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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Tax Measures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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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상법인세정책관련자주묻는질문(FAQs)

예납세액납부가 3개월간연기되었다는데, 
3개월치과소납부된부분에과태료가부과되나요? 중소기업정의

국세청에서본정책을위해채택한중소기업정의

•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이하인기업이고

• 매출액(Gross business income)이 50만링깃

이하인기업

기존정의에서완화된부분

• 제조부문과서비스부문차이가없어짐

• 근로자수는관련없음

•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이상인관계사가

있는기업도해당됨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예납세액납부연기

• 중소기업(SME)에

속하는모든기업에게

해당

• 국세청기록에의해

자동적으로적용

중소기업대상

예납세액납부연기

중소기업(SME)이아닌기업이법인세월분납
연기신청을할수있나요?

중소기업조건을충족하는지국세청에서어떻게
결정하나요?

우리회사가국세청에중소기업(SME)으로
기록되어있는지어떻게확인할수있을까요?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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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Sector) 정의

영세기업 (Micro) 전부문 • 연매출 30만링깃미만또는
• 근로자수 5명미만

소기업 (Small) 제조 • 연매출 30만링깃이상 1500만링깃미만또는
• 근로자수 5명이상 75명미만

서비스및기타 • 연매출 30만링깃이상 300만링깃미만또는
• 근로자수 5명이상 30명미만

중소기업 (Medium) 제조 • 연매출 1500만링깃이상 5000만링깃미만또는
• 근로자수 75명이상 200명미만

서비스및기타 • 연매출 300만링깃이상 2000만링깃미만또는
• 근로자수 30명이상 75명미만

임대료면제및감면의세금공제정책에대한중소기업정의

임대인관점에서임대료감면을해주고자합니다. 세제혜택을받으려면감면을해주는대상이중소기업만해당되나요? 

자영업, 파트너쉽및개인납세자도해당되나요?Q

임대료면제및감면관련자주묻는질문(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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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관점에서, 고정비감축차원으로창고및사무실비용을줄이고싶은데, 임대인에게주어지는임대료면제및감면에대한세제혜택은

강제성이있나요? 어떻게임대인과협상을해야할까요?

관계사간의임대료도적용이될까요?

임대인은어떻게세금공제를신청할 수있나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대료 54,000 54,000 54,000 면제 면제 면제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감면및면제기간

국세청가이드라인에의하면, 임대인은 3개월치면제한임대료를제외한순임대수입 (RM 468,000)에서 3개월간면제한
임대료 RM162,000를 추가로공제받습니다.

순임대수입 (Net rental received) = 5,4000 x 9개월 =  RM 468,000

Q

Q

Q

임대료면제및감면관련자주묻는질문(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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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마감 (YA)

30.06.2019 
(YA 2019)

31.07.2019
(YA 2019)

31.08.2019
(YA 2019)

30.09.2019
(YA 2019)

31.10.2019
(YA 2019)

30.11.2019
(YA 2019)

31.12.2019
(YA 2019)

31.01.2020
(YA 2020)

법정기한 31.01.2020 29.02.2020 31.03.2020 30.04.2020 31.05.2020 30.06.2020 31.07.2020 31.08.2020

연장된기한
 

30.04.2020


31.05.2020


30.06.2020


31.07.2020


31.08.2020


30.09.2020


비거주자에
대금지급한날

18.02.2020 19.02.2020 … 15.03.2020 16.03.2020

기존기한 17.03.2020 18.03.2020 … 14.04.2020 15.04.2020

연장된기한
 

31.05.2020


31.05.2020

q법인세신고및납부기한연장

q원천징수세납부기한연장

12월회계연도마감법인입니다. 올해법인세신고기한은언제까지인가요? Q

원천징수세납부기한도연장되었나요? 연장된기한은언제까지인가요?Q

법인세납부기한연장관련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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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RPGT) 신고
및납부기한연장

• 신고및납부기한이 2020년
3월 18일부터 5월 31일내에
해당하는경우최종
제출기한은 5월 31일까지
연장

• 납부기한이 2020년 3월
18일부터 5월 30일내에
해당하는경우최종
제출기한은 5월 31일까지
연장

인지세납부기한연장

기업위원회에서류제출하는기한도연장되었나요? 이외기타연장된항목을알려주세요.Q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 
제출기한연장

• 이동통제명령기간(MCO) 
내에 CCM 에법적문서를
제출해야할경우, 
제출기한은MCO 
가끝나는마지막날로부터30
일간연장

• 연간재무제표제출기한은
9월부터 12월회계연도
마감인경우기존
제출기한에서 90일까지연장

법인세납부기한연장관련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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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및조사에대하여불복하기로결정하고이의신청을하고자합니다. 이경우에는기한이어떻게되나요? 

세무감사, 조사및이의신청에대한기간연장

세무감사및조사에대한
서류제출기한연장

국세청에서요청한서류
제출마감기한이 3월
18일부터 4월 29일내에
해당하는경우최종
제출기한은 5월 31일까지
연장

알아두세요!

소득세법 39(1A)에따라

국세청에서는필요서류및

정보가정해진기간내에

제출되지않을시에는

납세자의세금공제신청을

반려할수있음. 

이의신청 (Form Q 제출) 
기한연장

• 이의신청기간이 2020년
3월 18일부터 4월 14일
내에해당하는경우최종
신청마감기한은 5월
31일까지연장

연장신청을위해서는

Form N을제출해야함

세무감사에대한자료제출기한이MCO 기간내에걸려있습니다. 이런경우세무감사기한도연장이되나요? Q

Q

세무감사및세무조사관련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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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및등가물 (유형자산, 산소호흡기, 
소모품, 서비스등)

• 정부, 사설병원, 정부부처, 진흥청또는
비영리단체

• 기부자는영수확인증을수령하여
재무부에제출해야함

코로나19 기여에대한세금공제

코로나19관련기부금에대한혜택이주어지나요? 

기부금 증빙서류

코로나19  모금에현금기부금
(보건부및총리실)
(공제한도없음)

 정부공식영수확인증
 송금영수증
 수표입금전표
 온라인납부전표
 전신환영수증

 재무부승인레터원본
 보건부또는총리실에서발행한기부금영수

확인증원본

보건부에현물기부
(공제한도없음)

 재무부승인레터원본
 보건부에서발행한기부금영수확인증원본

승인받은커뮤니티또는자선
프로젝트에현금및현물기부
(공제한도없음)

 재무부승인레터원본
 승인받은커뮤니티또는자선프로젝트에서

발행한영수확인증원본

국세청에서승인하고있는
기관과조직에현금기부
(Aggregate income의 10% 한도)

 국세청에서승인하고있는기관과조직에서
발행한영수확인증원본

Q

세제혜택및자본공제관련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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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조프로그램을통해받는보조금은과세대상인가요?

중소기업만해당되는프로그램인가요?

프로그램신청자격조건중하나는사업수익 50 % 감소입니다. 이사업수익감소를어떻게비교해야하나요?

사업수익감소(50% drop in revenue)에서 “사업수익”에는임대료, 이자등과같은소극적소득(Passive Income)도포함되나요?

프로그램을신청하지않고보조금을받지않는고용주는직원과연봉삭감및무급휴가관련하여협상할수있나요? 

이프로그램의혜택을받는고용주는최소 6개월동안직원과의고용관계를반드시유지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때, 앞에서언급한조건은
보조금을신청한직원에만해당되나요? 아니면회사내전직원이해당되나요? 

Q

Q

Q

Q

Q

Q

임금보조프로그램 (Wage Subsidy Program) 관련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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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조프로그램 (Wage Subsidy Program)

근로자 75명이하
근로자 76-200명
이하

근로자 201명
이상

보조금 매달 1,200 링깃 매달 800 링깃 매달 600 링깃

신청할수있는근로자수 75명까지 200명까지

보조금수령기간 3개월

사업수익감소 *해당사항없음
최소 50% 사업수익감소
- 2020년 1월과그이후의달과비교

근로자월급여 매달 4,000 링깃이하

고용유지 보조금수령하는 3개월그리고그이후의 3개월 (총 6개월)

시행일
2020년 4월 1일. 신청서는 2020년 4월 9일부터 2020년 9월 15일사이에
SOCSO에제출

보조금지급방식
승인된날로부터영업일기준 7일에서 14일안에고용주에게보조금이
입금되는방식

알아두세요!

• 외국인근로자(주재원
포함)은해당사항이
없음

• 2020년 1월 1일기준
기업위원회 / 주정부에
등록된사업장만신청
가능

• 2020년 1월 1일기준
신규사업장은반드시
사업을개시한
상태여야함

정부가발표한임금보조프로그램을보면애매한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 지금까지발표된최신정보를바탕으로정리해서

설명해주실수있나요? 
Q

임금보조프로그램 (Wage Subsidy Program) 관련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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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Tax Measures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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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GST 감사를받고있습니다. 최종논의를앞두고 MCO가시작되었는데요. 

MCO기간동안어떻게팔로업을해야할까요?

MCO 동안 GST 환급금을받을수있을까요?

3월 31일기한인 SST 신고및납부가 5월 12일까지연장되었고, 관세청에서는과태료를감면해줄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자동으로과태료감면이되나요?

Sales Tax 등록제조업자입니다. 현금흐름의어려움으로세금납부가어려울것으로보이는데요. 어떻게납부연기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이동통제명령기간동안관세청에조세불복을결정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SST 신고및납부기한연장

• 2020년 3월 31일까지
신고및납부기한을
2020년 5월 21일까지
연장

• 2020년 3월 31일이후
신고및납부에대한
과태료는경감
대상이될수있다.
과태료경감에대한
신청서를제출해야
한다.

Q

Q

Q

Q

Q

간접세관련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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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CM)

비지니스연속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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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속성및위기관리 – 어려운상황에서빠르게

회복하기위한준비

코로나19와의싸움에서빠르게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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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전세계로급속히퍼져나가전례가없을정도로피해범위가늘어나고있음.  이에대한대응으로세계각국에서는
세계시장과산업에걸쳐유례없는대응책을펼쳐가고있는상황임. 현상황에비추어보았을때각기업들이이런위기
상황에얼마나잘대비하고있는지가주요관건임.

• 정부의각종제한정책이기업에미치는영향은?

• 각기업에서는사업을유지하고지원하기위한
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는지?

• 리더들은회사의열정,자신감, 능력을충분히
표현할수있는방향으로커뮤니케이션을하고
있는지??

• 여러이해관계자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어떤조치를취하고있는지?

코로나19 의범세계적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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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AVAILABILITY & RECOVERY 
STRATEGIES

BUSINESS CONTINUITY PLANS & 
PROCEDURES

지속적인개선과퀄리티향상

위험평가

CURRENT STATE
ASSESSMENT

RISK ASSESSMENT

BUSINESS IMPACT ANALYSIS

대책개발 시스템도입

RESOURCE ACQUISITION 
& IMPLEMENTATION

EXERCISING & 
TESTING

TRAINING & AWARENESS

위기에서빠르게회복할수있는효과적인체계 -성공적인사업관리의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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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M in place and 
tested

• Well aligned 
communication

• Strong crisis response 

적절한준비

• Pockets of BCM in 
place

• Ad-hoc crisis response
& communication

임기응변

• BCM in place but not 
tested

• Misaligned 
communication

• Slow crisis response

검증되지않음

• No BCM in place
• Weak crisis response
• Sporadic

communication

무방비상태

사업연속성과위기관리는매우조직의매우중요한역할이다. 
블랙스완의확률은상대정으로낮지만, 여전히가능성은있으며
제대로대비하지않았을경우조직에심각한피해를입히고, 
조직의경쟁력과생존력에위협이될뿐아니라, 기업의존재
자체를없앨수도있다.

따라서관리에있어서주요과제는이런위기상황에대비할수
있는사업연속성과위기관리에대한대책을설계하고도입하는
것이다. 실패로부터핸재와미래의위기에대응하는방법을훨씬
빨리배울수있으리라믿습니다. 우측의매트릭스는조직의현재
준비상태를자세히평가하고관리자가위기상황에보다
효과적으로대응할수해준다.

Adequacy

Ef
fe

ct
iv

en
es

s

Crisis Preparedness Matrix

Do you know?

업무중단후, 효과적인비즈니스연속성계획이
없을경우, 50% 이상의확률로사업이실퍠할

가능성이있음.

핵심은사전대응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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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에서유행병에대해효율적으로대응하고있는서비스중심다국적기업을인터뷰했고,
아래와같이강력한 10가지행동방안을가지고있음을확인함.

비상시의사결정을내릴
수있는대응팀을
구성한다.

02
01

직원들이신체및정신
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
하고, 서로성격이다른
사업의종류와업무를분석해
두어서업무재개를위한
적절한방법을모색한다.

04

03
05
06

리스크를평가하고비상
대응계획과 업무분담을
명확히해둔다.

공급망위기대응계획의
중요성에집중한다.

직원, 고객,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의사소통할
수있는방법을마련하고
이를 표준화된문서로
작성한다.

단기간내에생산을할수
없어발생하는컴플라이언스
및고객관계유지에대한
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
방법을개발한다.

직원정보관리, 정보보안및
개인정보보호에대한적절한
계획을세운다.

08

07

09

기업들이예산안, 시행계획, 
현금흐름계획, 국제무역을
위한조기경보체제를
수정하는것에대해생각해
볼필요가있다.

기업의위기대응관리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위해
비상체제에돌입한다.10

기업의사회적책임을
수행하고이해관계자를잘
관리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지속가능한개발전략을
포함시킨다.

Crisis management planning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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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에집중

Stabilise today, and harness both the energy 
and the constraints of volatile conditions to 
spark innovation tomorrow. 

• How are you turning the COVID-19 crisis 
into an opportunity to emerge stronger?

완벽함보다신속함

Decisive action – with courage – is often 
more essential than getting it perfect. 

• How are you empowering your teams to 
take courageous action in a volatile 
environment?

빈번한의사소통

Paint a picture of a compelling future and 
path forward that your stakeholders can 
support and rally around.

• How are you proactively filling the 
information vacuum to combat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rumor? 

장기적관점을유지

Stay focused on what’s on the horizon to 
instill confidence and steadiness across 
your ecosystem.

• How are you anticipating and 
responding to the new business models 
likely to emerge post 
COVID-19? 

위기속에서살아남고번영하는리질리언트리더의 5가지기본자질

감성적이면서이성적인태도

Serve the heart of your organisation, your
purpose, and your societal obligations, while 
simultaneously making hard decisions to 
protect financial viability.

• How are you balancing both empathy and 
decisiveness to serve your employees, 
customers, communities and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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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
Managing 
supply chain 
risk and 
disruption 

COVID-19 –
Practical 
workforce 
strategies 
that put your 
people first

You are not alone, we are here to help Find our collection of resources here.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about-deloitte/topics/combating-covid-19-with-resili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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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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