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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제 부문 재개  

2020 년 5 월 1 일 말레이시아 수상은 국가안보위원회("NSC")가 발행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되는 부문("제한되는 활동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제 부문을 

2020 년 5 월 4 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한되는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COVID-19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공공의 모임이 포함되는 활동들입니다. 

운영이 재개되는 기업들은 NSC 의 표준 운영 절차들("SOPs")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NSC 는 제한되는 활동들에 대한 23 개의 카테고리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분야 제한되는 활동 

뱅킹 및 금융 금융 기관의 사업장 밖에서 혹은 공공 

장소에서 상품 판매 및 마케팅 활동 

호텔 및 관광 기도실, 체육관, 스파, 사우나, 라운지, 

수영장, 컨퍼런스 룸, 세미나 홀,  

교육 장소, 식당 및 카페 (뷔페 제공) 

기업 / 소매 / F&B 사업장에 과밀한 고객 입장 허용,  

라마단 바자, Raya 바자 

운송/교통 크루즈배 

문화 및 예술 아티스트와 게스트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전시회 

엔터테인멘트 / 레크리에이션  극장, 가라오케, 마사지센터, 놀이 

공원, 박물관, 버스킹 

스포츠 응원 팬 혹은 관중이 모이는 스포츠, 

10 명 이상의 개인들이 모이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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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제한되는 활동 

운동, 실내 스포츠, 수영, 접촉이 있는 

스포츠 (예, 럭비, 복싱, 축구, 농구) 

사회 / 종교 모임 종교 행렬, 모스크 / 교회에서의 집단 

예배, 연회, 결혼식, Raya 기념(직계 

가족 모임 제외) 

박람회 및 전시회 할인 행사, 취업 박람회, 결혼 박람회, 

여행 프로모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서비스 부문에서 기계 장비의 설치 및 

유지 관리 / 건설 현장의 탑 기중기 

10 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운영이 금지되는 제한되는 활동들의 전체 목록은 NSC 의 웹사이트1 및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행 제한 

주 간(Inter-state) 여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0 년 5 월 12 일 까지 

금지됩니다: 

(a) 업무를 위한 이동 

(b) MCO 로 고향 혹은 기타 장소에서 거주지로 복귀하지 못한 경우 거주지로 

복귀를 위한 이동 

위의 이동을 위해 경찰서에서 허가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 운영 절차들(SOPs) 

운영을 재개하는 모든 기업들은 NSC 가 발행한 관련 SOPs 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https://www.mkn.gov.my/wp-content/uploads/2019/07/26-Negative-Listing.pdf 



 

일반 SOP 

기업들은 반드시 다음의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보건 안전 대책 실행 

(b) 비누 혹은 손세정제로 자주 손씻기, 손 세정제를 사업장의 모든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기, 사업장을 매일 최소 2 회 살균하는 등 높은 

수준의 위생상태를 유지 

(c) 매일 직원들의 COVID-19 증상 확인과 같은 COVID-19 예방 대책을 실행 

(d) 사회 친교 모임, 팀 스포츠 활동, 종교 및 축제 기념을 비롯한 모든 형식의 

모임을 방지 

부문별 SOPs 

또한, NSC 는 24 개 경제 부문 각각에 대한 부문별 SOPs도 발행했습니다: 

(a) 금융 (h) 물류 및 운송 

(b) 소매 (i) 호텔 및 관광  

(c) 오일 & 가스 (j) 통신 

(d) 제조 (k) 건설 

(e) 전문 서비스 (l) 헬스케어 

(f) 식품 (m) 안전 서비스 

 

부문별 SOPs 에는 운영 시간 및 운영 시간 동안 특정 부문의 기업이 준수해야 할 

추가 요건 및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권고 대책 

정부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a) 사무실 및 대중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도입 



 

(b) 가능하다면 재택 근무 장려 

(c) 사무실과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안적 근무 제도  

MySejahtera 및 MyTrace 앱 

신규 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접촉 경로 확인을 위해 정부는 

MySejahtera 과 MyTrace 모바일 앱을 도입했습니다. 이 모바일 앱들은 

등록자들에게 COVID-19 위험에 대한 경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경제 부문의 운영을 재개 한다는 발표는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업들은 COVID-19 의 확산뿐 아니라 비준수시 정부의 단속 조치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관련 SOPs 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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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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