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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2018년 

세무조사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발간 

도입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무조사 

프레임워크 업데이트(Tax Audit Framework, "2018 프레임워크")를 발간했습니다. 

2018 프레임워크는 2017년 5월 1일 발간되어 적용된 이전의 세무조사 

프레임워크를 대체합니다.  

2018 프레임워크는 세무조사 수행시, 세무조사 감사자와 납세자의 권리와 책임을 

기술하고, 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수행의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2018 프레임워크의 주요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시간 단축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IRB는 과세자에게 레터를 보내 IRB에 제출할 자료 및 

정보 리스트를 준비하여 제출할 것을 공지합니다. 이전에는 과세자는 21일의 

시간 동안 IRB가 요청한 자료 및 정보를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2018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과세자가 IRB의 자료 및 정보를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14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과세자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못해도 IRB는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즉, 공지 없이 과세자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 수행). 

자료 및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된 것을 고려할 때, 과세자는 

세무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IRB의 

세무조사 시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데스크 조사 없이 과세평가서(Notice of Assessment) 발행  

2018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데스크 조사(Desk Audit)를 

수행하지 않고, 과세자에게 자료 및 정보를 준비하여 제출하라는 공지 없이, 

과세평가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런 경우 IRB는 과세자에게 수정 

과세 내역과 추가 과세금액을 과세평가서와 함께 송부하게 됩니다. 과세자는 



 

 

 

소정의 양식 (Form Q)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항고할 수 있는 기한이 비교적 

짧은 것을 감안하여 (과세평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내), 과세자는 이런 

과세평가서를 송부받은 경우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관기업 및 종속기업으로 세무조사 확대 

2018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IRB는 과세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연관기업(associated companies)과 종속기업(controlled companies)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종료까지 예상 타임라인 

2018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세무조사 종료까지의 예상 타임라인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3개월 내에 조사가 종료될 수 없는 경우, IRB는 

과세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조정 과세금액에 대한 대응 시간의 단축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IRB는 과세자에게 세무조사로 발견된 조정 과세금액과 

이슈들을 통지합니다. 2018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과세자는 18일의 기간 동안 

조정 과세금액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1일의 기간 동안 항고할 

수 있었음). 

과세자의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 

IRB는 과세자의 비준수 사항에 대해 관련 IRB 지점의 장(Director)에게 서면으로 

혹은 이메일로 자진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2018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과세자는 (i) 세금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ii)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비준수 

사항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즉, IRB가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공지 발행하기 전 자진 신고),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패널티 금액이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할인된 패널티 비율
1
은 자진 신고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점 패널티 비율 

세금신고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10% 

세금신고 마감일로부터 60일 - 6개월 이내 15.5% 

세금신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후 35% 

 

                                                      
1
 소득세법 1967(Income Tax Act 1967)에 따르면 부정확한 세금 신고의 경우 과소 부과된 세금의 최대 100%까지 

패널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2018 프레임워크의 단축된 타임라인들은 세무조사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함으로 보여지며, IRB 청장의 '올 해는 데스크 조사(Desk audit)의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최근 발표와 일치합니다. IRB가 납세 비준수 사항을 발견하는 

데 주력하는 바, 과세자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는 검토를 수행할 것과 

리스크 관리 계획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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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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