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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비즈니스 여행객의 방문을 환영하는 

말레이시아 

 

 

http://www2.deloitte.com/us/en.html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이 2021 년 3 월 3 일 발표한 최신 언론 보도에 따라 

2021 년 3 월 3 일부터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여행객은 이제 전용 

포털 Safe Travel Portal 을 통해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객의 입국을 촉진하여 

그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0 년 10 월 2 일부터 

수립한 원스톱 센터(OSC) 이니셔티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투자진흥청(MIDA), 보건부(MOH) 및 

이민국(IMI)으로 대표됩니다. 각 기관은 비즈니스 여행객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기 

전에 합법성과 안전한 건강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afe Travel Portal 은 단기 및 장기 비즈니스 여행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비즈니스 

여행객의 말레이시아 입국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 및 자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 비즈니스 여행객 Short Term Business Travellers 

패스를 소지하지 않고 14 일 이하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려는 비즈니스 여행객. 

OSC 위원회의 승인과 엄격한 표준 운영 절차(SOP) 준수에 따라 의무 격리 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말레이시아를 출국하는 당일까지 

전담 연락 담당자가 배정되며 승인된 여행 일정 계획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기 비즈니스 여행객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잠재적 투자자 

 

2. 말레이시아의 기존 투자자. 즉 사업주, 이사, 말레이시아 기업의 임원 및 직원 

   (Employment Pass 미소지자) 

 

3. 상업적 생산단계 전 제품 인증 및 검증을 위한 비즈니스 고객 

 



4. 말레이시아 전역의 단일 또는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긴급 상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되는 기술 전문가 

 

단기 출장자는 계획된 여행 14 일 전에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행자가 14 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 비즈니스 여행객 카테고리에 속하는 Social Visit Pass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비즈니스 여행객 Long Term Business Travellers 

아래와 같이 유효한 패스를 소지하고 14 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려는 

비즈니스 여행객. 보건부 지침에 따라 의무 격리 대상입니다.  

 

장기 비즈니스 여행객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발이 묶인 신규 및 기존 Employment Pass (EP) 소지자와 및 Residence 

Pass-Talent (RP-T) 소지자 

 

2. 해외에서 발이 묶인 신규 및 기존 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 

 

3. 지역 사무소(RE), 대표 사무소(RO) 및 Principal Hub (PH) 담당자를 포함한 빈번한 

해외 출장자 (출국 및 귀국) 

 

4. 영주권(PR) 소지자 

 

5. MM2H 비자소지자 

 

6. 빈번한 말레이시아 출장자 (출국 및 귀국) 

 

7. Social Visit Pass 소지자 

 

모든 비즈니스 여행객은 말레이시아로 출발하기 전에 해당 말레이시아 대사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입국 비자 (해당되는 경우)를 받아야 합니다. 

 



Commentary: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국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Safe Travel Portal 은 기존 MyEntry 포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점은 단기 비즈니스 여행객 (말레이시아에서 최대 14 일 체류)과 장기 

비즈니스 여행객 (말레이시아에서 14 일 이상 체류) 간의 차별화입니다. 

 

딜로이트가 MIDA 와 추가로 확인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기존 Employment Pass (EP) 소지자 

(비즈니스상 방문 목적으로만)는 단기 또는 장기 비즈니스 여행객 카테고리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입국 목적이 장기 고용인 경우 

MyEntry 포털에서 장기 비즈니스 여행객 (말레이시아에 14 일을 초과하여 

체류) 카테고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별 긴급 상황으로 인해 파견되는 기술 전문가는 단기 출장(최대 14 

일)으로 말레이시아 전역의 단일 또는 여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회사와 하나의 계약 또는 프로젝트로 제한되는 

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에 비해 다양한 고객에게 더 폭넓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년 기준, 60 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비즈니스 방문객의 개인소득세 

영향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Your next step  
 

이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딜로이트 Global 

Employer Services (GES)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Name  Number Email 

Chee Ying Cheng  Executive Director 03-7610 8827 yichee@deloitte.com  

Cassie Lee (이성은) Korean Support 03-7610 8396 sungelee@deloitte.com  

 
Warm regards, 
Deloitte | Tax | Global Employ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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