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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YAB Tuan Lim Lim Guan Eng 재정부 장관은 2018년 11월 2일 “ 다시 태어나는 말레이시아,
다이나믹 경제, 번영하는 사회” 라는 주제로 2019년 예산안을 발표 했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감안해 새 정부는 정부의 세입 및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회계년도 동안 재정 적자
3.4%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성장률 4.9% 로 균형잡힌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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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t of 3.4% during Fiscal Year 2019.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 및 디지털화에 특히 초점을 맞춘 민관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된 세금 감면안은 중소기업에게 합리적인 법인세율, 기업자금 조달 및 산업
4.0의 촉진을 위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출면에서는 Rakyat 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교육 부분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수익을 높이고 재정 규율을 준수하면서 저소득층(B40)의 복지를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면서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말레이시아의 장기적인 성장과 번영을 향한 여정을 질서있게 하고 말레이시아의 재부흥을 위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요약본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Sim Kwang Gek
Country Tax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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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재정 관리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생활과 주택
비용의 안정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안 –
말레이시아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헌신적인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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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동산
•

•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Real Property Gain Tax) 및 부동산 회사(Real
Property Company) 의 지분 소유 5년 후 소득에 대한 세율 증가 - 10% (기업 및

4차 산업

외국인) 및 5% (말레이시아 개인)

•

중저가 양도 소득액에 및 주택 5년간 소유 후 RM200,000에 대해 양도 소득세

•
•
•
•

준비성 평가, 공급업체 개발 프로그램 및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세금 혜택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EPF 부담율 4%로 감소
60세 이상 근로자의 EPF 부담금 면제
최저임금 RM 1,100 전국적으로 인상
근로자의 National Higher Education Loan Fund(PTPTN) 을 고용주가 상환시 세금 공제

PARK

면제

•
•

RM1 Mil 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치의 상품(instrument) 양도시 4% 인지세 부과
공항 부동산투자 신탁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도입

AIRPORT
기타
•

국립 학교 및 고등교육 기관(IPTA) 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에 면세

관광업
•

금융 시장

•

소매 채권, Sukuk ijarah,

혜택 (tax free incentive)도입 및

법인 회사 및 비법인 회사

Wakalah 및 Retail

Pangkor Island 에 면세 지위 부여
(duty free status)

sukuk 발행에 대한 세제혜택 기

•
•

페낭 Swettenham Pier 에 비과세

•

간 연장

•

까지 총 소득에서 세제 공제

•

중소기업(SME)의 최초 RM500K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 17%로 인하

Allowance), 투자 세제혜택(Investment Tax allowance) 은 2019년을

중단

기점으로 연속된 7년까지만 이월 사용 가능

•

월급 RM4,000이 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 및 전과자 고용시 추가 세금
공제 혜택

•

특별한 프로그램 도입

간접세

벤쳐 캐피탈
•

•
•
•

벤처캐피털 세제혜택 신청
확대

설탕 첨가 음료에 리터당 40 cents 소비세 (Excise duty) 도입

HOSPITAL

용역세(Service Tax) 등록 기업간 특정 기업간 (B2B) 용역에 대한 면세
수입업자로부터 영세 제조업자가 구매시 판매세(Sales Tax) 공제를
위한 크레딧 제도 도입

바이오 유기 화합물 및 바이오 고분자 물질을 기반으로 제작하는

•

플라스틱에 세제 혜택 부여

HOTEL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를 위해 벌금 경감을 포함한

미사용된 사업 손실(business loss), Pioneer loss 및 세무상
감가상각(Capital allowance), 재투자 세제혜택(Reinvestment

도매금융시장기금 이자 면세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금액에 최대 10% (기업) / 7% (개인)

수입 용역 (Imported Service)에 대해 용역세 (Service Tax) 부과 (예. Netflix)

SHARE MARKET

개인
•
•
•
•
•

EPF 부담금에 대해 RM 4,000 세금 경감
생명보험과 이슬람보험(Takaful)에 대한 RM 3,000 세금 경감

라부안

연금제도 아래 공무원에 대한 RM7,000 세금 경감

•

라부안기업(Labuan entities)은

국가교육 저축제도(SSPN)에 대한 RM 8,000 세금 경감

3% 세율 유지할 수 있고

저소득층(B40)이 구매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말레이시아 거주자와 링깃(RM)

RM 500,000 미만 첫 집 장만 시 인지세 면제

으로 거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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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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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Kwang Gek
Managing Director
kgsim@deloitte.com
+603 7610 8849

Chee Pei Pei
Executive Director
pechee@deloitte.com
+603 7610 8862

Korean Services Group
Lily, Park Sung Eun
Korean Services Group
Associate Director
lipark@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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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Kim Jeeyun
Senio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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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Suh Jiwon
Tax Assistant
jiwsuh@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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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e, Lee Sung Eun
Tax Assistant
sungelee@deloitte.com
+603 7610 8306

면책조항
해당 한국어 버전은 한국인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조건 등은 영어 원문을 확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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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approximately 340 partners and 8,8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subsidiaries and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their subsidiaries and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Malaysia
In Malay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ax Services Sdn Bhd and its affiliates.
© 2018 Deloitte Tax Services Sdn Bh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