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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외환규정 공표

개관
.

외환거래 관리 규정에 대한 공표 - 말레이시아 금융시장 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2016 년 12 월 2 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은 하기의 목적으로 외환거래 관리
규정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는 개정된 외환거래 관리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a. 외환거래에 대한 용이한 리스크 관리
b. 말레이시아 링깃(MYR)에 대한 거래, 결제기능 및 투자를 촉진
c.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한 확장 및 유동성관리 강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국내 외환거래 시장을 더 심도있게 이해하게 하고 투명성과 기능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과 금융거래주체들은 불안정했던 환율변동 상황에 따른 국내
시장 리스크에 대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 년 12 월 5 일 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부속 공고에서는 2013 년 6 월 28 일 발행한 외환거래 관리
규정(2013 Notices)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기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요약을 확인해 주십시오.
외환거래 관리 규정
조치/부연설명

2016 년 12 월 5 일 이전

2016 년 12 월 5 일 이후

 거주자(거주자 펀드메니저를
포함)는 특별한 문서증명 없이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USD 와
CNH 에 대하여 은행당
고객당 총 종합포지션(net
open position) RM6million


거주자가 허가받은 국내은행과
헷징(Hedging)거래를 시행한

1

기관투자자를 위한

경우,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헷징(Hedging) 유연성

외환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헷징(Hedging) 할 수 있다.

한도 까지, 인가를 받은 국내
은행과 함께 헷징(Hedging) 할
수 있다.
단, 투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신고서 작성이 요구된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기관투자자는 특별한 문서증명
없이도 인가를 받은 국내은행
또는 지정된 해외 지사와 함께
최대 25%의 투자자산에 한하여
외환포지션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해당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BNM)으로의 등록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 링깃(MYR)을

 말레이시아 링깃(MYR)을

차용하여 기타 외환으로 환전한

차용한 거주기업은

거주기업은, 모회사-자회사

RM50million 을

관계를 포함한 그룹 단위당 최대

한도로 자유롭게 국내 및

연간 RM50million 까지의

국외의 외환자산에 투자할 수

해외투자를 매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있다.
 거주기업이 RM50million 을
2

외환자산에 대한 투자



초과하는 금액을 국내

말레이시아 링깃(MYR)을

외환자산에 투자했을 경우,

차용하지 않은 거주기업은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

자유롭게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의
승인이 요구된다.

거주기업은 허가받은 국내은행 및
국제 이슬람 은행으로 부터
차용한 외환을 활용하여,

 말레이시아 링깃(MYR)을
차용하지 않은 거주기업은

자유롭게 해외 직접투자를 할 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있다.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거주 수출업자의 경우, 재화의
수출판매로 획득한 외환에


3

수출로 획득한 외환

대해 25% 한도로 외환거래

거주 수출업자의 경우, 재화의

계좌에 보유가 가능하며,

수출판매로 획득한 외환에 대해

획득한 외환은 반드시

100% 에 한해 외환거래 계좌

국내은행 계좌에 보유되어야

보유가 가능하다.

한다.


재화의 수출판매로 획득한
외환의 잔액은 받는 즉시
인가받은 국내은행에서

말레이시아 링깃(MYR)으로
환전해야한다. 환전된
말레이시아 링깃(MYR)은
Special Deposit Facility
(SDF)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16 년 12 월 5 일 부터
재화의 수출로 획득하는
외환에 한하여 적용되고,
용역의 수출로 획득한
외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중인 외환은 수입결제와
대출상환의 경우 해당 외환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의
승인이 요구된다.



수출업자의 경우, 25%이상의
외환 수출대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의 승인이
요구되며, 해당 신청은 각
case 의 공과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게된다.



거주 수출업자는 외환으로
수령한 수출대금을 말레이시아
링깃(MYR)으로 환전할
목적으로 국내의 인가받은
은행으로부터 SDF 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거주 수출업자는 환전된
말레이시아
링깃(MYR)수출대금을 SDF 에
예치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4

거주 수출업자를 위한
Special Deposit
Facility (SDF)



해당사항 없음

사용될 기금을 SDF 로 부터
자유롭게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SDF 는 기말 잔고에 대해
연금리 3.25%의 이자를
지급한다.



SDF 의 제공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며, 유효일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의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다.


5

거주기업의 외환계좌

기존 외환계좌는 “Foreign



기존의 외환계좌 명칭은

Currency Account I” 그리고

“Trade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Account

Account” (Trade FCA) 와

II”로 알려져 있다.

“Investment Foreign
Currency Account”

(Investment FCA)으로 각각
대체된다.


Trade FCA 펀드의 경우, 상품
수출대금액의 25%가 해당
펀드의 원천이 된다. 또한,
6 개월 분의 외환채무에 대해,
해당 기금에서 말레이시아
링깃(MYR)을 기타 외환으로
환전하는 것이 허용되며,
외환채무(수입대금 지급 및
외환대출 상환)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Investment
FCA 으로 이체하는 하는 것은
투자 제약 및 기타 국제거래의
대상이 된다.



Investment FCA 펀드의
경우, 수출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사용한 외환 펀드를
원천으로 한다. 또한, 외환
차입을 제외한 비거주자의
모든 금액을 원천으로 한다.
단, 해외 직접투자를 위해
허가된 국내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외환은 기금의 원천이
된다.



이 펀드는 투자 및 수입대금의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주 수출업자의 경우, 그들의
Foreign Currency Account II

6

거주자 간의 외환 지급

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국내거래에
대해, 대금결제는 반드시

또는 승인된 외환거래 금융기관이

말레이시아 링깃(MYR)으로

출처인 외환을 사용하여, 거주자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간 재화 및 용역의 대금결제를 할

수출업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수 있다.

외환으로 결제하기를 희망할
경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으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2016. 12. 9 외환규정 관련 추가발표내용
지난 12 월 9 일 최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발표한 외환거래 관리 규정과 관련한 추가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번 추가발표된 내용은 수출업자가 기타 거주자에게 외환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간략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2016 년 12 월 5 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주자는 해당 외환거래가 수출대금 또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에서 승인한 지급이라는 가정하에는 2017 년 3 월 31 일 까지 외화를 지불 또는 수령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출업자는 Trade Foreign Currency Account (무역외화계좌) 또는
Investment Foreign Currency Account (투자외화계좌) 를 통해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 수령자는 Trade
Foreign Currency Account (무역외화계좌)에 지불 받은 전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가규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해당 기간동안 말레이시아 내 외환거래에 대한 계약구조를
수정 및 재협상 하여 해당 정책이 완전히 도입되기 전까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 및 도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면책조항
※ 해당 한국어 버전은 한국인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대략적인 번역을 한 정보이므로 오류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명확한 내용과 조건 등은 반드시 영어원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일반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딜로이트가 제시하는 전문적인 조언이나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무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결정이나
조치를 내리기에 앞서서 전문 상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딜로이트 네트워크에 포함된 어느 누구도 이 책자를 이용한 개인의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딜로이트는 영국의 보증책임 회사인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사(“DTTL”), 딜로이트의 회원기업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사업체 중 1개 이상을 지칭합니다. DTTL과
각각의 회원기업들은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체입니다. DTTL(또한 “딜로이트 글로벌”이라고도 불려짐)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DTTL과 회원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deloitte.com/my/about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verview
.

Supplementary Notice on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Rules –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Malaysian Financial Market

On 2 December 2016, Bank Negara Malaysia (BNM) issued a Supplementary Notice that sets out a set
of measures in respect of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rules to:
d. further facilitate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e. promote a settlement of trade and investment in ringgit; and
f. enhance depth and liquidity of onshore financial market.
These measures are intended to promote a deeper, more transparent and well-functioning onshore
foreign exchange market where genuine investors and market participants can effectively manage
their market risks with greater flexibility to hedge on the onshore market. A deep and liquid
onshore FX market will enable investors to better manage against volatile currency movements.
This Supplementary Notice including the Appendices came into effect on 5 December 2016 and shall
be read together with the Notices on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Rules issued on 28 June 2013
(2013 Notices).
Here are highlights of key changes: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Rules
Measures /
Description

Prior to 5 December 2016



1

Hedging flexibiliti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After 5 December 2016


Residents (including
resident fund managers)
may freely and actively
hedge their USD and CNH
exposures pairs with a
licensed onshore bank
without documentary
evidence up to an
aggregate net open
position limit of RM6
million per client per bank.
A one-time declaration of
non-participation in
speculative activity would
suffice.



Resident and non-resident
institutional investors can

Residents can hedge their
investment in foreign
currency assets offered in
Malaysia by residents,
provided the hedging
transaction is undertaken with
a licensed onshore bank

now actively manage their
foreign exchange exposure
up to 25% of their
invested assets without
documentary evidence
with a licensed onshore
bank or an appointed
overseas office. To qualify
for this arrangement,
registration with BNM
would suffice.



2

Investment in
foreign currency
assets

Resident entities with
domestic ringgit borrowing
who are converting ringgit
into foreign currency are free
to invest abroad up to RM50
million equivalent in
aggregate for the group of
resident entities with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per
calendar year.



Resident entities without
domestic ringgit borrowing
are free to invest abroad.



Resident entities are free to
undertake direct investments
abroad using proceeds from
foreign currency borrowings
obtained from licensed
onshore banks or licensed
international Islamic banks.

 Resident entities with
domestic ringgit borrowing
are free to invest in foreign
currency assets both
onshore and abroad up to
the prudential limit of RM50
million.
 Resident entities are
required to seek BNM’s
approval to make further
investment in foreign
currency asset if the current
outstanding onshore
investment has exceeded
the RM50 million limit.
 Resident entities without
domestic ringgit borrowing
continues to be free to
invest in foreign currency
assets both onshore and
abroad.



3

Export proceeds

Resident exporter can retain
up to 100% of the foreign
currency proceeds of the
export sales of goods in the
foreign currency accounts.

A resident exporter is
allowed to retain up to
only 25% of foreign
currency proceeds from its
exports of goods. The
foreign currency must be
retained only with onshore
banks.



The balance of foreign
currency proceeds from
the exports of goods shall
be converted into ringgit
with a licensed onshore
bank immediately upon
their receipt. The ringgit
shall then be deposited
into a Special Deposit
Facility account (SDF).



This new measure applies
to export proceeds
received from 5 December
2016 and does not apply
to the export proceeds
from services.



The retained foreign
currency can be used for
import and loan
obligations in foreign
currency. Utilisation for
other purposes requires
approval from BNM.



Exporters may seek
approval from BNM to
retain more than 25% of
export proceeds in foreign
currency. However, the
applications will be
assessed based on the
merit of each case.

4

SDF for resident
exporters




5

Foreign currency
accounts for
resident entity



The SDF is offered by all
licensed onshore banks to
resident exporters, which
receive ringgit arising from
the conversion of foreign
currency export proceeds.



Resident exporters can
decide to place the
converted ringgit proceeds
into SDF or to use for
other purposes and are
free to withdraw funds
from the SDF for other
purposes.



The SDF will pay a daily
rate of 3.25% p.a. on endof-day balances.



The SDF offer is valid until
31 Dec 2017, subject to
further review by BNM.

None

The existing foreign currency
accounts are known as
“Foreign Currency Account I”
and “Foreign Currency
Account II”.

 The name of the existing
foreign currency accounts
shall be replaced with “Trade
Foreign Currency Account”
(Trade FCA) and
“Investment Foreign
Currency Account”
(Investment FCA)
respectively.
 Trade FCA fund are sourced
from 25% of proceeds from
export of goods, conversion
of ringgit into foreign
currency up to 6 months of
foreign currency obligations
is allowed. It can be used
to defray the foreign
currency obligations (i.e.
import payment and foreign
currency loan repayment),
transfer into Investment FCA
subject to investment limit

and other current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vestment FCA fund are
sourced from any amount
using foreign currency fund
from abroad (excluding
export), from non-resident
(excluding foreign currency
borrowing), foreign currency
borrowing from a licensed
onshore bank for direct
investment abroad. It can be
used for investment and
other purposes including
payment for import and loan
obligations


6

Payment in foreign
currency between
residents

A resident exporter is free to
use the foreign currency
proceeds of goods export in
their foreign currency account
II or proceeds from approved
foreign currency trade
financing facility for
settlement of goods and
services to residents.



All settlement of domestic
trade in goods or services
between residents shall be
made ONLY in ringgit.
Therefore, the exporter
requires approval from
BNM to pay in foreign
currency to another
resident.

Further Announcement by Bank Negara Malaysia
BNM has on 9th December 2016 issued a brief update on measures in relation to the exporter
making payment to another resident in foreign currency.
Under this update, BNM informed that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re are contractual
agreements entered prior to 5 December 2016, residents may continue to make or receive
payment in foreign currency until 31 March 2017 provided that the payment is made by
exporter using export proceeds or the payment is approved by BNM. The exporter may make
the payment out of its Trade Foreign Currency Account or Investment Foreign Currency
Account and the recipient of such foreign currency payment may retain full amount of the
payment in foreign currency in its Trade Foreign Currency Account. This relaxation to the
measures announced earlier provides more time for the residents to re-negotiate existing
contractual agreements and observe the new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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