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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대상
2017 년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조세·금융
세미나안내
2017 년 5 월 11 일 (목)

초대의 글
딜로이트 말레이시아의 Korean Services Group (“KSG”)에서 주최하고
말레이시아 RHB Bank 의 협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말레이시아
한국상공회의소(KOCHAM)의 후원으로 2017 년 5 월 11 일 목요일에 한국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세무, 외환관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조세 ·
금융환경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말레이시아는 한국기업들이 이러한 경제∙세무적인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말레이시아 세무동향: 2017 년 예산안 발표 및 GST Guideline 주요 수정사항

2.

2017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동향

3.

말레이시아 원천세 및 법인세 규정 변경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4.

말레이시아의 경제 동향 및 전망으로 인한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링깃화(MYR) 추이

세미나에는 딜로이트 말레이시아의 세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RHB 은행의 환거래,
환율 전문 인사가 직접 스피커로 참여하여 말레이시아의 경제환경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 통역사분을 초청하여 현지
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을 순차통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참석자들에 한해 딜로이트
말레이시아에서 제작한 한글판 2017 말레이시아 세무&투자 가이드북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세부사항
날짜

:

2017 년 5 월 11 일 (목요일)

시간

:

09:00 AM – 02:30 PM

장소

:

딜로이트 택스 아카데미 (Deloitte Tax Academy)
The Meetpoint 1&2,
Menara LGB 15 층, 1 Jalan Wan Kadir,
Taman Tun Dr. Ismail, Kuala Lumpur

프로그램
9.00 am – 9.20 am

등록 및 착석

9.20 am – 9.30 am

환영사 (Welcoming Remarks)

Yee, Wing Peng
(Tax Service Country
Leader, Deloitte)

9.30 am – 10.30 am

말레이시아 세무동향: 2017 년

Lily Park
(Associate Director,
KSG, Deloitte)

예산안 발표와 GST Guideline
수정사항을 중심으로

Tan Eng Yew
(Indirect Tax Leader,
GST, Deloitte)

10.30 am – 10.50 am

Coffee/Tea break

10.50 am – 11.40 am

2017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동향

Teresa Goh
(National Transfer
Pricing
Leader, Deloitte)

11.40 am – 12.20 pm

말레이시아 원천세 및 법인세:

Chee Pei Pei
(Executive Director,
Business Tax, Deloitte)

규정 변경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12.20 pm – 13.30 pm

중식 제공

13.30 pm – 14.20 pm

말레이시아의 경제 동향 및
전망으로 인한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링깃화(MYR) 추이

14.20 pm – 14.30 pm

참가신청

Q&A 및 Closing

RHB Bank

무료로 제공되는 이번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사전에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석하실 수 있으며,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사오니 미리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 2017 년 5 월 8 일(월요일)까지



신청 방법 : rokim@deloitte.com 으로 참석자 성함, 회사명, 부서,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영문과 국문으로 기재하여 신청. (첨부파일 참조)

세미나 관련 문의사항
박성은(Lily Park)

+60 3 7610 8595

lipark@deloitte.com

+60 3 7610 8214

rokim@deloitte.com

(Associate Director, 부장)

김혜수(Veronica Kim)
(Associate, 사원)

세미나와 관련된 기타 문의는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관련 정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세무 문제 및 종합적인 경영전략 방향 대한 이해를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사업운영 책임자, 재무 및 세무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orean Services Group (K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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