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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PENJANA) 및 회복을 위한 이동제한명령
2020 년 6 월 5 일에 말레이시아 수상은 COVID-19 의 영향으로 침체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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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 경제 회복 계획 (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 "PENJANA")을 발표했습니다.
PENJANA 는 다음의 3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합니다: (i) 시민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ii) 기업에 동력을 제공하며, (iii) 경제를 활성화 합니다.
정부는 RM35 billion 에 달하는 40 개의 계획을 도입하며, 이 중 RM10 billion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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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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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이동제한명령 ("MCO") (그리고, 조건적 이동제한명령 ("CMCO"))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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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COVID-19 확산 감소세를 감안하여, 2020 년 6 월 7 일에 수상은

2020 년 6 월 9 일로 종료했고, 2020 년 6 월 10 일부터 2020 년 8 월 31 일까지
회복을 위한 이동제한명령 ("RMCO")로 대체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본 자료는 PENJANA 1의 주요 내용을 하일라이트하고 RMCO 의 영향을
논의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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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NJA 의 주요 하일라이트

기소예

1. 시민의 자율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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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의 급여 보조금 (Wage Subsidy Programme, "WSP") 연장
WSP (정부가 2020 년 3 월 27 일에 최초 도입)는 3 개월 더 연장됩니다.
PENANJA 에 발표된 WSP 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유자격 고용주는 유자격 직원 1 인 당 월 RM600 의 고정 보조금을
최대 200 명의 직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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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NJA 에 포함된 말레이시아로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세 인센티브들은 저희

조세법무그룹이 발간한 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니, 영문 자료 및 한글 번역 자료를 각각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3 월에 발표된 기업의 크기에 따라 상이한 급여 보조금이 제공되는
PRIHATIN 활성화 팩키지와 다릅니다.
(ii) WSP 로 급여 보조금을 받는 고용주는 근무주 축소 (예를 들어,
주 4 일 근무제로 적용하고 20%의 급여 삭감) 시행이 허용됩니다.
CMCO 기간 중 운영이 금지되었던 관광 산업의 고용주와 기업은
직원이 보조금을 직접 수령한다는 조건 하에 무급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WSP
수령을 시작한 후 3 개월 동안은 고용주는 직원의 무급 휴가 사용 혹은
급여 삭감을 강제할 수 없다는 PRIHATIN 활성화 팩키지로 도입된
내용과 상이합니다.
(b) 기업을 위한 고용 및 트레이닝 지원에 RM1.5 billion 투입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재정 지원을 (최대 6 개월 까지) 도입하여 고용주가
구직자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종류

각 수습생 / 직원 건 당 인센티브
(RM)

졸업생 (청년)

고용 건 당 월 RM600

40 세 미만 구직자

고용 건 당 월 RM800

40 세 이상 구직자 혹은 장애인

고용 건 당 월 RM800

구직자

별도로,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로 보장되지 않은 개인을
복직시키는 경우 인 당 RM4,000 의 트레이닝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합니다.

(c) 청년 및 구직자를 위한 재교육 및 숙련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RM2 billion 예산 편성
청년 및 구직자의 업무 능력을 증진시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RM2 billion 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i) 취업 알선 및 교육 프로그램
(ii) 업무 능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 (특히 전자전기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
산업 중점)
(iii) 견습 프로그램
(iv) 창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은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 (MDEC),
인력자원개발펀드 (HRDF), 증권산업개발사 (Securities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Majlis Amanah Rakyat (MARA)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정부가 공동 주관합니다.
2. 기업에 동력 제공
(a) 소상공∙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에
대한 e-commerce 캠페인
MSMEs 의 사업이 디지털화 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MDEC 과 일부
e-commerce 풀랫폼들은 유자격 MSMEs 에게 활용 교육, 판매자 보조금,
판매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계획은 2020 년 경제 활성화 팩키지로 발표된

MDEC 에 RM20 million 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 MSMEs 의 사업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이은 것입니다.
(b) 중소기업2 ("SMEs") 및 중견 기업3 ("MTCs")에 대한 기술 및 디지털 적용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과 대출을 유자격 SMEs 및 MTCs 에게
제공하여 사업의 디지털화를 장려합니다:
(i) SME 디지털화 매칭 보조금 총액 RM100 million (텔레콤 기업들과
파트너쉽)
(ii) SME 기술 혁신 펀드 총액 RM500 million
(iii) 스마트 자동화 보조금 총액 RM100 million, 기업 당 최대 RM1 million
(c) MSMEs 를 위한 금융 지원
(i) RM2 billion 의 PENJANA SME 금융 지원: 은행은 추가 RM2 billion 의
펀드를 SMEs 에게 연 3.5%의 할인된 이자율로 제공합니다. 본 금융
지원은 2020 년 6 월 중순부터 SME 당 최대 대출액 M500,000 으로
제공됩니다.
(ii) RM1 billion PENJANA 관광 산업 SME 지원: 관광 산업의 SME 를
지원하기 위해 RM1 billion 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 년 7 월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RM400 million PENJANA 소액 금융: MSMEs 는 연 3.5%의 이자율로
소액 금융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당 허가되는 총 금융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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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s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제조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RM500,000 - RM50 million 혹은

풀타임 직원수 기준 5 - 200 명, 혹은 (2) 제조업 외 기타 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RM300,000 RM20 million 혹은 풀타임 직원수 기준 5 - 75 명.
3

정부는 어떤 기업이 MTCs 에 해당되는 지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MTCs 는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RM50 million - RM500 million, 그리고 기타 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RM20 million - RM500 million 으로
정의했습니다. 같은 정의로 기술 및 디지털 보조금 / 대출이 시행될 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M50,000 입니다. 본 지원은 PRIHATIN 팩키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들에 더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iv) RM500 million 부미프트라 구제 금융: Perbadanan Usahawan
Nasional Berhad (PUNB)는 부미푸트라 소유의 shariah 준수 기업에
대해 RM200 million 의 금융 지원을 마련합니다. 본 금융은 운영 자본
및 기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M100,000 RM1 million 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을 최대 5 년 까지 연 이자율
3.5%로 제공됩니다.
Majlis Amanah Rakyat (MARA)은 운영 자본 대출을 위해 RM300
million 을 편성하며, 기업 당 최대 RM1 million 까지 연 이자율 3.5%로
제공하며, COVID-19 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부미푸트라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d) 유동성 지원을 위한 RM1.6 billion 의 SME-Go Scheme
SME 은행은 경제 활성화 패키지에 발표된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자격 G2 및 G3 등급의 협력 회사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e) 신규 사업체 설립 및 기업인수합병("M&A") 지원
정부는 신규 사업체 설립과 M&A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공합니다:
(i) 2020 년 7 월 1 일 부터 2021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설립된
SMEs 에게는 3 년 간 연 최대 RM20,000 까지 소득세 리베이트 제공
(ii) 2020 년 7 월 1 일 부터 2021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사인된 기업 인수
합병과 관련된 서류들에 대해 인지세 면제 제공. M&A 와 관련하여
사인되는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i) 주식 양도 양식들 (일반적인

인지세는 양도 주식가의 0.3%), (ii) 기업 양도 계약서 (일반적인
인지세는 기업 가치의 1-4%)
금융 지원 및 보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제 활성화
(a) RM1.2 billion PENJANA 국가 펀드
정부는 기관 민자자본 투자자와 다음과 같은 선별된 벤처 캐피탈 및 초기
테크 펀드매니저를 매칭시키는 투자 펀드를 설립할 것입니다:
(i) 초기 단계 (시드 단계) / co-creation 펀드
(ii) series A / B 펀드
(iii) growth-stage 테크 펀드
(iv) venture debt 펀드
(v) opportunistic 펀드 (예를 들어, e-스포츠, 헬스케어).
(b) 산업별 재정 지원
산업 / 부문

재정적 지원

부동산



내집 갖기 캠페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부동산 가격의 RM1 million 까지 해당)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가격 RM300,000 RM2.5 million 까지의 대출계약서 (전체 대출
금액)의 인지세 감면. 2020 년 6 월 1 일에서
2021 년 5 월 31 일 사이에 ("캠페인 기간")
사인된 매매계약서만 인지세 감면 해당됨



부동산 양도세 ("RPGT") 감면: 2020 년 6 월
1 일 - 2021 년 12 월 31 일 사이에 매각한
주거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득은 RPGT

산업 / 부문

재정적 지원
감면되며, 말레이시아 국민 한 명 당 3 채
부동산 매각까지 해당


대출 제한 해제: 부동산가 RM600,000 이상인
부동산에 대해 3 번째 하우징론부터 적용되는
기존의 대출 제한인 70% 마진은 캠페인 기간
동안 해제

예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이자율 3.5%의 RM100 million 소프트론,
MyCreative Ventures 에 창조, 이벤트, 전시회
산업 부문에 RM30 million 보조금 편성,
Cultural Economy 에 RM10 million 보조금



선정된 이벤트, 전시회 혹은 제작 관련, 이벤트
당 최대 RM5,000 까지의 보조금



애니메이션 및 시각 효과를 중점적으로 하는
창조 부문의 프로젝트를 위해 MDEC 에
RM35 million 의 Dana Kandungan Digital 편성

농업 및 식품



Agrobank 의 소액신용금융을 통해 농식품
부문(기본 원자재 부문 포함)의 사업가에게
최대 대출금 RM50,000 까지 연 3.5%의
이자율로 대출 기간 5 년 동안 제공



도시 농장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최대 RM500,
커뮤니티에게 최대 RM50,000 까지 혜택 제공
(비료, 씨앗, 인프라, 장비, 자문, 트레이닝 등)

관광 산업, 자동차 산업, 원자재 부문에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들이
제공됩니다. 이 부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문 자료 및 한글 번역
자료를 각각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c) "말레이시아산 제품 구매 (Buy Malaysia)" 국가 캠페인
정부와 관련 부처는 말레이시아산 제품 서비스 사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i) 대형 수퍼마켓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산 제품 태그 혹은 식별 표시를
의무화
(ii)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산 제품 만을 판매하는
채널 마련
(d) COVID-19 한시조치법 제안
정부는 COVID-19 와 MCO 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당면한 계약 위반 및
파산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COVID-19
한시조치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 년 7 월에 COVID-19 한시조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 Sukuk PRIHATIN Scheme 로 RM500 Million 의 Sukuk 발행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20 년 3 분기에 sukuk (이슬람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펀딩 및 감염병 연구 보조금을 비롯한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이동명령제한 (RMCO)
정부는 2020 년 6 월 10 일에서 2020 년 8 월 31 일까지 유효한 감염병 예방 및
방지법(감염 지역 내 대책)(No. 7)규정 2020 를 발행했고, CMCO 기간에 적용된
제한을 일부 해제하고 RMCO 기간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RMCO 기간 중 허용되는 비즈니스 및 활동
CMCO 기간 중 금지되었던 비즈니스 및 활동들 중 RCMO 에 운영이 허용되는
활동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i)

강화된 이동통제명령 지역을 제외한 주 간 이동

(ii)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 및 프로모션과 같은 영리 활동

(iii)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미팅 및 워크샵
(iv) 미용실 및 뷰티살롱
(v)

다양한 시장, 바자, 푸드코트, 거리음식, 푸드트럭 등

(vi) 볼링, 배드민턴, 양궁, 사격 등과 같은 미접촉 스포츠 및 트레이닝
(vii) 오토바이 클럽 및 그룹 활동
(viii) 박물관 방문, 실내 버스킹, 셀프서비스 세탁소, 낚시 및 영화촬영
(ix) 국내 관광 활동
(x) 하리라야 아이딜라하 및 무슬림 종교의식 (종교 관련 관청의 SOP 를 준수).
모든 종교모임 및 활동 (보건부가 SOP 를 발표할 예정)
(xi) 학교들은 단계 별로 등교 재개 (교육부와 보건부가 추가 정보 제공 예정)
운영이 허용되는 비즈니스 및 활동들은 관련 정부 부처들4에서 발행한 신규
SOPs 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CMCO 기간 중 운영이 허용된 비즈니스 및
활동을 위해 발행되었던 SOPs 는 RMCO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RMCO 동안에 운영이 금지되는 비즈니스 및 활동
RMCO 기간에도 여전히 운영이 금지되는 비즈니스 및 활동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스포츠 이벤트 및 토너먼트

(ii)

럭비, 레슬링, 권투, 축구, 하키 등 접촉이 있는 스포츠

(iii) 도쿄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의 훈련을 제외한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개인 주거지 및 숙박 시설 내 개인 수영장 제외)
(iv) 말레이시아 국민의 외국 여행 및 외국 관광객의 말레이시아 입국 여행
(v)

4

카라오케, 쇼핑몰 내의 어린이 놀이터, 가족 오락 센터

https://www.mkn.gov.my/web/ms/sop-pkp-pemuliha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 펍, 나이트클럽에서 제공되는 레스토랑 활동을 제외한 기타 활동
(vii) 의류 매장의 피팅룸 사용, 패션 악세서리 착용 테스트 및 화장품 매장의
화장품 테스트
(viii) 마사지 숍 운영
(ix) 크루즈 배 운영
(x) 보건부 국장의 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활동

말레이시아 입국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재원, 숙련된 기술 인력, 지식 인력 (고용 비자 소지자
혹은 비소지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총칭하여 "외국인 직원들")은 말레이시아로의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외국인 직원들의 고용주가
작성하여 말레이시아 이민국장에게 제출하되, 관련 허가 부처, 관청들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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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장은 요직 혹은 기술직에 대해서만 입국
허가를 승인할 것입니다.
입국 허가를 승인받으면 외국인 주재원들은 반드시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a)

외국에서 COVID-19 테스트를 받아 음성을 입증하는 서류와 이민국이
발행한 입국 승인 레터를 이민국 통과시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b)

체류국에 주재하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 (필요한 경우,
혹은 고용 비자를 현재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직원들의 경우)

(c)

입국 후 집에서 14 일의 자가격리

(d)

보건부가 지시하는 경우 COVID-19 / swab 검사를 수행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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