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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s

Our Value
KPMG 미얀마는 세무, 법무 및 자문의 각 서비스에서 
한국기업에 맞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정통한 전문가에 의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사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및 전 세계 152개 국가에 분포되어있는 KPMG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x
□ 법인 및 기타 각종 신고서 작성/리뷰

□ 주재원 개인 소득세 신고/워크퍼밋 및 비자

□ 이전가격세제 지원

□ 과세관청 및 세관 세무조사 지원

□ 세무/법률에 이슈에 대한 서포트 및

오피니언레터 작성

□ 기타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기업구조 조정, 인수, 철수 전략수립 및 실행

□ 증자, 감자 등의 법률업무

□ BOI 증명서 및 외국인 사업허가증 취득



Advisory
경영컨설팅 거래자문리스크컨설팅

□ 사업전략 수립

□ 업무개선/업무 효율화

□ 원가계산/원가관리 재구축

□ ERP/IT 자문

□ 공유서비스/아웃소싱

□ 사이버 보안

□ 자동화 시스템

□ 내부감사/내부통제 구축

□ 부정위험 진단/부정조사

□ 내부 고발 제도 구축

□ 금융기관용 리스크 관리

□ M&A 자문 (buy/sell-side)

□ 시장 동향 및 전략 조사

□ 회계/세무/법률 실사

□ 구조조정 자문

□ 기업가치평가/Purchase Price

Allocation

□ 기타 금융자문

□ 인수 후 통합자문 및 실행
서비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9 KPMG Advisory (Myanmar) Ltd., a Myanmar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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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CONNECTED

Twitter: @KPMG_MM
Facebook: facebook.com/KPMGin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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