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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사업장 및 고용정보 등록 및 업데이트 의무화 

 

 



 

말레이시아 노동부(JTKSM)의 지침에 따라, 이민국 Expatriate Services Division 

(ESD)은 JTKSM 에 고용정보를 등록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2021 년 

3 월 23 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1955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헤 발표되었습니다.  

 

1955 고용법 63A 항에 따라, 직원(any workers)을 고용하려는 모든 고용주는 아래 

날짜로부터 90 일 이내에 JTKSM 에 사업장 및 고용정보를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a) 사업 개시 

(b) 사업 인수 

(c) 사업장 명칭 또는 위치 변경 

 

등록 및 업데이트를 하지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또는 고용주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RM10,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What to do next? 
 

위에서 안내하는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고용주의 경우, 

 

(a)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등록 양식(Borang Pendaftaran Tempat Pekerjaan)을 

다운로드합니다. 

(b) 양식이 작성되고 나면,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c) 등록 양식 2 쪽의 섹션 F 에 노동사무소의 승인을 받습니다.    

 

Commentary:  
 

위에서 안내해드린 등록 요건은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JTKSM 은 현재 

ESD 를 통해 이 요건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ESD 발표에 

따르면, 발표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에 설명된 모든 신규 고용주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청서에 대한 불필요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서류 

즉, 위에 언급한 양식에 대한 JTKSM 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JTKSM 에 

등록하지 않은 고용주가 ESD 에 신청한 기존 신청서는 앞서 언급한 요건 충족을 위해 

반환될 수 있습니다. 

https://esd.imi.gov.my/portal/latest-news/announcement/requirement-to-register-update-workplace-employment-info/
http://jtksm.mohr.gov.my/images/kluster-warnawarni/akta-borang/akta-peraturan/akta_kerja1955_bi.pdf
http://jtksm.mohr.gov.my/en/pendaftaran-tempat-pekerjaan
http://jtksm.mohr.gov.my/images/personalisation/majikan-dan-pekerja/BORANG-PENDAFTARAN-TEMPAT-PEKERJAAN-SEKSYEN-63A.pdf


 

현재 딜로이트에서는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JTKSM 의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 또는 JTKSM 에 등록하지 않은 

고용주의 ESD 기존 신청서가 반환되나요? 

2)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와 같은 다른 이민국 기관에도 유사한 

요건이 적용되나요? 

 

추가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시고 그동안 위에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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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