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코참 회원 제위
발신: 코참 사무국

[KOCHAM X Talent Corp RP-T 및 APEC Youth-Connect 브리핑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코참 회원사 여러분!

오는 2016 년 11 월 10 일 목요일 코참에서는 회원사 분들을 모시고 Talent Corporation
과의 공동 주최 및 주관의 ‘1) Talent Corp RP-T 체류비자, 2) APEC 청년비자, 3)
개인소득세, 4) MYXpats Centre 방문’에 대한 브리핑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는 RP-T 체류비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와 신청조건 등에 해당되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2016 년 10 월 18 일 화요일 Talent Corp & MITI
주최에 런칭한 APEC Youth-Connect Programme (APEC 에 속하는 국가 청년들의 단기
워킹비자)에 대한 정보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RPT 신청을 하시었거나 신청 예정 중이신 분들께서 꼭 알아 두셔야할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우리 회원사인 Deloitte 의 후원에 따라 Special Speaker 를 모시어 관련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코참 회원사 대표 또는 현지 담당자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을 갖으실 수 있도록
준비한 세미나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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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KOCHAM X Talent Corp RP-T 및 APEC Youth-Connect 브리핑 세미나
2. 일시: 2016 년 11 월 10 일 (목), 09:00 ~ 11:20
3. 장소: 16th Floor, 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HQ),
Surian Tower, No. 1, Jalan PJU 7/3, Mutiara Damansara

-구글맵 (아래의 링크 클릭)
https://www.google.com.my/maps/place/Surian+Tower/@3.1559144,101.6071763,17z/
data=!3m1!4b1!4m5!3m4!1s0x31cc4f29689f7b75:0xf3e0d2e5df4319ad!8m2!3d3.155909
!4d101.609365?hl=ko

4. 주최/주관: KOCHAM / Talent Corporation
5. 후원: Deloitte
6. 대상: 코참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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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초청 공문을 수신 받으신 분들께서는 코참 회원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초청드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기간: 2016 년 11 월 1 일(화)까지
8. 신청방법: 하기 양식을 작성하여 본 메일로 회신 또는 권오건 담당자,
5gun.kocham@gmail.com / 03-2078-8787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참석자 1
직함
참석자 2
직함
참석자 3
직함
이메일
연락처

*참석하시는분 중 대표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 기재요망

9. 프로그램 개요
09:00 – 09:30
09:30 – 09:45
09:45 – 10:00
10:00 – 10:15
10:15 – 10:30

10:30 – 11:00

11:00 – 11:20
11:20

등록 및 간단한 다과
환영사
첫번째 세션:
‘APEC-YouthConnect Programme 브리핑’
두번째 세션:
‘Residence Pass – Talent Programme (RP-T) 브리핑’
자유질의
세번째 세션:
‘말레이시아 개인소득세 개관(RP-T 개인 소득세)’

Special speaker 말레이시아 세무 전문가,
Ms. Chee, Ying Cheng
(Director of Global Employer Services in Deloitte
Malaysia)
새로운 MYXpats Centre 방문
종료

10. 기타 공지: 세미나에 참석하신 회원사 분들께 코참 회원사 Deloitte 의 후원에
따라’말레이시아 개인 소득세’에 관한 1 회 상담을 무료로 제공 하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레이시아한국상공회의소[코참] 회장 이 승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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