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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016 (Companies Act 2016) 

 

발효일 

2017년 1월 13일, 말레이시아의 기업위원회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이하 "CCM")는 회사법 2016 (Companies Act 2016)이 2017년 1월 

31일 (발효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법 2016의 어떤 

부분들이 벌효일에 먼저 시행될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회사법 2016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효일을 관보에 올려야 하며, 발효일에 

회사법 2016의 어떤 부분들이 시행될 지는 관보에 해당 목록이 실리게 됩니다. 

 

새로운 온라인 포털 사이트 

CCM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1월 31일 개선된 온라인 포털 사이트가 

론칭되며, 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기업명 신청 및 기업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존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기능이 개선된 사이트로서, 주식 배정 신고, 기업의 

등기인 변경, 회사 법규 변경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선된 포털 

사이트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환영하는 변화로 기업의 준수를 간소화합니다. 

향후 과제 

기업은 회사법 2016 의 새로운 요건에 준하는 내부 기업 지배 구조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분야들을 확인하는 갭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회사법 2016는 말레이시아의 회사법의 프레임워크를 국제 규준에 준하도록 

현대화할 것입니다. 개선된 온라인 포털 사이트 도입 뿐 아니라 자본 유지 

규칙들의 수정은 말레이시아에서의 기업 운영의 비용을 줄이며, 투명성을 

증진하고, 기업 지배 구조 및 내부 컨트롤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회사법 2016 의 주요 변화들 

저희의 2014년 2월 및 2016년 4월에 발간된 자료들은 기존의 회사법 1965과 

회사법 2016의 주요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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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무제한적 역량 도입  

 한 명의 주주와 이사제 도입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의무 개최 폐지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주주 결의안에 대한 만장일치제 폐지 

 액면가 제도의 폐지 

 새로운 재정지원 화이트워시(whitewash) 도입; 

 자본 감액의 대체 및 주식 환매 

 이사의 보수에 대한 감독 강화  

 합당하게 납부되지 않은 배당금에 대한 만회 조항  

 연간 이사 보고서에 선택적 사업 검토 요건 부문 도입; 

 이사 면책에 대한 제한 완화  

 감사 사임에 대한 규칙 수정 

 기업의 자율적 채무 조정 및 법원의 관리 제도와 같은 기업 구조 대안 

메카니즘 도입 

 

저희가 2016년 4월 발간한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2014년 2월에 발간한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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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기소예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Wong & Partners 에게 있습니다.부분 혹은 전문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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