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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회사법 (Companies Act 2016) 

 

발효일 

 

말레이시아 국내유통 및 소비자부(The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의 장관이 2017년 1월 26일에 회사법 2016 (Companies Act 

2016)과 회사 규정 2017 (Companies Regulations 2017)을 관보에 올림으로서 

회사법 2016과 회사 규정 2017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와 관련된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회사법 2016의 모든 조항들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ompany secretary (비서 회사) 운영과 관련 등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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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니즘  

 

회사법 2016 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7년 1월 31일부터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새로이 시행된 회사법 2016과 주로 

온라인 서류 제출 이슈 및 관련 비용들을 규정하는 회사 규정 2017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법 2016은 기업의 설립, 자본 관리, 법인 지배를 비롯한 말레이시아에서 기업 

운영을 함에 있어 새로운 법률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회사법 시행일에 준하여 

다음의 변화들이 적용됩니다:  

 한 명의 주주만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액면가 제도는 폐지됨  

 채무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만이 배당금 배당 및 지급 가능 

 기업의 이사들이 기업 상환 보고서에 서명하면 자본 감액의 대체 및 주식 환매 

가능 

 규제 요건들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화이트워시 (whitewash) 재정 지원 도입 가능 

 

회사법 2016이 시행됨으로서 가져오게 되는 변화들은 말레이시아 기업의 운영, 

조직, 관리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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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 2017년 1월 발간한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본 사무소에서 2016년 4월 발간한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본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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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