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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상장

개관
.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공개를 통한 상장기업으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의 기업공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과 가까운 미래에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를 원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기업공개 개관
기업공개란 상장전의 개인기업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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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란?

기업공개는 사업확장을 위한 자본기반의 강화를 위해, 높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자본조달의 기회와 긍정적인 노출효과를
얻기위해 사용된다.
1. 수익 증가를 보여주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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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적격 기준

2. 유능한 리더쉽
3. 경험 많고 신뢰가는 경영인 집단
4. 높은 사업운영 실적 및 성장 잠재력
1.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증가
2. 기업에 대한 가시성 및 신용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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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장의 이점

3. 개인의 자본조달 및 보증의무 경감
4. 주주들에게 유동성 제공
5. 기업지배구조 향상
6. 유능한 인재 영입 및 보유에 도움
1.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사정

4

우려사항

2.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3. 지분희석화

Bursa Malaysia(주식거래소) 상장기준
Main Market

Ace Market
전형적인 Main Market 의

1

대상 사업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들의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으나 성장

자금조달을 위한 플랫폼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들을 위한
대체장(場)

최근 연속 3-5 사업연도간
상장기준:
(a) 수익

세금공제후 이익이 최소
RM20mil.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신
1 사업연도의 세금공제후 이익이
최소 RM6mil.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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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이후 예상시가총액
(b) 시가총액

RM500mil. 이상, 서류 제출 전
설립년월부터 최소 1 사업연도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수익을 창출

최소운영년수, 최소수익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음.

말레이시아 역내 및 역외에서
기반시설 설치 및 건설프로젝트
허가를 받은 사업체

c) 기반시설 설치 및



최소 RM500mil.을 만족

건설프로젝트 관련
사업체의 경우

총 프로젝트 수주금액규모가



말레이시아 역내 및 역외에서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 및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이
최소 15 년 이상 잔존

3

대중 발행
(Public Spread)

사업체의 최소 주식자본의 25%,

사업체의 최소 주식자본의

그리고 각 민간주주당 100 주

25%, 그리고 각 민간주주당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소

100 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000 명 이상의 민간주주를 보유

최소 200 명 이상의
민간주주를 보유했을 경우
최초상장시 제한 없음
매도한도 내에서 추가발행주,
추가납입자본금의 12.5%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현지투자자들에게

현지(Bumiputera)자본

할당:-

충족요건
4

(단, MSC, Bionexus
및 Predominantly
foreign-based
operations 자격을

대중 발행 충족기준의 50%를
매도한도 내에서 말레이시아



Main Market 상장 이후
1 년 이내

현지투자자들에게 할당


ACE Market 상장 5 년
이후

갖춘 회사는 제외)

*어느 쪽이든 빠른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식별가능하고 과반이상의 지분과
경영권을 가진 사업을 말함
5

핵심 사업
핵심 사업의 경우, 다른 상장
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없음.

핵심 사업의 경우, 다른 상장
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없음

제출 전까지 최소 3 회계년도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진이
6

관리의 연속성 및 역량

요구됨. 그러나 3 회계년도를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3 년이 적용됨.

제출 전까지 최소 3 회계년도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진이 요구됨. 그러나
3 회계년도를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3 년이
적용됨.

최소 12 개월 이상 충분할 정도의
운전자금;
상장을 위해서는 이익평가와
7

재무 상태 및 유동성

시가총액평가를 통해 영업활동에서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해야함

최소 12 개월 이상 충분할
정도의 운전자금

제출일 기준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 상에 누적결손금이 없을
경우
하기의 법률 및 법규에 대해, 말레이시아와 다른 국가 관할권이
동일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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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지점



기업 지배 구조



주주 및 소수 주주 지분 보호



인수 / 합병에 대한 규제

혹은, 해당 법률 문건이 말레이시아 표준과 부합하도록 조정하도록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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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거주 이사

“Predominantly foreign-based operations“ 자격을 갖춘 기업은
최소 1 명의 말레이시아 거주 이사가 있어야 한다.

Seeking a Listing in the Malaysia Stock Exchange

Turning an enterprise into a publicly traded company through an Initial Public Offering (“IPO”) is a
significant milestone for most companies. In this connection, we are pleased to provide you with an
overview of the IPO exercise in Malaysia. This overview would certainly assist Chinese companies
seeking to expand their operations in Malaysia and those that are seeking to attain their aspiration
of getting listed in Malaysia in the near future.

Overview of Initial Public Offering (“IPO”) Exercise in Malaysia

1

2

What is IPO?

Eligibility criteria for
IPO

An IPO is the process by which a private company can raise
fund by selling its stocks to general public. Generally, IPOs are
used by companies to strengthen its capital base for expansion,
have higher degree of liquidity, create more financing
opportunities and gain positive exposures.
1. A track record of revenue growth
2. Capable leadership
3. An experienced and credible management team
4. Operating in a strong industry with potential for high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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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antages for
a company going
public

1.
2.
3.
4.
5.
6.

Enhanced access to capital market
Improved visi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company
Reduced personal funding and guarantees
Provide liquidity to shareholders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Helps attract and retain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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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oncerns

1. Increased regulatory oversight
2. Increased pressure to grow
3. Equity dilution

Listing Criteria on Bursa Malaysia

1

Main Market

Ace Market

Companies

Platform for established
companies to raise fund

Alternative sponsor driven
market designed for
companies with growth
potential from all business
sectors

Mode of listing: (a)
Profit test

Uninterrupted profit after tax
(“PAT”) of 3 – 5 full financial
years (“FY”), with aggregate of
at least RM 20 million; and
PAT of at least RM 6 million for
most recent full FY

No minimum operating
track record or profit
requirement

(b) Market
capitalization test

A total market capitalization of
at least RM 500 million upon
listing; and Incorporated and

2

generated operating revenue
for at least 1 full FY prior to
submission
Must have the right to build
and operate an infrastructure
project in or outside Malaysia:

c) Infrastructure
project corporation
test



With project costs of not
less than RM 500 million;
and



The concession or licence
has been awarded by a
government or a state
agency, in or outside
Malaysia, with remaining
concession or licence period
of at least 15 years

At least 25% of the company’s
share capital; and
3

Public spread

Minimum of 1,000 public
shareholders holding not less
than 100 shares each

At least 25% of the
Company’s share capital;
and
Minimum of 200 public
shareholders holding not
less than 100 shares each
No requirement upon initial
listing

4

5

Bumiputera equity
requirement (except
for companies with
MSC status,
Bionexus status and
predominantly
foreign-based
operations)

Core business

Allocation of 50% of the public
spread requirement to
Bumiputera investors on best
effort basis

An identifiable core business
which it has majority
ownership and management
control
Core business should not be
holding of investment in other
listed companies

Allocation on best effort
basis of 12.5% of their
enlarged issued and paidup share capital to
Bumiputera investors:


Within 1 year after
receiving Main Market
profit track record or



5 years after being
listed on ACE Market,
whichever is earlier

Core business should not
be holding of investment in
other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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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ontinuity and
capable

Continuity of substantially the
same management for at least
3 full financial years prior to
submission or since its
corporation (if less than 3 full
financial years)

Continuity of substantially
the same management for
at least 3 full financial
years prior to submission or
since its corporation (if less
than 3 full financial years)

Sufficient level of working
capital for at least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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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position
and liquidity

Positive cashflow from the
operating activities for listing
via profit test and market
capitalisation test; and

Sufficient level of working
capital for at least 12
months

No accumulated losses based
on its latest audited balance
sheet as at the date of
submission
From Malaysia or a jurisdiction with standards of laws and
regulations equivalent to those in Malaysia,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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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of
incorporation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s and minority interest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take-overs and mergers

Or
The company making variations to its constituent documents to
provide those standards.

9

Resident directors

Companies with predominantly foreign-based operations must
have at least 1 director whose principal or only place of
residence is in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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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