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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에서 수행된 서비스 비용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도입 

소득세 (면제) (No 9) 명령 2017 ("면제 명령")은 2017년 10월 24일 연방 

관보에 실렸습니다. 면제 명령은 국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몇몇 상황 

하의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967 ("소득세법")의 109B조항의 원천징수세 의무는 면제된 소득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경  

소득세법의 4A조항은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간주되는 일부 특별 소득에 대해 간략하게 규정하며, 다음은 일부입니다: 

(i) 부동산의 사용, 또는 공장(시설), 장비 혹은 기타 기구의 설치 혹은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지급된 비용 

(ii) 과학, 산업 혹은 상업에 관련, 벤쳐 사업, 프로젝트 등의 행정 관리 혹은 

기술 관리로 제공된 서비스에 지급된 비용 

(본 자료에서는 모두 "비용"이라고 지칭함) 

동 비용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되어 지급된 경우, 소득세법 109B조항에 의거 

10%의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이전에는 소득세법 15A조항이 말레이시아에 발생되는 특별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위 소득세법 4A 조항의 (i), 

(ii)와 같은 비용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수행된 서비스이며, (i) 지급의 의무가 정부, 

주정부, 지역 당국, 혹은 말레이시아 거주인인 경우, 혹은 (ii)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사업의 지출 혹은 지급인 경우. 

그러나, 2017년 1월 17일부터 집행된 수정 규칙은 14A조항을 삭제하여 

집행되었고, 이는 국제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즉, 말레이시아 역외 지역에서 비거주자가 수행하여 말레이시아로 공급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지급한 비용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109B조항에 의거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 폭에 영향을 미친 상업적인 관점 뿐 아니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의 관점에서도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면제 명령 

면제 명령은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수행되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주목하여 할 부분은 

면제 명령은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되어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 면제를 규정할 뿐, 소득세법 15A조항에 규정된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특별 소득의 파생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면제 명령은 2017년 9월 6일 날자로 귀속 시행되며, 이는 2017년 9월 6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 금액을 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면제 명령은 2017년 1월 17일에서 2017년 9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된 서비스에서 대한 비용은 소득세 109B조항의 원천징수세 조항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중과세방지조항의 적용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논평 

Wong & Partners는 14A조항의 삭제가 야기하는 문제들과 우려들을 강조하여 

재무부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그룹들, 상의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재무부의 면제 명령은 2017년 1월 이래 기업들이 보고해온 

원천징수세 이슈들을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면제 명령의 시행시기는 면제 명령의 소급효로 인한 여전히 여러가지 

실질적인 이슈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면제 명령의 시행일(2017년 9월 

6일)과 면제 명령의 발표일(2017년 10월 24일)간의 시간 간격이 있는 바, 

동 기간 동안 지급된 원천징수세는 말레이시아 국세청 (IRB)에서 환불을 해줄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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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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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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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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