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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통상 및 관세를 규정하는 주요
제정법의 개정법 시행
통상 및 관세의 여러 측면들에 영향을 미칠 약 23 개의 입법 문서들 (개정법들로
구성됨)이 2020 년 1 월 1 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참고하여



총 172 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이며, 개정된 주요 제정법들은

연락주십시오:

관세법 1967, 자유지역법 1990, 소비세법 1976, 판매세법 201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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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련 절차의 다양한 측면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 세관 신고서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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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관세청의 법 집행 권한, 과소 납세된 관세 징수, 비준수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확대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수출을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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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역법 - 여러 변화 중 주요 하일라이트는 자유지역 내에서의 물품의
수출입, 제조 활동과 관련된 서류와 기록은 7 년 간 보관해야 하는 요건이
도입되었으며, 특정 위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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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이전에 발간했던 자료에 요약된 바와 같이, 관세법(개정)2019 은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세법에 도입한 가장 중요한 개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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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 - 관세규정 1977 은 철폐되어 새로운 관세규정 2019 로
대체되었고, 자유지역규정 1991 도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들은 관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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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정법들의 개정 - 4 개의 주요 제정법들에 이루어진 개정을 모두 합하면



소비세법 - 여러 개정 내용 중 주요 하일라이트는 과소 납세된 관세에 대해
관세청의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3 년에서 6 년으로 연장된 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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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개정된 점, 기록 의무 보관 기간이 6 년에서 7 년으로
확대된 점, 신규 위법 행위에 대한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도입된 점, 특정 위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입니다.


판매세법 - 여러 개정 내용 중 주요 하일라이트는 수입품에 대한 판매세의
탈세를 새로운 카테고리로 도입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구속을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상쇄할 수 있는 권한 - 개정된 관세법, 소비세법, 판매세법에 의하면, 관세청은
미납된 관세, 소비세, 판매세, 서비스세, GST 혹은 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타 미납 금액에 대해서 관세 환급 및 환불 금액과 상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팡코르 섬(Pulau Pangkor) -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9 년 국가예산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팡코르 섬에 면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법들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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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 Partners 의 조세 및 국제통상 법무팀은 말레이시아 법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세무 및 통상 이슈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기업을 지원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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