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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부당한 가격인상 금지법(Anti-Profiteering 

Laws): 2018 불합리한 가격인상 판단 메커니즘 도입 

 

부당한 가격인상 금지(불합리한 가격인상 판단 메커니즘)규제 2018 (Anti-

Profiteering (Mechanism to Determine Unreasonably High Profit) Regulations 2018, 

"2018 규제")가 2018년 6월 5일 관보에 실렸습니다.  

본 자료는 관보에 실린 2018규제 중 기업이 주목할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로서 2018년 6월 4일 본 법무팀이 발간한 "부당한 

가격인상 금지법: 0%로 과세하는 GST에 따른 정부의 가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Anti-Profiteering Laws in Malaysia: Zerorisation of GST Leading to Greater 

Scrutiny on Pricin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영문) 여기, 한글 번역본은 

여기를 클릭하여 각각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광밤위한 적용 범위 

2018년 6월 6일 이전에는 식음료, 가정용품을 비롯한 일부 품목 군에만 부당한 

가격인상 금지(물품에 대한 불합리한 가격인상 판단 메커니즘)규제 2016 (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Mechanism to Determine Unreasonably High Profit 

for Goods) Regulations 2016, "2017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6일부터 2017규제는 폐지되고,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2018규제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i) 판매된 모든 물품 혹은 판매를 위한 모든 물품, 그리고, 

(ii) 공급된 모든 서비스 혹은 공급을 위한 모든 서비스  

불합리한 가격인상 판단 메커니즘 

2018규제는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판단하기 위해 규정된 공식을 사용합니다. 

"불합리한 가격인상"은 규정된 인상비율법(mark-up percentage mechanism) 혹은 

마진비율법(margin percentage mechanism)을 사용하여 판단됩니다. 

특정 회계년도("FY") 혹은 특정 달력기준년도("CY")의 첫 날 (i) 판매된 모든 물품 

혹은 판매를 위한 모든 물품 (ii) 공급된 모든 서비스 혹은 공급을 위한 모든 서비스와, 

동 FY 혹은 CY에 (i) 판매된 모든 물품 혹은 판매를 위한 모든 물품 (ii) 공급된 모든 

서비스 혹은 공급을 위한 모든 서비스의 백분율을 비교합니다.  

https://f.datasrvr.com/fr1/618/31514/Client_Alert_-_Anti-Profiteering_Laws_in_Malaysia_(5).pdf
https://f.datasrvr.com/fr1/318/79061/Korean_translation_of_client_alert_on_Anti-profiteering_law_in_Malaysia.pdf?cbcachex=980810


 

 

기업에 주는 시사점 

2018규제가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바, 기업은 내부 가격 책정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0%로 과세되는 GST에 따른 새로운 가격을 주의깊게 

책정해야 합니다.  

내수경제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MDTCC")는 부당한 가격인상 금지법 2011(Price Control and Anti Profiteering Act 

2011)에 의거 폭넓은 집행 권한을 갖으며, 가격 모니터링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예전의 가격과 새로운 가격을 비교하여 부당한 가격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요약 

 

•인상비율(mark-up percentage)은 

판매가에서 비용가를 뺀 값을 

비용가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 

인상비율법 

(mark-up percentage 
mechanism) 

•마진비율(margin percentage)은 

판매가에서 비용가를 뺀 갋을 

판매가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 

마진비율법 

(margin percentage 
mechanism)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에게 2018규제가 

적용됩니다 

기업 내부 가격 책정 정책을 검토하여 가격 변동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문서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가격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요청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내수경제부(MDTCC)는 기업이 0%로 과세되는 GST를 반영하여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을 낮췄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모든 기업은 

반드시 2018규제를 준수하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합니다.   

Wong & Partners 의 지원 

세무변호사 및 세무 전문인들로 구성된 법무팀은 부당가격인상금지 제도의 복잡함 

속에서 기업을 안내하여, 기업이 사업 경쟁력을 갖추며 동시에 규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합니다.  

법률 지원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 자료는 영문으로 작성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로,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재적 가격 변경에 

대한 전략적 자문 제공 

가격 인상과 관련된 

서류 검토 

주무당국의 가격 감사를 

관리하는 대응 전략 지원 

및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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