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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0 년 예산안은 2019 년 예산안 대비 5.6% 감소한 2,970 억 링깃을 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 년에 

국내총생산(GDP) 3.2%의 재정적자로 4.8%의 전반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세금징수액은 1,897 억 8 천만 링깃으로 

8%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요 할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핑밸리 산업지구 개발, 쿠안탄 항구 관련 사업, 사말라주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숭아이 세게트 중앙 하수처리장 건설, 

사바아그로-산업단지의 건설 등 특정 코리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1 억 링깃 

 향후 5 년간 국가 섬유화 및 연결 계획(NFCP)의 도입을 위해 총 216 억 링깃 

 5 억 링깃 상당의 5G 생태계 개발 보조금 도입 

 1,000 개의 제조업과 1,000 개의 서비스 회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 자동화 지원을 위해 5 억 

5 천만 링깃 

 외국인이 소유하기에는 높았던 도심지역 부동산 금액을 1 백만 링깃에서 60 만으로 하향 조정 

 교육부문에 641 억 링깃 

 페낭힐 상류에 있는 케이블카 개발을 위해 페낭에 1 억 링깃 지원 

 현재의 전력구매시스템을 개방시장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전기시장을 자유롭게 전환. 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소매 시장에서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함 

 말레이시아 2020 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관광 분야에 11 억 링깃 

예산의 제약이 있음에도 정부는 어떤 형태로도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그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대신 

연간소득이 2 백만 링깃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개인소득세율을 2% 인상하여 30%까지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과세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는 28%에 비해 2% 증가한 30% 단일세율을 부과하게 될 예정입니다. 약 2 천명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2020 년도 예산안의 주제였던 "함께 번영하기 위한 성장과 공평한 결과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재무 장관 YB 가 2019 년 10 월 11 일 공개했습니다. 2020 년 예산안은 

4 가지의 가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제와 디지털 시대에 따른 경제 

성장 추진, 말레이시아인에 대한 투자 즉 인적 자본의 성장, 통합하고 포용하는 

동등한 사회 만들기, 공공기관과 금융의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2020 년 예산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15 가지 전략은 미래의 경제를 입증하고 Shared Property Vision 

2030 의 열망에 따라 부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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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제조업, 창조 경제 분야에 있는 포춘 500 대 기업과 글로벌 유니콘을 유치하기 위해 5 년간 매년 10 억 링깃의 맞춤형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자는 이번 예산안은 높은 가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될 

것입니다. 합동 부처 위원회 설립에 있어 재정부(MOF)와 국제통상산업부(MITI)가 결합하면서 세제혜택 승인절차를 빠르게 하고 

사업자등록이 더욱 쉽도록 향상시키면 말레이시아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INVEST KL 에 

의해 설립된 특별 채널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미-

중 무역 긴장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의 이동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투자세혜택을 이미 소진한 전자전기 업종 기업에 주는 특별투자세혜택은 이 부문에 있는 기업들의 재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투자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게 이 혜택이 주어지길 

기다렸지만 어쨌든 환영할만한 제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 년 예산안은 종합예산안으로서 포괄성을 수용하면서 나라를 디지털 시대의 전환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쟁력을 외국 투자의 선호 목적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동시에 B40 그룹의 

복지를 지원하고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배경 설명과 달리해서 2020 년 예산안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세금 위주의 제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m Kwang Gek 

Country Tax Leader 

 

 

 

 



2020 예산안 하이라이트: Part I & Part II 

  
 

 2020 년 예산안 할당 
 

 

   

  2019 2020 

재정적자 GDP 3.4% GDP 3.2% 

연방정부수입 2,633 억 링깃 2,445 억 링깃 

운영지출 2,623 억 링깃 2,410 억 링깃 

개발지출 537 억 링깃 560 억 링깃 

세외수입 

차입금 

소득세 

간접세 

 18.4% 기타 직접세 

 15.9% 

 2.9% 

 17.7% 

 45.1% 

37.9% 

사회 부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11.3% 

방위 

16.2% 

경제 

7.5% 

행정 27.1% 

청구 비용 및 송금 

2,970 억 링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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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소기업을 위한 소득세처리 방안 

현재는 납입자본금이 최대 250 만, 유한책임파트너십 회사의 총자본기여금이 250 만 링깃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최초 과세소득 50 만 링깃에 대해 법인세율 17%를 적용한다. 나머지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24%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중소기업(SME)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소득세율의 혜택을 적합한 중소기업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a) 17%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소득 적용금액을 50 만 링깃에서 60 만 링깃으로 상향 조정 

b) 회사의 납입자본금 또는 유한책임파트너십(LLP) 의 자본출자금이 최대 250 만 링깃이고 연매출액이 

5 천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 

 

딜로이트 의견: 

지금 상황에서는 5 천만 링깃의 연간 매출액의 한도가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지 또는 보통주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관련 회사나 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 당국이 연간 매출액 (즉, 

총매출액인지 또는 반품할인을 뺀 판매액인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자산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액 검토 

현재는 각 1,300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개별 자산(소액자산)에 대한 적격한 비용이 기준기간이 되는 

평가년도 동안 발생 했을 경우 그 비용을 세법상 100%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자산에 

관한 적격한 연간 총지출액은 1 만 3 천 링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액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a) 각 소액자산에 대한 적격한 지출비용 한도를 1,300 링깃에서 2,000 링깃으로 상향 조정. 

b) 각 소액자산에 대한 매 평가년도당 적격한 총 비용지출 한도를 1만 3천 링깃에서 2만 링깃으로 상향 

조정.  

시행일: 평가년도 2020년 부터 

“중소기업들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이 계속해서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특별세금혜택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Tan Hooi Beng 

Deputy Tax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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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간사 수수료와 세금신고 수수료에 대한 비용처리 

현재 허용하고 있는 회사 간사 수수료와 세금신고수수료의 최대공제한도액은 매 평가년도마다 아래와 같다. 

 

(i) 회사의 간사 수수료 최대 5 천 링깃 

(ii) 세금신고수수료 최대 1 만 링깃 

 

회사간사,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통합해서 최대공제한도액 1 만 5 천 링깃까지 매 

평가년도마다 허용해 주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 

 

 브루사 말레이시아에서 허용하는 세금공제비용 항목 

현재는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발행시장, ACE 시장, LEAP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기술기반기업과 중소기업이 ACE 시장과 LEAP 시장을 통해 증자를 할 경우 최대 150 만 링깃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세금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a) 당국에 지급하는 수수료 

(b) 전문가 비용 

(c) 증권인수비용, 진행비용, 브로커비용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체계적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혜택 확장 

현재는 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의 승인을 받은 구조적 인턴쉽 프로그램(SIP)을 실시하면서 

학사학위를 위해 코스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을 채용하거나 수료증 또는 직업훈련(최소 SKM 레벨 3)을 

추구하는 학생을 채용할 경우 적격한 비용에 대해 이중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단, 엔지니어링과 테크놀로지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2021 년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해당 시행규칙 관보는 아직까지 발행되지는 않았다. 

 

The Malaysians@Work initiative 와 관련해서 정부는 근무환경에 대한 조기경험을 통한 현지 졸업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세제혜택을 엔지니어링과 기술 분야를 넘어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장해서 제안하고 있다. 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시민권자인 학생 

 마지막 학기 전 승인받은 인턴쉽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함 

 최소 10 주 이상의 인턴쉽 기간 

 각 인턴 학생에게 최소 500 링깃의 월 수당 

 

시행일: 2020 년부터 202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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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Dual Training 제도 세제혜택 기간 연장 

 

작년 예산안에서는 인적자원부(MOHR)의 승인을 받은 인더스트리 4.0 프로그램 중 National Dual Training 

Scheme 에 참여한 회사의 비용에 대해 이중공제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세제혜택은 MOHR 에서 

승인한 인더스트리 4.0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법정 명령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다. 

 

위의 세제혜택은 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 년 추가 연장한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의 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전국고등교육기금공사(PTPTN)에 근로자 대신 지불한 대출 금액에 대한 고용주 소득세공제 연장 

 

현행상 고용주는 PTPTN 에서 교육 대출을 받은 말레이시아 직원을 대신해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납부한 금액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PTPTN 의 교육 대출 상환의 대가로 어떠한 대금 청구를 해서는 안된다. 

(b) 고용주와 근로자는 같은 사람이어서는 안된다. 

(c)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이다. 

(d)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한다.  

(i) 배우자 

(ii) 법적인 부모 및 의붓 부모 포함 

(iii) 법령에 따라 자녀, 입양 자녀 또는 의붓 자녀 포함 

(iv) 형제 또는 자매, 의붓 형제 또는 의붓 자매 포함 

(v) 조부모 또는 손주, 의붓 조부모 또는 의붓 손주 포함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기간을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1 년 12 월 31 일 

 디지털 사회적 책임 기여금에 대한 세금공제  

 

디지털 사회적 책임 기여금을 납부하는 회사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기여금은 디지털 

경제 개발과 동시에 아래의 계획을 통해 미래 인력의 디지털 기술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a) 기술 장학금 

(b) 교육 

(c)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숙련  

 

시행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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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지적재산권개발에 관한 세금공제혜택 

 

현행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연구개발(R&D)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사내 R&D 비용에 대한 이중소득공제  

(ii) 승인받은 연구기관에 기여한 R&D 기여금에 대한 이중소득공제, 승인받은 기관이나 리서치 

회사를 통해 받은 R&D 서비스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중소득공제  

(iii) 소유권취득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iv) 자원 및 비자원을 기반으로한 R&D 성과를 상업화한 기업들에 대한 소득세면제 

(v)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R&D 계약 회사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제안 

적격한 활동을 통해 특허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생긴 적격한 지적재산(IP)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 100% 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소득세면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계획 5번에서 권장사항는 것과 같이 수정결합방식(Modified Nexus Approach)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MIDA 로 접수된 신청서 

 

수정결합방식(Modified Nexus Approac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 실행계획 5 번을 통해 지적재산 관련소득에 대해 세금우대를 하고 

있는 잠재적이거나 실제로 유해한 세금제도를 겨냥하고 있다. 어떤 다른 관련국의 일반적인 

조세원칙과 비교해서 어떤 형태로든 세금우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세우대제도로 간주한다. 

조세우대제도는 세율감면, 과세표준감면, 세금납부, 세금상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OECD 권장에 따라 어떤 조세우대제도라도 비지적재산제도를 포함한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활동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의 디지털화를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수라고 보는 시선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세제혜택을 통해 FDI 와 DDI 를 유치하고자 하고 포춘 500 대 기업 및 글로벌 

유니콘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이 

기술 발전으로 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지적 재산권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말레이시아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ham Lih Jiun 

Government Grants & Incentives Tax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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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미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드릴 의사가 있었고 2019년 1월부터 주체 

허브(Principle Hub)와 기타 수정세제혜택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린 바 있다. 정부는 현재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지식기반 소득 주도를 촉진하도록 제안했고 수정결합방식을 적용해 발전된 지식 기반 

경제로 크도록 하고 있다. 

실행계획 5번에서도 언급되었고 정부에서도 주목할만한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수정결합방식 (MNA): OECD와 G20 국가들이 수정결합방식을 승인했고 말레이시아가 이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안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지적재산제도의 혜택은 납세자가 수행하는 R&D 활동의 

수준에 따라 조건부로 주어진다. 납세자의 회사 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알아볼 

수 있다.  

 

 세제혜택을 누리게 되는 지적재산소득: 수정결합방식은 BEPS 실행계획 5번에서 제시한 공식을 

적용해서 세제혜택을 받게되는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지적재산 개발을 위한 적격한 비용 /지적재산 개발을 위한 총비용) X 지적재산총소득 =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소득 

실행계획 5번과 OECD의 관련 권고사항들을 통해 적격한 비용,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개발을 위한 

발생한 총비용, 지적재산권을 통해 발생한 총소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적격한 납세자: 실행계획 5번 보고서에서는 거주자 기업, 해외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거주자 

기업의 해외 고정사업장을 포함해 적격한 납세자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제도에 따라 적격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에는 특허, 

법적으로 보호받고 적절한 승인과 등록절차가 있는 경우 특허나 특허와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는 기타 지적재산권이 있다. 

실행계획 5번에 따르면 특허와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지적재산은 아래와 같다. 

o 광범의하게 정의하는 특허 (실용신안, 식물 및 유전물질의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 희귀의약품 

지정 및 특허권 보호를 위한 확장 포함) 

o 소프트웨어 저작권 

o 조세당국과는 독립된 권한있는 정부기관이 투명한 인증절차를 통해 인증받은 명확하며 

유용하고 새로운 기타 지적재산권 

흥미롭게도 2020년 예산안은 특허와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한 지적재산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기록 및 문서보관 :  비용과 수익 간에 결합이 필요한 것과 같이 납세자가 지적재산제도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비용의 추적, 지적재산권, 수익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받게 될 혜택이 그것을 받기에 적합한 비용 지출을 통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지루한 작업들은 납세자에게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추가로 비용을 

짊어지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세제혜택도 여전히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정부는 제안된 제도 내에서 기업들이 MNA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상할당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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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전자 부문에 대한 특별 투자세제 혜택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전기 및 전자회사는 투자촉진법 1986 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화, 확장, 다양화를 위해 발생한 적격한 자본지출액에 대한 재투자액 공제 혜택은 15 개년 연속 

평가년도까지 누릴 수 있다. 

 

제안 

 

말레이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전기전자 산업의 고부가가치 활동을 더욱 촉진하며 5G 

디지털 경제 및 인더스트리 4.0 으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세제혜택 Comment 

1) 선택된 지식 기반 서비스에 투자하는 

전기전자회사는 10 년까지 

소득세면제 

 

현재 지식 기반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2) 5 년간 발생한 적격한 자본지출액의 

50%를 법정 소득의 50%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세공제 

재투자액공제기간 15 개년 연속 평가년도를 모두 

소진한 전기전자 회사를 위한 것이다. 

 

시행일: 

1) 세제혜택 1 – 미정 

2) 세제혜택 2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보증책임회사로 등록된 종교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면제 

현재 종교기관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소득세면제혜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출 때 주어지게 된다.  

종교예배나 종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세워지고 말레이시아 사회단체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단체,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을 따를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 (SSM)에 등록된 

기관이나 단체는 면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소득세면제혜택이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에 등록된 종교기관이나 

보증책임회사(CLBG)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면제혜택은 CLBG 가 취득한 수익, 종교예배와  종교의 발전만을 위해 CLGB 가 취득한 부동산에도 

적용하게 된다. 단, CLGB 는 영리를 주목적으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시행일 : 평가년도 2020 년부터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CLBG 

딜로이트 의견: 

소득세법 (면세) 명령 2017 [“P.U.(A) 52/2017”]에 명시된 종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소득세면제 대상은 

CLBG 를 포함하여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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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술 세제혜택 검토 

녹색기술 세제혜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a) 녹색투자 세제혜택 (GITA) 

적격한 녹색활동을 위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의 100% 를 법정 소득의  70% 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세공제혜택을 3 년간 연장해서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 녹색 소득세면제 (GITE) 

i) 적격한 녹색 서비스 활동을 통해 발생한 법정 소득에 대해 70% 경감시킨 소득세 면제 혜택을 

3 년 연장한 기간인 평가년도 2023 년까지 누릴 수 있도록 했다. 

  

ii) 태양광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한 법정 소득에 대해 70% 경감시킨 소득세 면제 혜택을 

평가년도 10 년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업들은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청(SEDA)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행일:  

녹색투자세제혜택(GITA)  :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MIDA 로 접수한 신청서 

녹색소득세면제(GITE) :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MIDA 로 접수한 신청서 

 관광용 차량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 

허가받은 여행사가 현지에서 새로 조립한 관광버스를 구하는 경우 세법상 가속감가상각을 

최초감가상각률 20% 그리고 연감가상각률 40%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에서 2021 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대한 세제혜택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최소 500 명의 외국인이 오는 경우 

거주자 컨퍼런스 기획자에게는 법정 소득에 대해 100%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법정 소득에 대한 100 %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요 활동이 컨퍼런스를 홍보하고 주최하는 것이 아닌 기업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 평가년도 2020 년에서 2025 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는 예술, 문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행사에 대한 세제혜택 

평가년도 1999 년부터 2000 년까지 관광문화예술부 또는 청소년스포츠부에서 승인한 국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대회뿐 아니라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를 통해 생긴 법정 소득에 50% 소득세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외국인이 승인된 행사나 대회에 참가해서 얻게되는 소득에도 

소득세면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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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에서는 승인된 행사와 조직의 개최를 통해 생긴 법정 소득에 50% 소득세면제혜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행일 : 평가년도 2020 년부터 평가년도 2022 년까지 

 말레이시아 내 예술문화 및 문화유산 활동 후원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액 검토 

 

문화관광예술부에서 승인한 예술문화 및 문화유산 활동에 후원하기 위해 회사가 기준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의 공제한도를 70 만 링깃에서 100 만 링깃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해외 

예술문화 및 문화유산 활동 후원에 대한 공제 한도액은 동일하다 (즉, 최대 30 만 링깃). 

 

시행일 : 평가년도 2020 년 

 자선단체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 기여금에 대한 세금공제범위 확대 

 

현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자가 지출한 비용만을 세금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선단체를 위해 서비스제공, 공공편의시설제공, 기부금 기여 했을 때,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교육, 

건강, 주택, 환경보호 및 보존, 빈곤층의 소득수준향상을 목표로 진행했을 때, 재무부 승인을 받은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관해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만 해당한다.  

새로 제안하고 있는 예산안에서는 국가유산보존부에서 국가유산보호법 2005 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도 세금공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삼림, 섬, 해변, 국립공원을 포함한 환경보호와 보존 프로젝트의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시행일 : 평가년도 2020 년 

 관광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 확대 

 

현재는 관광사업(테마 파크, 휴가캠프, 여가프로젝트 및 컨벤션 센터 포함)을 확장하고 현대화 시키기 

위해 새로운 투자나 재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 중 하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제혜택 적용 

개척자 자격 법정 소득의 70%에 대한 세금면제를 5 년간 받을 수 있다. 

 

투자세 공제 5 년간 발생한 적격한 자본지출액의 60%를 각 평가년도 법정 소득의 

70%까지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예산안에서는 위 세제혜택의 범위를 관광 및 스포츠 관광 통합 프로젝트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추가로 국제 테마파크를 위해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경우 아래 세제혜택 중 하나를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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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적용 

개척자자격 5 년간 발생하는 법정 소득 100% 에 대한 세금면제 

 

투자세공제 5 년 발생한 적격한 자본지출액의 100%를 각 평가년도 법정 소득의 

70%까지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 2020 년 1 월 1 일부터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자동화에 대한 세제혜택 검토 

현재 제조활동의 현대화나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 기계장비에 들어간 적격한 자본지출비용에 대해 

제조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 세제혜택 

 

기간 

분류 1:  

노동집약산업 

(고무, 플라스틱, 목재 및 섬유 제품) 

 

 자동화 기계장비를 위해 

평가년도 2015 년부터 

2020 년까지 발생한 

적격한 자본지출비용에 

대해 첫 4 백만 링깃까지 

100% 가속자본공제 

(ACA)허용 

자동화기계장비에 대한 

100% 가속자본공제와 

동일한 소득세면제혜택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MIDA 로 접수된 신청서 

 

분류 2:  

분류 1 외의 산업군 

 

 자동화 기계장비를 위해 

평가년도 2015 년부터 

2020 년까지 발생한 

적격한 자본지출비용에 

대해 첫 2 백만 링깃까지 

100% 가속자본공제 

(ACA)허용 

 자동화 기계장비에 대한 

100% 가속자본공제와 

동일한 소득세면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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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산업의 자동화를 장려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i) 세제혜택의 기간을 2023 년까지 3 년을 추가로 연장했다. 

(ii) 분류 2 산업의 세제혜택범위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장했다. 

 

시행일:  

(i):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MIDA 에 접수된 신청서 

(ii):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MIDA 에 접수된 신청서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장 

현재는 보통주 형태로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엔젤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고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재무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엔젤 투자자 세제혜택의 신청 기간을 3 년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예.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제출한 신청서까지). 

 

시행일: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재무부로 제출한 신청서 

 벤쳐 캐피탈 세제혜택 신청기간 연장 

 

예산안에서는 적격한 투자에 대한 신청기간을 추가로 4 년 연장해서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 사이에 SC 에 접수한 신청서까지 

 Sukuk Wakalah 발행 건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의 연장 

 

시행년도 2019 년부터 2020 년 동안 Ijarah 및 Wakalah 원칙 아래 Sukuk 을 발행할 때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 공제항목이 된다. Ijarah 및 Wakalah 원칙 아래 Sukuk 발행할 때 발생하는 아래 비용에 대해 

추가 공제 역시 가능하다.  

 

(i) 실사, 투자설명서초안 및 준비에 관한 전문서비스 수수료 

(ii) 증권위원회 투자설명서 등록수수료 

(iii) Bursa Malaysia 진행 비용 및 초기 등록비 

(iv) Bursa Malaysia 신규 발행 신용거래비 

(v) 신규 공모비 

(vi) 투자설명서 인쇄비 

(vii) 투자설명서 홍보비 

 

이번 예산안에서는 Wakalah 원칙 아래에서 Sukuk 발행할 경우 세제혜택을 5 년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Ijarah 를 기반으로 한 Sukuk 발행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1 년부터 평가년도 2025 년까지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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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투자(SRI) Sukuk 의 발행 건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 

 

시행년도 2016 년부터 2020 년 동안 말레이시아증권위원회의 승인받거나 주관으로 발행한 SRI 

Sukuk* 발행비용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예산안에서는 위 세제혜택을 3 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1 년부터 평가년도 2023 년까지 

 

* SRI Sukuk 의 의미는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존과 보호,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장려, 

온실배기가스 배출 감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말한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SRI) 펀드의 관리수수료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 연장 

 

현행상 회사의 법정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통해 발생할 경우 세금 면제를 받게 된다. SRI 및 

Shariah 를 준수하는 SRI 펀드를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이와 관련한 펀드 관리서비스를 

현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투자신탁 투자자, 부동산 투자신탁(REITs)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정 

소득이 2018 년부터 2020 년 사이에 발생했다면 세금 면제를 받게 된다. 

 

예산안에서는 세금 면제 기간을 3 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1 년부터 평가년도 2023 년까지 

 

 Shariah 를 준수(Shariah-Compliance)하는 펀드 관리수수료 소득의 세금 면제 기간 연장 

 

현행상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승인한 Shariah 를 준수하는 펀드의 관리수수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에게는 평가년도 2020 년까지 아래 항목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i)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투자자에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법정 소득 

(ii) 현지 투자자에게 펀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법정 소득 

(iii) 기업 신탁 또는 부동산 투자신탁에게 제공한 관리수수료의 법정 소득 

 

예산안에서는 세금면제 혜택 기간을 3 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1 년부터 평가년도 2023 년까지 

 

 부동산 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현행 세금처리 기간 연장  

Bursa Malaysia 에 상장된 부동산신탁투자(REITs)로부터 수익금 분배를 받는 투자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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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형 현행 세금 처리 

거주자 기업 투자자 우선하는 법인세율에 따라 소득세 적용(즉, 24%) 

비거주자 기업 투자자 

 

2016 년 이후부터 우선하는 법인세율(즉, 24%)에 

따라 최종 원천과세 부과 

외국인 기관투자자, 특히 연금기금 및 

집단투자기금 

평가년도 2009 년부터 2019 년까지 10% 

최종원천과세 부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개인과 그 외 현지 단체를 

포함한 비기업 투자자 

평가년도 2009 년부터 2019 년까지 10% 

최종원천과세 부과 

 

예산안에서는 현행 세금처리 방법을 6 년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부터 평가년도 2025 년까지 

 

 자선사업, 스포츠 활동 및 국익 프로젝트 기부금에 대한 세제처리 방안 검토 

현재 소득세법 1967은 현금wakaf  와 기부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세제처리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는 현금 기부금 또는 현물 형태로 아래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수익의 7% (회사가 아닌 

납세자), 최대 10% (회사)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a) 소득세법 44 (6) 항에 따라 승인된 기관, 조직, 자금 

b) 소득세법 44 (11B) 항에 따라 승인된 스포츠 활동  

c) 소득세법의 44 (11C) 항에 따라 승인된 국익프로젝트 

 

예산안에서는 회사가 아닌 납세자가 자선, 스포츠 활동, 국익 프로젝트를 위해 기부를 했을 경우 

누적수익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세금공제 항목 역시 아래 종류의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있다.  

 

a) wakaf를 관리하기 위해 주종교당국 또는 주종교당국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기부한 현금 wakaf  

b) wakaf를 받기 위해 주 종교당국이 승인한 공립대학교에 기부한 현금 wakaf  

c) 공립대학교에 기부한 현금  

 

시행일 : 평가년도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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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세 
 

 

 

 거주자 개인소득세율에 대한 검토 

거주자 개인소득세 

 

아래와 같이 과세소득이 2 백만 링깃을 초과하는 과세구간에 있는 거주자 개인에게 2%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과세표준(RM) 세율(%) 

0 - 5,000 0 

5,001 – 20,000 1 

20,001 – 35,000 3 

35,001 - 50,000 8 

50,001 -70,000 14 

70,001 – 100,000 21 

100,001 – 250,000 24 

250,001 – 400,000 24.5 

400,001 – 600,000 25 

600,001 – 1,000,000 26 

1,000,000 – 2,000,000 28 

2,000,000 초과 
30 

 

비거주자 개인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은 28%에서 2% 인상한 30%를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 평가년도 2020 년부터 

“재정 및 임금 인센티브가 여성사업가, 직장 복귀 여성 그리고 주부들을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노동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한 #여성을위한예산안.” 

Ang Weina 

Global Employer Services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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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공제 범위 확대 

현재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중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6 천 링깃까지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종합건강검진을 위한 500 링깃 공제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비용공제의 범위를 기혼 부부의 불임 치료를 위한 비용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 

 

 유아케어센터와 유치원비 공제금액 상향조정 

평가년도 2017 년부터 거주자 개인의 6 세 이하인 자녀가 사회복지부나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유아케어센터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경우 최대 1 천 링깃까지 등록비를 공제해 주었다. 

소득공제금액을 1 천 링깃에서 2 천링깃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제안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 

 

 여성 세제혜택 

휴직 후 재취업한 여성의 소득세 면제 신청기간 연장 

현재는 휴직 후 재취업한 여성에게 최대 12 개월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세금면제는 평가년도 2018 년에서 2020 년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세제혜택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TalentCorp)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의 세제혜택 신청기간을 4 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TalentCorp 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재취업한 여성을 위한 Malaysians@Work Initiative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은 Malaysians@Work initiative – Women@Work 아래에 있는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1 년 이상 휴직 상태인 여성, 30 세에서 50 세 사이의 여성, 이 여성들의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업원  2 년간 매월 5 백 링깃 

고용주  2 년간 매월 3 백 링깃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위 합의 내용은 EPF 를 통해서 관리되고 고용보험제도 (EIS)와 기타 활발한 노동자 

프로그램 함께 순차적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시행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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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의견: 

여성은 노동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세금면제혜택과 위에서 언급한 세제혜택은 확실히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으로 돌아 오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을 통해 자격을 갖춘 여성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금수당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관련 부처에서 이 

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퇴직연금계획 (PRS) 조기인출 벌금 통일화 

현재 개인퇴직연금을 인출할 경우 8%의 조기인출 벌금을 부과한다. 

퇴직 전에 의료 및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개인 퇴직 연금 인출할 경우 EPF 와 마찬가지로 조기인출 벌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했다. 

시행일: 미정 

 

 움라(umrah)와 성지 순례를 위한 항공 승객에게 부과되는 출국세에 대한 세금 환급 

현재는 메카 순례를 위해 출국하는 항공 승객의 출국세는 Lembaga Tabung Haji 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움라와 성지 순례를 위한 승객의 경우 승객이 직접 출국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는 부담하게 된 출국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개인소득세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일생에 두 번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탑승권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i. 움라 비자 

ii. 말레이시아 총리 산하 국가통합부의 종교 간 이해와 화합 증진위원회가 인정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성지 순례에 대한 확인서 

 

시행일 : 평가년도 20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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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처리 

현재는 2000 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0 년 1 월 1 일자 시장가격을 부동산 매각을 

위한 취득가격 기준으로 하여 말레이시아 시민권자나 영주권에게 적용하고 있다. 

 

제안 

말레이시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 년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0 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 년 1 월 

1 일자 시장가격이 부동산 매각을 위한 취득가격 기준이 되도록 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제안했다.  

 

시행일자: 2019 년 10 월 12 일부터 매각하는 부동산에 적용 

  

“감당할만한 주택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인지세면제 

혜택과도 일치하는 임대주택자금융제도에 따르면 첫 집을 장만하는 구매자 (부동산가격이 

최대 50 만 링깃)가 10%의 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최대 5 년 동안 집을 임대하고 향후 

미리 결정한 가격에 근거해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 문턱을 1 백만 링깃에서 60 만 링깃으로 낮추어서 도심지역에서 높게 

상승하는 부동산 과잉 공급을 줄이려고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Chia Swee How 

Real Estate Tax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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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렌트해서 내집마련(RTO) 제도에 대한 인지세 면제 

 

말레이시아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아 첫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주택부(NHD)와 주택및지방정부(KPKT)가 RTO 제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전 종류 제안 

주거용 집을 주택개발업자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전 

첫집 이전증서 비용이 최대 50만 링깃일 경우 인지세 

전액 면제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i. 금융기관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으로부터 

규제 받고 있어야하고 BNM 허가받은 RTO 제도를 

통해 주택 금융지원을 하고 있어야 함 

ii. 주택개발업자는 NHD와 KPKT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RTO 제도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어야 함   

 

주거용 집을 금융기관에서 판매자로 

이전 

 

*Note: RTO 제도는 대체자금조달방안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처음에는 집을 입대하고 세입자는 Ijarah Muntahia Bi Tamlik 의 Shariah 준법 원칙에 따라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이 제도에 따라 신청자는 최대 5년간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고 

그 후 세입자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에 정한 가격에 따라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이전 종류 시행일자 

주거용 집을 주택개발업자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전 

매매계약서가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이행 

주거용 집을 금융기관에서 판매자로 

이전 

매매계약서가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이행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양도에 대한 인지세 감면 

현재 부동산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 50% 감면혜택은 해당 부동산 이전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적인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인지세감면 혜택은 말레이시아 시민권자나 

비시민권자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법안에서는 현재 부동산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 50% 감면혜택이 해당 부동산 이전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적인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어지기는 하지만 말레이시아 시민권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이행한 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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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대출계약에 대한 인지세 검토 

현재는 외화로 된 기존 대출 계약과 Shariah 준수 대출 계약 건에 대해서는 대출 금액의 0.5%의 

종가세율로 인지세를 부과한다. 총세액은 5 백 링깃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안에서는 외화 대출 계약 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인지세를 5 백 링깃에서 2 천 링깃으로 

인상하도록 제안했다 

 

시행일 : 2020 년 1 월 1 일부터 대출 계약이 발효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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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세 
 

 

 

 

 

 세관 통관을 위한 후지급기능  

 

관세청(RMCD)은 국경 간 재화를 이동할 때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후지급기능(간접세 목적)을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말레이시아 항구를 통한 무역 흐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무역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한 의도이다. 

 

시행일: 미정 

 

딜로이트 의견: 

현재 우수 공인업체(AEO)와 같은 특정 사업체에는 관세청이 허가한 후지급기능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기존(제한된) 후지급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사업체에게 간접세 

후지급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해당 제안은 재화의 통관 시간을 줄일 것이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 비용을 낮춤으로써 사업체의 현금 흐름의 영향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화 통관 이후 후지급할 수 있는 기간 등 후지급기능의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특별위원회(SCIT)와 관세 항소재판소(CAT)의 합병  

 

소득세 특별위원회(SCIT)와 관세 항소재판소(CAT)의 합병이 제안됐다. 제안된 합병 덕분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의 결정으로 억울한 납세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세금 항소재판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1 년 

 

 

“재무장관은 정부가 GST 를 재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SST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여 세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매우 분명한 메세지를 

제시했습니다. 장관은 GDP 대비 세수비율이 베트남과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법인세는 인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SST 체제에서 

재화와 용역을 더 많이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세수비율을 높이고 재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논리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Tan Eng Yew 

Indirect Tax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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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의견: 

이 제안은 납세자의 항소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의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득세 특별위원회와 관세 항소재판소의 구성, 절차 및 과정이 상당히 다르다. 

첫째로 말레이시아 국왕(Yang di-Pertuan Agong)이 특별위원을 임명하는 반면에 재무부 장관이 

항소재판위원을 임명한다. 

또한 소득세 특별위원회와 다르게 관세 항소재판소의 절차는 소비자청구재판소와 주택구매자를 위한 

재판소와 같은 다양한 부처 아래서 형성된 간단한 절차의 행정 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금 항소재판소(Tax Appeal Tribunal)가 어떠한 형태(특별위원회, 관세재판소 또는 혼합형태)로 

채택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관세청 컨테이너 화물 스캐너 추가 구비 예산 할당 

 

모든 전략적 세관 입국항 지역에 배치할 추가 화물 스캐너에 2 억 3,500 만 링깃의 예산 할당을 제안했다. 

 

시행일: 미정 

 

딜로이트 의견: 

이 제안은 컨테이너화물의 밀수 및 잘못된 세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는 관세청의 능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광 차량에 대한 50% 소비세 면제 

 

현재는 여행사가 현지에서 생산된 4 륜구동 차량을 구매할 때 50% 소비세 면제를 받는다.  

 

관광 차량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신차를 허가받은 여행사가 구매할 때 50% 소비세 면제를 

주는 것을 제안했다.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재무부로 제출한 면제 신청서 

 

딜로이트 의견: 

말레이시아 2020 년 방문의 해와 정부의 말레이시아 여행산업 장려계획에 따라 기존 4 륜구동 차량과 

더불어 현지 생산 신차 구매를 포함시키며 소비세 면제가 확장되었다. 이것은 관광산업에서 환영할 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소비세 면제가 시행기간 이후 지속될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불명확하다. 

 무대공연에 대한 오락세 면제 

현재는 아래 항목에 대해 오락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a)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무대공연 및 공연 

(b)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에 의해 공인된 국제적인 입지의 해외 예술가들의 무대공연 및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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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제 공연, 전시회, 박람회 및 스포츠 경기를 국립종합운동장, Istana  Budaya, Balai Seni 

Lukis Negara 및 Petronas Philharmonic 홀에서 개최되는 경우 

(d) 현지 예술가들의 공연을 Bukit Jalil 국립 종합운동장과 Bukit Kiara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e) 극단의 무대공연을 쿠알라룸푸르 연방, 라부안, 푸트라자야에서 개최하는 경우 

(f) 현지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공연을 쿠알라룸푸르 연방, 라부안, 푸트라자야에서 개최하는 경우 

반면, 오락세 (면세) (No. 24) 2006 법령에 따라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의 공인을 받지 못한 

현지,해외 예술가들의 공연에 대해서는 오락세 20% 면제만 주어지게 된다. 즉 실질세율은 5%가 된다. 

예산안에서는 무대공연, 콘서트, 노래, 음악, 춤, 극장 (현지.해외예술가에 의한 문화예술공연 포함) 등의 

공연들을 쿠알라룸푸르 연방, 라부안, 푸트라자야에서 개최하는 경우 입장권에 오락세 전액 면제혜택 (관련 

지방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을 주도록 제안했다.  

시행일 :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딜로이트 의견: 

오락세 면세혜택은 말레이시아 2020 년 방문의 해라는 목표에 따라 쿠알라룸푸르, 라부안 및 푸트라자야에서 

더 많은 무대 공연을 열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다.  

 팜원유의 수출관세 검토 

아래표는 부분 수출관세 면제를 고려한 후 팜원유의 현행 수출관세율과 2020 년 예산안에서 제안된 

관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팜원유 시장가격 

 (FOB RM/ tonne) 

기존 수출관세율(%) 새로운 수출관세율(%) 

<2,250 NIL NIL 

2,250 - 2,400 4.5 3.0 

2,401 - 2,550 5.0 4.5 

2,551 - 2,700 5.5 5.0 

2,701 - 2,850 6.0 5.5 

2,851 - 3,000 6.5 6.0 

3,001 - 3,150 7.0 6.5 

3,151 - 3,300 7.5 7.0 

3,301 - 3,450 8.0 7.5 

> 3,450 8.5 8.0 

 

시행일: 20201 년 1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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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의견: 

팜원유에 대한 수출관세의 실질적 감소는 현재 상품에 대한 부진한 세계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판매세에 대한 승인된 주요 수출업자 제도 (Approved Major Exporter Scheme) 

 

예산안의 주요 수출업자 제도에서는 무역업자 및 면세재화 제조업자가 재화, 원자재, 부자재 및 포장재를 

구매 또는 수입시에 판매세를 면제해 주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면제를 신청 할 때 구매 또는 

수입할 재화의 수량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연매출 중에 80% 이상 재화 수출을 하는 무역업자 또는 면세재화 제조업자만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아래에 경우에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a) 수출되지 않거나 내수 판매가 된 무역 재화 또는 면세 재화 

(b) 현지에서 처분되거나 판매된 면세 재화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부자재  포장재의 폐기시 

 

시행일: 2020 년 7 월 1 일 

 

딜로이트 의견: 

 

현재 (a) 무역업자는 향후 수출될 과세재화에 납부한 판매세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b) 

면세재화 제조업자 수출할 면세재화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부자재 및 포장재 구매시 규정된 조건에 따라 

판매세 면제 신청 자격이 있다. 제조업자는 수입구매 또는 현지에서 구매한 원자재 등의 수량과 수출할 

면세재화의 수량을 (미리) 결정 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말레이시아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발전을 나타낸다. 이전에 무역업자는 먼저 판매세를 

납부했어야 했고 관세환급을 신청해서 승인절차와 환급절차를 겪어야 했다.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절차를 

제거하고 현금흐름비용도 없앨 것이다. 

 

재화의 수량 사전에 결정할 필요를 제거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적 완화를 제공한다. 

 

 용역세내 그룹 완화기능 향상 

 

회사에서 같은 그룹이 아닌 제 3 자 회사에게 제공된 적격한* 서비스가 해당 서비스의 12 개월 동안의 총 

매출의 5%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그룹 완화가 주어질 것을 제안했다.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 

 

딜로이트 의견: 

현재 적격한 서비스는 같은 그룹 회사외 제 3 자에게 제공하면 안됐고 그렇지 않으면 그룹 완화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제안은 그룹 외부의 타사에 제공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5%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룹 회사에 대한 그룹 완화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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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그룹 완화를 더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안은 그룹 외부 타사에 제공되는 서비스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과 감독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5%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위반했는지 결정하는데 

실무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적격한 서비스는 Service Tax Regulations 2018 에서 Group G 아래 규정되어 있는 전문 서비스이다. (예. 

고용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 제외) 

 

 장애인 교육 및 코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용역세 면제 

 

현재 교육 및 코칭 서비스 제공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연구 개발 회사로서 투자진흥법에 따라 승인받은 회사, 소득세법 34B 에 따라 승인받은 연구 기관 

(b) 연방 또는 주 정부, 지방 당국 또는 법정 기관 

 

아래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청각장애, 시각장애, 신체장애, 언어능력 장애, 정신장애, 

학습장애)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코칭 서비스에 대해 용역세 면제를 줄 것을 제안했다. 

 

(a) 사회복지부 또는 보건부에 등록된 교육 및 코칭센터 

(b) 말레이시아 등록기관에 등록된 장애인 협회의 승인받은 교육 및 코칭센터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 

 

딜로이트 의견: 

교육 및 코칭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용역세 면제 신청을 위해서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면제는 Service Tax Act 2018 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면제 권한으로 수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 교육 및 코칭 서비스 제공자는 관세청에 제출하는 신고서에 면제받은 과세용역 가치를 

공시하는 것과 같은 준수요구사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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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020: 파트 II 에서는 예산안 발표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재정법 2019 의 제안안과 

예산안 하이라이트 파트 I 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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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납세금인상과 미납잔여세금의 인상안에 대한 검토 

현재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10% 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60 일 지난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를 추가로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예산안에서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10% 를 벌금으로 한 번만 

부과하게 되고 추가 5%의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했다.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 

 

 수정세금신고서 제출시 부과하는 세금인상액에 대한 검토 

 

현재는 법정 제출기한 마감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한 수정신고서에 기입한 세액이나 추가세액에 아래의 

비율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정된 세금 신고서 제출일 벌금 

법정 신고기한 후 60 일 이내 10% 

 

법정 신고기한 후 60 일 이상 6 개월 미만 

 

10% + 추가 5% 

 

 

예산안에서는 법정 신고기한 60 일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벌금을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5% 추가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 

 

 

 

상호협의절차(MAP)가 진행된 경우에 대한 소멸시효  

비이전가격 사례와 이전가격 사례에 대한 기존의 소멸시효는 각각 5년과 7년이었다. 그러나 사기, 고의적인 

체납,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예산안에서는 상호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했다.  

 

시행일: 재정법 2019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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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평가금액에 대해 7 년간 상고 신청기한 연장 

본인에게 부과된 과세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양식 Q 를 통해 특별위원회의 과세평가금액에 대한 

상고 신청을 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  

 

 양식 Q 를 통해 상고할 수 있는 기한 

90 조 / 91 조 / 91A 조에 근거한 과세 

평가 

과세평가 통지 후 30 일 이내 

 

92 조에 근거한 사전 평가 사전 평가가 이루어진 해의 바로 다음 해의 첫 3 개월 

이내 

 

현재는 양식 Q 를 통해 특별위원회의 과세평가금액에 상고할 수 있는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언제든 양식 N 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에서는 양식 Q 의 정해진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 연장을 위해 7 년 이내에 국체정장에게 양식 

N 을 제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 

 예납세액 미납으로 인한 미납가산세액이 있을 경우 회사 이사진의 말레이시아 출국 금지 조치  

현재는 체납세금, 지연납부가산벌금, 미납세금, 미납예납세액이 있는 사람은 말레이시아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회사의 경우에는 세금과 가산세 납부의 책임은 회사의 이사진에게 있다.  

 

예산안에서는 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가산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 이사진의  

말레이시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참고: 회사의 이사란 회사사업을 관리하는데 관계가 있고 직간접적으로 회사 보통주를 최소 20% 보유하고 

있는 이사나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재정법 2019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44 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단체의 확장과 합당한 종교기관, 종교단체, 공립대학교의 기부 수익에 대한 

면세 

소득세법 1967 의 44 조에 따라 승인된 기관, 조직, 기금, 스포츠 활동 및 국익 프로젝트에 증여한 

기부금이나 선물에 대해 세금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공제의 범위를 공립대학교에 기부한 현금 증여금, 

합당한 종교 기관 및 종교 기관에서 승인한 단체에 증여한 현금 wakaf, 종교 기관에서 wakaf 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 공립대학교에 기부한 현금 wakaf 를 포함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장이 승인한 합당한 종교 기관, 단체, 공립대학교는 wakaf 나 기부금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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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종교기관, 단체, 공립대학교는 결정을 통보받은 후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상고할 수 있다. 

시행일: 평가년도 2020 년 

 세무대리인 라이센스 신청에 대한 승인 권한 

현재는 세무사 라이센스의 신청과 갱신을 승인하는 것과 라이센스의 신청과 갱신 신청서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재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안한 변경사항에서는 세무사 라이센스의 신청과 갱신의 승인 그리고 신청서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국세청장으로부터 갱신 거부나 승인 취소 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상고할 수 있다.  

 

시행일: 2021 년 1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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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 

 

 

 말레이시아에서 설립하지 않은 회사가 보유한 과세대상 자산 처분에 대한 부동산양도소득세율 (RPGT) 및 

보유액 요건 검토 

 

예산안에서는 부동산양도소득세법 1976(RPGTA) 제 2부 부칙 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소득세율을 

말레이시아에서 설립한 회사, 신탁회사의 신탁관리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설립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RPGTA 제 3부 부칙 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금은 

말레이시아 비시민권자 개인, 비영주권자개인, 말레이시아 비시민권자나 비영주권자인 사망한 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집행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양도소득세의 적용은 처분하는 자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처분 

부동산양도소득세율 (5 조)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개인 –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기타 

말레이시아에서 

설립한 회사 또는 

신탁회사의 

신탁관리자 

개인 – 비시민권자와 비영주권자 

또는 사망한 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집행인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하지 않은 

회사 

3 년 이내 30% 30% 30% 

4 번째 해 20% 20% 30% 

5 번째 해 15% 15% 30% 

6 번째 해와 그 후 5% 10% 10% 

 

조항 21B(1A)에 따라 과세대상 자산의 처분에 대해 7% 의 보유금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예산안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하지 않은 회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행일: 재정법 2019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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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안사업활동세 

 

 

 재정법 2018 을 통해 개정한 라부안활동기업에대한세법 (LBATA)1990 의 시행일자에 대한 명료한 설명 

재정법 2018 을 통해 LBATA 의 개정안을 소개했고 2019 년 1 월 1 일 발효하기로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부안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20 만 링깃 고정세를 부여한 세법 폐지 

 라부안기업이 라부안 거래 활동을 영위하는 평가년도 내에 기준 기간이 없을 경우 국세청장의 

권한으로 당해 평가년도와 다음 해 평가년도의 기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개정한 LBATA 의 시행일을 2019 년 1 월 1 일 대신 평가년도 2020 년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시행일: 2019 년 1 월 1 일 

 

딜로이트 의견: 

위의 설명에 따라 20 만링깃 고정세 폐지에 대한 내용은 평가년도 2019 년 라부안 세금보고 마감일이 

2019 년 3 월 31 일 이전일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준기간이 201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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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소득세 

 

 

 국제적인 의무사항 

새로운 세부항목 65A(1A) 을 신설하고 세원잠식과 이윤이전 방지를 위한 다국간 조세조약 이행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 다른 세부항목 65AA 에서는 석유(소득세)세법 1967 이나 기타 성문법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를 

말레이시아가 이행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와 맺은 양자협정, 다자간협정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장관에게 위에서 언급한 협정을 촉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시행일: 2018 년 12 월 28 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간주 

 

후속 수정: 

1. 39 조 – 특정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추가평가(상호협의절차)로 소득세법 1967 새로운 세부항목 

91(7)에서 제안한 내용과 유사함 

2. 44 조 – 평가에 대한 상고 기간 연장으로 소득세법 1967 새로운 세부항목 100(1)에서 제안한 내용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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