 와규 M2, M3 M4, M5
M6, M7, M8, M9,

M9+

미국산 쇠고기 Choice Chice, Prime
Premium Prime, Extra

Premium Prime

캐나다산 쇠고기 AAA AAA+ -

한우 등급과의 

비교
3등급~2등급 1등급 1등급~1++등급

<표 10> 가격대 그룹별 쇠고기 등급 기준

자료 : 권기정 외(2015), 북경, 상해, 홍콩, 고급쇠고기 시장에서의 한우고기 가격경쟁력 

비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고가 마트 및 식품관에서 유

통되고 있는 쇠고기 중 고가그룹에 속하는 쇠고기 소매가

격과 1++, 1+등급 한우고기 현지 추정소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항공·해상)와 상관없이 

사태, 앞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 앞다리를 제외한 부분육의 추정소매가격은 모두 조

사대상 고가그룹 평균 소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한우고기 對 말레이시아시장 

추정소매가격

고가그룹

평균소매가격

1++등급 1+등급 avg. min. max

01.안심 151,333 142,444 368,116 277,710 442,086

02.등심 132,325 122,002 349,699 249,492 425,071

03.채끝 144,523 133,116 387,893 282,436 453,712

04.목심 45,583 44,883 238,196 191,172 320,434

05.갈비 72,775 71,303 177,438 127,607 221,185

06.양지 66,817 64,914 116,015 79,400 189,708

07.사태 43,911 43,218 -　 -　 -　

08.앞다리 50,016 48,599 -　 -　 -　

09.우둔 50,255 49,878 162,719 104,893 184,321

10.설도 49,789 48,643 152,617 140,934 164,550

<표 11> 조사대상 고가그룹 평균 소매가격 및 한우고기 

1++, 1+등급 추정소매가격(냉동·해상) 비교

주. 1. 사태, 앞다리의 경우 사례수가 20개 미만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2. 표시는 한우고기의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고가그룹 평균소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3. Bold 표시는 한우고기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고가그룹 소매가격 형성 범위 

안(min~max.)에 포함됨을 의미함.

구분

한우고기 對 말레이시아시장 

추정소매가격

고가그룹

평균소매가격

1++등급 1+등급 avg. min. max

01.안심 156,815 147,926 368,116 277,710 442,086

02.등심 137,807 127,484 349,699 249,492 425,071

03.채끝 150,006 138,598 387,893 282,436 453,712

04.목심 51,065 50,365 238,196 191,172 320,434

05.갈비 78,257 76,785 177,438 127,607 221,185

06.양지 72,299 70,396 116,015 79,400 189,708

07.사태 49,393 48,700 -　 -　 -　

08.앞다리 55,498 54,081 -　 -　 -　

09.우둔 55,737 55,360 162,719 104,893 184,321

10.설도 55,271 54,125 152,617 140,934 164,550

<표 12> 조사대상 고가그룹 평균 소매가격 및 한우고기 

1++, 1+등급 추정소매가격(냉장·항공) 비교 

주. 1. 사태, 앞다리의 경우 사례수가 20개 미만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2. 표시는 한우고기의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고가그룹 평균소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3. Bold 표시는 한우고기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고가그룹 소매가격 형성 범위 

안(min~max.)에 포함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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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고가 마트 및 식품관에서 유

통되고 있는 쇠고기 중 중가그룹에 속하는 쇠고기 소매가

격과 1등급 한우고기 현지 추정소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등심, 채끝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심, 채끝 모두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항공·해상)

와 상관 없이 조사대상 중가그룹 평균 소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사 중가그룹에 해당하는 부분육 중 등심, 채끝을 

제외한 조사 가격 사례수는 모두 20개 미만인 것으로 조

사되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쿠알

라룸푸르 쇠고기 시장 가격의 양분화에서 기인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구분

한우고기 對

말레이시아시장 

추정소매가격

중가그룹

평균소매가격

1등급 avg. min. max

01.안심 133,522 -　 -　 -　

02.등심 109,587 189,667 141,501 212,678

03.채끝 119,763 185,157 158,175 211,827

04.목심 43,638 -　 -　 -　

05.갈비 67,557 -　 -　 -　

06.양지 62,489 -　 -　 -　

07.사태 42,086 -　 -　 -　

08.앞다리 47,155 -　 -　 -　

09.우둔 48,797 -　 -　 -　

10.설도 47,211 -　 -　 -　

<표 13> 조사대상 중가그룹 평균 소매가격 및 한우고기 

1등급 추정소매가격(냉동·해상) 비교

주. 1. 안심, 목심, 갈비, 양지,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의 경우 사례수가 20개 미만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2. 표시는 한우고기의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중가그룹 평균소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3. Bold 표시는 한우고기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중가그룹 소매가격 형성 범위 

안(min~max.)에 포함됨을 의미함.

구분

한우고기 對

말레이시아시장 

추정소매가격

중가그룹

평균소매가격

1등급 avg. min. max

01.안심 139,004 -　 -　 -　

02.등심 115,069 189,667 141,501 212,678

03.채끝 125,245 185,157 158,175 211,827

04.목심 49,120 -　 -　 -　

05.갈비 73,039 -　 -　 -　

06.양지 67,971 -　 -　 -　

07.사태 47,568 -　 -　 -　

08.앞다리 52,637 -　 -　 -　

09.우둔 54,279 -　 -　 -　

10.설도 52,693 -　 -　 -　

<표 14> 조사대상 중가그룹 평균 소매가격 및 한우고기 

1등급 추정소매가격(냉장·항공) 비교

주. 1. 안심, 목심, 갈비, 양지,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의 경우 사례수가 20개 미만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2. 표시는 한우고기의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중가그룹 평균소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3. Bold 표시는 한우고기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중가그룹 소매가격 형성 범위 

안(min~max.)에 포함됨을 의미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고가 마트 및 식품관에서 유

통되고 있는 쇠고기 중 저가그룹에 속하는 쇠고기 소매가

격과 2, 3등급 한우고기 현지 추정소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모든 부분육 부위에서 가격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부분육 부위는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한우고기 對 말레이시아시장 

추정소매가격

저가그룹

평균소매가격

2등급 3등급 avg. min. max

01.안심 120,675 89,662 82,817 48,461 121,935

02.등심 90,332 67,681 75,899 30,338 123,608

03.채끝 94,031 68,870 54,117 34,285 97,803

04.목심 40,993 36,840 28,124 20,358 52,035

05.갈비 62,312 50,778 47,668 30,614 70,864

06.양지 57,035 45,614 21,736 15,565 28,329

07.사태 39,769 35,176 -　 -　 -　

08.앞다리 43,781 38,255 -　 -　 -　

09.우둔 46,276 40,632 25,021 22,084 52,035

10.설도 44,027 38,303 25,003 14,434 38,282

<표 15> 조사대상 저가그룹 평균 소매가격 및 한우고기 

2, 3등급 추정소매가격(냉동·해상) 비교

주. 1. 사태, 앞다리의 경우 사례수가 20개 미만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2. 표시는 한우고기의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저가그룹 평균소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3. Bold 표시는 한우고기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저가그룹 소매가격 형성 범위 

안(min~max.)에 포함됨을 의미함.

구분

한우고기 對 말레이시아시장 

추정소매가격

저가그룹

평균소매가격

2등급 3등급 avg. min. max

01.안심 126,157 95,144 82,817 48,461 121,935

02.등심 95,814 73,163 75,899 30,338 123,608

03.채끝 99,513 74,352 54,117 34,285 97,803

04.목심 46,476 42,322 28,124 20,358 52,035

05.갈비 67,794 56,260 47,668 30,614 70,864

06.양지 62,517 51,096 21,736 15,565 28,329

07.사태 45,251 40,658 -　 -　 -　

08.앞다리 49,263 43,737 -　 -　 -　

09.우둔 51,758 46,115 25,021 22,084 52,035

10.설도 49,509 43,785 25,003 14,434 38,282

<표 16> 조사대상 저가그룹 평균 소매가격 및 한우고기 

2, 3등급 추정소매가격(냉장·항공) 비교

주. 1. 사태, 앞다리의 경우 사례수가 20개 미만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2. 표시는 한우고기의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저가그룹 평균소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3. Bold 표시는 한우고기 수출 추정소매가격이 조사대상 저가그룹 소매가격 형성 범위 

안(min~max.)에 포함됨을 의미함.

한우고기 2등급 냉동·해상 조건의 경우 안심, 등심, 채끝, 

목심, 갈비, 우둔이 조사대상 저가그룹 소매가격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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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우고기 2등급 냉장·항공 조건의 경우 등심, 채끝, 목심, 

갈비, 우둔이 조사대상 저가그룹 소매가격 범위 내에 포함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고기 3등급 냉동·해상 조건의 경우 안심, 등심, 채끝 

목심, 갈비, 우둔이 조사대상 저가그룹 소매가격 범위 내

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우고기 3등급 냉장·항공 조건의 경우 안심, 등심, 채끝, 

목심, 갈비, 우둔이 조사대상 저가그룹 소매가격 범위 내

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Ⅳ. 결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조사결과에 따른 말레이시

아 쇠고기 시장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부위별 평균소매가격에서 안심, 갈비, 등심 등 

고가부위와 양지, 설도, 사태 등 저가부위 간 약 2배~10배

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격 수준이 

산지별로 구분되는 것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산지별 가

격 수준은 일본산 와규, 일본산 교잡종, 호주산 와규, 호주

산 블랙앵거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콩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저가부위 중 

양지, 우둔, 설도의 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동 부위를 스테이크 형식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양지, 우둔, 설도에 해당하는 부분육은 대부분 flank 

steak, knuckle steak, tri-tip steak, rump steak, picanha(rump 

cap) steak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flank steak를 제외하면 헤

딩부위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소비가 비교적 적은 부분이

다. 즉 국제적 식육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

함량이 적은 비선호 부위 소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소매판매점에서는 일

본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외에는 원산지 혹은 수입국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관계자 인터뷰 결과 이 

같은 현상은 식품의 위생·안전을 소홀히 생각하기보다 일

본,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고객 충성심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팀은 말레이시아 시장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한우고기의 말레이시아 시장 수

출 시 추정 소매가격을 도출하였다. 가격경쟁력 비교·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우고기 1++등급의 경우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

(항공·해상)와 상관없이 사태, 앞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

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1+등급의 경우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

(항공·해상)와 상관없이 사태, 앞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

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1등급의 경우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항

공·해상)와 상관없이 등심, 채끝 부분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2등급의 경우 가격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하였으

나, 냉동·해상 조건의 경우 안심, 등심, 채끝, 목심, 갈비, 

우둔, 냉장·항공 조건의 경우 등심, 채끝, 목심, 갈비, 우둔

이 소매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진입

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고기 3등급의 경우 가격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하였으

나, 냉동·해상 조건의 경우 안심, 등심, 채끝 목심, 갈비, 

우둔, 냉장·항공 조건의 경우 안심, 등심, 채끝, 목심, 갈비, 

우둔이 소매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말레이시아 쇠고기 시장 특징 및 가격경쟁력 분석을 종

합해 보면 우리나라 한우고기의 가격경쟁력이 상당수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심, 등심, 채끝을 중심으

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홍콩시장과 비교하면 말레이시

아 시장에는 목심, 갈비, 우둔으로 부분육 수출 범위를 확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홍콩의 고급육 시장

과 동일하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도 우리 한우고기의 주

요 경쟁자는 일본산 쇠고기와 호주산 와규일 것으로 판단

된다.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국

가(원산지) 충성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충

분히 앞세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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