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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비상 (필수 조치) 명령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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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1 년 1 월 12 일에 말레이시아 국왕 (Yang di-Pertuan Agong)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연방 주, 페낭, 조호, 멜라카, 셀랑고, 사바에 2021 년 1 월 26 일까지 시행되는
이동통제명령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십시오:

본 자료는 연방 헌법의 150(1)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국왕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발맞추어 2021 년 1 월 11 일부터 시행된다고 간주되는 비상 (필수 조치) 명령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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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Essential Powers) Ordinance 2021)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명령에 적시된 조치들
1.

국왕이 선정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설립되며,
위원회는 국왕에게 비상사태의 존속 여부, 안보, 경제, 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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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설립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위협받는 민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2.

토지, 빌딩 혹은 동산을 임시적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자원은 보상을
제공하되 요구할 수 있는 조치
국왕 혹은 기타 "권한은 갖는 자"는 토지, 빌딩, 동산이 사용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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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왕 혹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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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갖는 자"는 인력, 시설, 유틸러티, 자산을 비롯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임시 소유 및 자원의 요구에 대한 보상은 "권한을 갖는 자"가 평가하여
결정하며, 본 결정은 어떤 법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없습니다.
내려진 결정에 반하거나 비준수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며, 유죄 확정 시
최대 RM10million 의 벌금 혹은 최대 10 년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해집니다.
위법 행위자의 대상은 법인, 유한파트너쉽, 펌, 협회 (단체) 혹은 기타
조직의 이사, 파트너, 매니저, 비서관 등을 포함합니다.
3.

군대의 추가 권한
비상사태 동안 군대는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Code)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지위의 경찰관이 행사하는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및 기타 공무원에 법적 면책권 제공
명령에 의하면, 정부 및 공무원은 선의로 수행한 혹은 수행하지 않은 모든
과실 및 불이행에 대해 법적 소송을 면제받습니다.

5.

행정 및 입법 권한
2021 년 1 월 11 일을 기준으로 수상, 정부 각료, 주지사, 주 의윈, 주 정부의
각료는 역할과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연방법 및 주법의 하위 법들을 입법하는 기능은 각 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6.

연방 국회 및 주 의회
연방 헌법 55 조항에 따라 정해진 국회의 5 년 임기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정지됩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집된 국회의 미팅은 모두
취소됩니다.
하원 (Dewan Rakyat), 상원 (Dewan Negara), 모든 주 의회의 공석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사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주 법들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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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령의 합헌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으나, 명령은 말레이시아 삼권분립 (trias
politica)의 행정부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되고 국왕만이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상사태는 2021 년 8 월 1 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ong & Partners 법률 사무소는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 및 법률 동향과 기업의
준수 여부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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