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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설립
(Representative Office/Regional Office)
개관
.

말레이시아 내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인유한회사(“Sdn Bhd”)나 파트너쉽, 지사 등의 형태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법인설립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사업개시 전까지 법인설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거나 사업계획 및 시장조사가
필요한 단계일 경우, 말레이시아 내에서 연락사무소(“RE”) 및 지역사무소(“RO”) 설립을 통해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의 RE/RO 는 본사를 위해 말레이시아 내에서
허용된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RE/RO 의 설립을 희망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내 연락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설립을 이번 월호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연락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설립 가이드 라인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의 RE/RO 는 본사를
위해 말레이시아 내에서 허용된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Office)를
말함.
연락사무소 및

 RE/RO 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대신해 지정된
기능만 수행할 수 있다. RE/RO 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말레이시아 역외의

지역사무소 개관

원천에서 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RE/RO 는 설립에 있어 Company Act 1965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E/RO 의 설립은 말레이시아의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만 한다.

연락사무소(RE)는 해외법인의 본사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
연락사무소(RE)의 정의

업종의 투자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목적으로 설립 승인된 사무소로서,
양자간의 무역관계 개선 및 말레이시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촉진, 그리고
연구개발(“R&D”)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RO)는 해외법인의 본사가 동남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역사무소(RO)의 정의

진출한 관계사 및 자회사 등에 필요한 업무조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지역 내에서 지정된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

설립 허가된 RE/RO 는 본사를 위해 하기의 허용된 활동만 수행 가능함:.


중요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말레이시아와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 및
사업기회에 대한 타당성 검토

허용되는 활동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원자재, 부품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식별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활동



본사의 현지 계열사, 자회사, 에이전트를 위한 협조 역할



상거래에 직접적인 결과를 미치지 않는 기타 활동

허가된 RE/RO 는 아래 해당되는 활동의 수행이 불가함 :
 무역(수입/수출 포함), 사업 활동, 어떠한 형태의 상업적 활동
 창고 시설 임대; 선적/환적 또는 현지 에이전트나 유통회사에 의해 취급되는
제한되는 활동

물품의 보관 활동
 해외법인(Foreign Corporation)을 대신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 또는 용역비가 제공되는 용역의 제공
 말레이시아의 자회사, 계열사, 지사 등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형태의 경영(Daily
Management)에 참여

자격 기준

지속 기간

RE/RO는 연간 운영비를 RM300,0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재정적인 지원은 말레이시아 국외의 출처로 부터 조달받아야 한다.

회사 및 기타(Trading과 무관한 비영리단체 포함). 두 경우 중 유리한 경우에 따라
최소 2년의 지속기간이 요구된다.
정부 및 무역 협회 등의 지속기간은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RE/RO 는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준수 사항

감사보고서 사본을 매년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해당 감사보고서에는 RE/RO 의
운영비, 사무실 임대계약서, EPF 기여분 사본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 고용

RE/RO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인원은 RE/RO의 기능과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국외거주자의 직책은 경영직과 기술직에 국한된다. 해당 외국인은
지원한 회사 또는 그 계열사나 같은 그룹에 속한 회사에 고용된 상태여야 한다.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일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나, 지역사무소에
고용된 외국인들의 경우 체류 일자에 따른 과세 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Overview
.

A foreign investor may undertake business in Malaysia via several forms of legal entity including
private limited company (“Sdn Bhd”), partnership and branch. Forming a legal entity requires time
and cost, hence some investors may not be prepared to form a legal entity until it is timely for them
to start their business. This is especially so when the foreign investors are at the stage of feasibility
study, business planning, market research. Where such needs arise, the foreign investors may
consider setting up a Representative Office (“RE”) or Regional Office (“RO”) in Malaysia. A RE/RO of
a foreign company/organisation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 is an office which is
established in Malaysia to perform permissible activities for its head office/principal. We are aware
that some Korean investors are keen to learn more about RE/RO. In this connection, we are pleased
to provide you with some related information.
Guidelines For Setting Up A Representative Office/Regional
Office in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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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 Representative Office (“RE”)/Regional Office (“RO”) of a foreign
company/organisation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 is an
office which is established in Malaysia to perform permissible
activities for its head office/principal.



The RE/RO does not undertake any commercial activities and only
represents its head office/principal to undertake designated
functions. The RE’s/RO’s operation is completely funded from sources
outside Malaysia.



The RE/RO is not required to be incorporated under the Companies
Act 1965.



The setting up of a RE/RO requires the approval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efinition of a
Representati
ve Office

A Representative Office is an office of a foreign company/ organisation
approved to collect relevant information on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country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
enhance bilateral trade relations, promote the export of Malaysian
goods and services and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Definition of
A Regional
Office

A Regional Office (“RO”) is an office of a foreign company/organisation
that serves as the coordination centre for the company’s/organisation’s
affiliates, subsidiaries and agents in South-East Asia and the Asia
Pacific. The RO established is responsible for the designated activities of
the company/organisation within the region it operates.

The approved Representative/Regional office is established to perform
the following permissible activities for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Activities Allowed



Gathering and analysis of important information or undertaking
feasibility studies on investment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Malaysia and the region;



Planning or coordination of business activities;



Identifying sources of raw materials, components or other industrial
products;



Undertake research & product development;



Act as a coordination centre for the corporation's affiliates,
subsidiaries and agents in the region; and



Other activities which will not result directly in actual commercial
transactions.

However, an approved Representative /Regional office is not allowed to
carry out the following activities:

Activities Not
Allowed

Eligibility Criteria

Duration of
Establishment



Be engaged in any trading (including import and export), business or
any form of commercial activity



Lease warehousing facilities; any shipment/transshipment or storage
of goods shall be handled by a local agent or distributor



Sign business contracts on behalf of the foreign corporation or
provide services for a fee



Participate in the daily management of any of its subsidiaries,
affiliates or branches in Malaysia.

The proposed operational expenditure of the RE/RO must be at least
RM300,000 per annum. The RE/RO should be financed by funds
emanating from sources outside Malaysia.


Company and Others (including non –profit organizations not
relating to trade) Minimum of two (2) years depending on the
merits of each case.



Government and Trade Association Duration is based on the
requirement of the applicant.

Compliance
Requirement

A RE/RO is not required to file corporate income tax return. However, the
company shall submit a copy of certified Annual Audited Account, which
indicates the details of operating expenditure incurred by the RE/RO,
tenancy agreement for its office, and copies of EPF contribution for their
staff to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annually.

Expatriate Posts

A RE/RO will be given expatriate post and the number allowed depends
on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the RE/RO. Expatriates will only be
considered for managerial and technical posts. The proposed expatriate
must be currently employed by the applicant company or its subsidiary
or within the group. An expatriate working in a RE is subject to normal
income tax. However, an expatriate working in a RO is taxed only on
the portion of their chargeable income attributed to the number of days
that they are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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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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