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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이동통제명령 (Movement Control Order) 재시행
2021 년 1 월 11 일에 말레이시아 수상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021 년 1 월 13 일부터 1 월 26 일 (MCO 기간) 까지 이동통제명령을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재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CO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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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제명령 (MCO)은 Penang, Selangor, Federal Territory (Kuala

회복을 위한 이동통제명령 (RMCO)은 Perlis 와 Sarawak (RMCO 주)에
시행됩니다.

Yang di-Pertuan Agong (말레이시아 국왕)은 말레이시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단독으로는 비즈니스의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 년 1 월 13 일에 발행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저희 자료1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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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MCO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제한됩니다:


필수서비스 부문에 해당되는 기업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즉, 제조 활동,
일부 건설 활동, 서비스 활동, 물류 및 배달, 플란테이션, 원자재 부문)



필수서비스 부문에 해당되는 기업은 직원의 30%만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진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결정하되 SOP 를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비필수서비스 부문에 해당되는 기업의 직원은 반드시 재택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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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healthcare-life-sciences/malaysia-covid-19declaration-of-emergency



기업 운영은 관련 SOPs 를 준수해야하며, 정부는 곧 자세한 SOPs 를
부문별로 발행할 것입니다.



여행, 사회 활동을 비롯한 기타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제한이 시행됩니다.

이동통제명령의 자세한 내용
다음의 제한들은 MCO 기간 동안 MCO 주들에 적용됩니다:
여행 제한


주 간 이동이 전국적으로 금지되며, MCO 주 내에서는 district 간 이동도
금지됩니다.



MCO 주에서 개인의 이동은 반경 1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식재료, 약품 등의 구매를 위한 이동은 가구 당 최대 2 인 까지 10km 반경
내로 허용됩니다.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병원 혹은 클리닉으로의 이동은 최대 3 인 까지
10km 반경 내로 허용됩니다.



MCO 주로의 혹은 MCO 주에서 다른 주로의 이동은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은 긴급 상황에만 허용됩니다.



업무를 위한 주 간 혹은 district 간 이동은 (상업적 목적으로의 배달 및
물류 서비스) 기업이 등록된 증빙 서류 (관련 정부 부처로 기업 등록), 고용
패스 그리고 고용주가 발행한 승인 레터를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경제 활동


MCO 기간 동안에는 다음의 경제 활동(필수 서비스 부문)만 허용됩니다:
o

제조 및 생산 활동

o

중요한 건설 공사2 (주거 공사 현장의 중요하지 않은 건설 공사
혹은 유지 관리는 MCO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o

서비스 활동

o

유통

o

플란테이션 및 원자재

필수 서비스 부문들은 부록 1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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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Ministry of Works (KKR)은 "중요한 일부 건설 공사"만 허용되며, MIT I 에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공사"의 자세한 리스트는 부록 2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관련 정부 부처에 등록하지 않은 필수 서비스 부문에 해당되는
기업은 MCO 기간 동안 관련 정부 부처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본
등록은 한번만 진행하면 되는 등록입니다.
MITI 에 제조업, 건설, 무역 및 유통 부문에 해당되는 기업 등록


제조, 건설, 무역 및 유통 부문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은 COVID-19
Intelligent Management System (CIMS)을 통해
(https://notification.miti.gov.my 을 통해 접속 가능) 국제통상산업부
(MITI)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확정된 공지는 등록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CIMS 에 등록했던 기업은 MCO 기간 동안 CIMS 에 재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이 확정된 공지만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비스 부문의 SOP


고용주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업장 입구에 체온 및 건강 확인 스크린을 마련해야하며,
체온이 37.5°c 이상이거나, 목감기, 기침, 감기 증상 등을 보이는 직원은
사업장으로 진입을 불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o

5% 이상의 직원들이 고열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으로
결근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보건부 사무소로 신고

o

체온이 37.5°c 이상이거나, 목감기, 기침, 감기 증상 등을 보이는
직원은 클리닉으로 인계



고용주는 사업장의 공유 공간은 하루 3 회 방역하고, 업무 근무 교대 혹은
업무 시작 전 반드시 방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업장 입구 및 공유 공간
및 기타 적절한 곳에 손소독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하며, 고용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표지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은 매 사용 후 청소와 방역해야 합니다.



직원과 고객은 접촉 추적을 위해 MySejahtera app 을 다운로드 받아
등록하고, 반드시 QR 코드를 준비하여 사업장 진입 시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 부문의 경우, 근로자의 공사 현장의 진입 및 이동, 근로자 기숙사
(Centralised Labour Quarters, CLQ)는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공 업체들은 자체 이동 수단을 마련하여 CLQ 에서 공사 현장
사이에 근로자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며, 근로자가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회 활동 및 기타 활동


음식점 내의 식사는 금지되며, take-away 서비스만 허용됩니다.



수퍼마켓, 의료서비스 (클리닉, 병원, 약국 포함), 은행은 운영이
허용됩니다.



모든 개인은 집에 머물어야 합니다.



교육 부문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SOP 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은 허용됩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개인들은 거주지 기준 10km 반경 내 최대 2 인의
조깅, 자전거 타기 체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활동


정부는 금지되는 활동을 발행했고, 금지 활동 리스트는 부록 4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동통제명령의 재시행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함에도, 말레이시아에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공의 합의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정교한 SOP 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CO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대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의 부록들은 영문은 여기, 한글 번역본은 여기를 각각 클릭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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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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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년 1 월 15 일까지 정부가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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