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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상공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을 뒤로 하고, 희망의 2013년 계사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에는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라는 힘든 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2011년에 이어 무역 1조불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세계 경기는 선진국의 부진 심화와 신흥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등 침체상황에서 크게 반등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때마다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왔던 우리 한인 상공인 여러분들은 2013년에도 

더욱 분발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조국 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실 

것으로 기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싱가포르 대사 오준

회원 여러분

계사(癸巳)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임진년에는 전세계 200여 국가들 중에 60여 개국에서 지도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계경제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데도, 경제 논리 보다는 정치 논리가 앞서던 

한 해였습니다. 

계사년에는 새로운 지도자들께서 세계 경제를 추스르는 좋은 경제 조치들이 나와 하루 빨리 불황을 

극복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피그말리온(Pygmalion Effect) 효과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칭찬하면 할수록 더욱 더  

잘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칭찬, 격려, 신뢰, 인정, 애정, 사랑, 긍정,  

확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합시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통령이 취임하고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KOCHAM 회원님들도 하시는 사업의 성공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3년 1월 3일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정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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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새해인사

2013년 새해에는 변화(Change)하고, 도전(Challenge)하여, 기회(Chance)를 잡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두 건강하시고 

차차차(Change, Challenge, Chance)를 힘차게 외치죠!

장수갈비 이현경 사장 / 수석부회장

2012년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쾌거를 이룬 값진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은 “2020년 무역 2조 달러”를 향해 

나아가는 도약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 김규식 지부장 / 상근부회장

싱가포르 코참 가족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하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동실업 노종현 대표이사 / 부회장

새해는 화해와 용서, 통합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코트라 싱가포르 윤희로 관장 / 부회장

세계 경제의 암울한 전망과 함께 우리 해운산업 여건도 그리 녹록지 않은 새해를 맞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일수록 3천년 

영겁의 솔로몬 지혜가 우리의 숨통을 시원하게 해 주리라 기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STX Pan Ocean Singapore 문용운 법인장 / 해운분과위원장

새해에는 서로 간의 소통과 배려로 반목, 갈등을 치유하여 작게는 가정, 크게는 인류의 화합, 화목이 이루어지길 기 해 봅니다. 

대한항공 싱가포르 이형구 지점장 / 관광항공분과위원장

복은 서로 더하고, 행복과 아픔은 서로 나누고, 사랑은 서로 곱하여 함께 큰 소망을 이루어 가는 2013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려무역 윤덕창 대표이사 / 일반서비스분과위원장

유약겸하(겸손하고 좋은 일을 하자)하여 냉정한 균형감각을 갖고 생각의 빅뱅을 유도하는 삶이 되자.

한국도자기 & 한나프레스 이건기 사장 / 홍보분과위원장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계사년이 밝아 옵니다. 지난해와 같이 새해 경제전망도 어렵지만, 우리 상공회의소 

회원님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외환은행 정우영 지점장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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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지난 10월 9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개최한 BKF(Buy Korean Food) Autumn 2012 

에서 평소 한국 농수산식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한국 농수산식품 무역교류 증진에 

이바지한 바가 큰 바이어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으신 고려무역 윤덕창 표이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에 오시게 된 경위와 평소 싱가포르에 대한 소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무역은 1979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최초의 한국식품 무역•도매 회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1999년 싱가포르에 무역 상품 수출을 위해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싱가포르 한인 사회는 교민 수가 오천 명 정도였으며 한국식당은 10개 정도뿐인 작고 조용한 

사회였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싱가포르를 오가며 고려무역을 업무 차 방문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2년 

11월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싱가포르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곳은 한국 다음으로 사랑하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깨끗하다는 점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누구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법이 엄격하다는 점이 자유롭지 않고 불편한 것 같지만 

서로 법을 지킴으로써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은 더욱 편안합니다. 

싱가포르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편안한 나라입니다.

2. 고려무역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2002년 인수 당시 고려무역은 직원이 2명뿐 인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작은 교민 사회에 경쟁 회사도 4

개나 되어 출혈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작지만 신뢰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였고 밤이던 새벽이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렇게 2

년이 지나고 나니 경쟁사도 인수 •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는 인재 양성과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40명으로 늘었고 한국식품 유통업에서 신용도가 높은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무역 의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는 150개의 한국식당과 170여 개의 푸드코트에 한국 식자재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 싱가포르 3  유통망인 NTUC FAIR PRICE, COLD STORAGE, 7-ELEVEN 등에 한국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향후 한국식품 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상품을 공급 및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구축하였습니다.

3) 한국 미니마트를 지역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지 형 마트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하는 

다양한 한국상품들을 싱가포르인 들에게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한국상품에 한 리서치는 물론 형마켓 진입 전 상품을 선별하는 장소로도 활용 하고 있습니다. 

4) 고려무역은 한국에서 학을 졸업한 청 • 장년들이 현재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직원뿐 

아니라 중국, 말레이, 미얀마에서 온 직원들과 함께 한국직원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다민족 국가의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사회의 책임자로 성장해 가는 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려무역은 현재 한국상품뿐 아니라 한국 청년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와 더 넓은 세계로 나아 가는 크고 

작은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3. 싱가포르에서 지내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면 하나만 부탁 드립니다.

사업상 있었던 두 가지 일 입니다. 2년 전 싱가포르 7-ELEVEN에 런칭한 빙그레 아카펠라 커피가 현지 

유음료 부분에서 마일로 다음으로 많이 팔렸으며 판매양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제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입니다. 그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렵게 NTUC에 

진출한 한국의 막걸리가 HEINEKEN 이나 CARLSBERG 등 유명한 맥주와 나란히 전시되어 판매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 두 제품은 잘 팔리는 상품으로 정착해 가고 있고, 이에 한국식품에 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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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일반서비스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평소 코참에게 바라는 점으로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코참 서비스분과위원으로 들어온 지가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아 현재는 먼저 들어온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배워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보다는 좀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서비스분과는 제가 친분이 많은 한국 식음료 종사 

표님들이 속해 있는 분과입니다. 이분들이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 지 또한 코참을 통하여 도울 길이 무엇인 지 찾아 

나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개인적인 계획 또는 업무적인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가족들이 싱가포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주변국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서로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적인 계획으로는 4-5년쯤 후에 고려무역 사옥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한국식품 외에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광위적 유통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고려무역에서 꿈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는 한국직원들 중 10명을 싱가포르에서 

사회적 리더로 키우는 것이 또 다른 계획이며 소망입니다.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기업가 뿐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여 작게는 한인사회에, 크게는 싱가포르 사회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지면을 통해 감사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한국 식당 표님들, CJ 싱가포르와 aT 싱가포르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분들이 고려무역의 성장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한인사회와 코참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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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해외진출기업세제혜택

이번호에서는 금년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세법개정안이지만 

해외진출기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응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선진조세제도 구축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을 확 하고, 

기본공제율은 축소하였으며,

둘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한 세제지원요건을 폭 완화하고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

셋째, R&D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에 한 세제지원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으며,

넷째, R&D비용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연도로 조정하였고,

다섯째,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단기양도에 한 

중과세도 완화하였으며,

여섯째, 과세형평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개선하고,

일곱째, 기존 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물적분할 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자산처분에 따른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럽 재정위기 극복 및 조세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실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퇴직소득에 한 과세정상화를 위해 연분연승법 적용시 환산배수(5배)를 추가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나,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로의 가이며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이라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입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장비의 사용 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용료에 한 제한세율(0~15%)을 

적용하도록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나,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은 상한율이라는 점,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입법화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섯째, 국내외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해 R&D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전담부서 등에서는 타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위탁시 업무수행 주체를 

실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입법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싱가폴 및 한국세법에 한 주요변경내역이 있을경우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감면요건 : 2년->4년으로 연장

  -세액감면(추가) : 관세: 중소기업의 자본재수입에 해 5년 100%감면

  -해외사업장 유지방식에 한 세액감면(부분매각, 생산물량 감축등)

    (감면요건)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3년간100%,그후2년 50%.

                   관세:자본재수입에 관해 5년간 50%감면

  -적용기한 12년말에서 3년간 연장

  현행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에 한 세액감면

  -감면요건

    국내사업장 개설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내 국내사업장 개설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그후 2년간 50%

김재헌 회계사

삼일회계법인에서 파견되어 PwC 
Singapore office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소재 한국법인에 
대한 회계, 세무 등의 business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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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12년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4분기 및 내년도 성장 전망
○서비스산업 동향

○ 싱가포르 통계청이 1,500개 국내 서비스기업들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9%가 향후 6개월간 경기를‘긍정적’으로, 18%  

    의 업체들이‘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

    - 향후 6개월간 경기는 지난 2~3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연말 수요증가 기 로 41%로 가장 높은 성장예상가중치를 나타냄

    - 식음료업과 숙박업도 연말 수요증가 예상으로 각각 39%, 30%의 높은 수치를 기록 

○ 레저산업 10%, 정보통신업 7%, 도매업 4%, 비즈니스 서비스(부동산 제외) 2% 등을 기록하여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 

○ 반면 운수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의 경우 하락세가 예상

    - 운수업 -14%, 금융보험업 -3%, 부동산업 -18%를 각각 기록

    - 운수업의 부정적 전망은 해운·선박업 불황에 기인

○영업이익

○ 조사 상 기업 중 4분기 영업이익 개선을 전망한 업체가 하락을 예상한 업체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매업의 성장평균가중치가 46%를 기록하여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외 숙박업(27%), 정보통신업(16%), 레저산업(12%) 금융보험업(2%), 비즈니스 서비스(2%) 순으로 나타남

○ 운수업(-11%)과 부동산업(-21%)의 영업이익은 다소 큰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고용부문에서는 14%의 기업이 고용 개선을, 6%가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다수의 산업에서 고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 허인규 부장

Office (65) 6323 1161   E-mail inkyu@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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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전망>

2012.10 - 2013.3 서비스업 성장전망 (개괄)

성장예상가중치 (Net weighted balance, %) 자료: Sing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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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서비스산업 업종별 영업이익 전망>

성장예상가중치 (Net weighted balance, %) 자료: Sing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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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한국경제를 이끌 7대 키워드

1. 잃어버린 10년
일본처럼 한국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말은 아니다. 장기 불황에 빠져 앞으로 10년 

동안 여전히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 2만 달러 시스템의 

한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 IT, 조선, 자동차 등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산업이 모두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선진국으로 

넘어가려면 국가, 기업, 개인 모두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장의 최  걸림돌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미래학자들에게 위기 요인을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답이다. 홍성국 

우증권 전무는 “저출산•고령화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지금도 저출산•고령화에 한 경고가 쏟아져 나오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인구가 줄고, 기업의 인력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뀌면서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역동성을 잃게 된다. 노후 비를 하지 못한 국민은 정부에게 사회적 지원을 요구 하지만 정부의 부채는 지금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삶은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공병호 소장은 “무작정 

복지를 늘리게 되면 경기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상당 부분 고통이 따르겠지만 

국민들은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 공감  형성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쟁 도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와 통일 비용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한준 연세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는 글로벌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리스크가 커질수록 투자 매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금방 회수할 수 없는 투자라는 점에서 국내 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2. 소모적 소비 시대의 종말
소비 사회는 끝났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고갈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탓에 10년 뒤에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한 욕구가 커진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전망이다.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팀장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비 사회’가 저물고 ‘보존 사회’가 두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윤리적 소비’,‘착한 소비’등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기업은 보존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사업 영역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보존 사회는 지나치게 소모적인 생산과 소비를 지양하고, 재무적 비용만이 아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려 등을 포함한 

사회적 총비용을 계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적화된 적정 

상태의 성장을 고려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적정 인구, 적정 생산 등‘적정’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에 들어간 

상태이다. 차기 정권에서는 보존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 서용석 팀장의 예상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재활용, 새로운 포장 형태, 새로운 마케팅 기법 등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 부각될 수 있다.

3.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엘지 등장
호주 정부 부처에는 기후부가 있다. 기후장관도 있다. 온난화와 에너지 고갈로 기후 산업이 개별 국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 가격은 2020년부터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자원으로서의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표는 이때 두각을 드러내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미세조류인 엘지(Algae)를 

꼽는다. 엘지는 하수 폐기물이 든 플라스틱 속에서 1주일 정도 배양하면 다량의 바이오 매스가 나온다. 이것이 바이오연료로 

전환되면 제 3세  바이오 에너지가 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엘지를 이용해 기름은 물론 이산화탄소와 폐수를 

처리하고, 식량•비료•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오메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박 표는 “미국에서는 알지로 

발음하고 있었는데 엘지로 발음해달라고 요구해 공식적으로 엘지로 발음되고 있다. 국내 기업인 LG가 엘지를 팔면 한국이 세계 

10  바이오 에너지강국에 들 수 있다는 바람에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버블을 경고하는 미래학자도 있다. 이미 30년 전부터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막 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석유를 

능가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팀장은 “녹색 에너지를 

비롯한 그린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성이 떨어진다. 지금처럼 개발이 늦어지면 10년 뒤에는 그린버블로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4. 살아남기 위한 대기업들의 변신
지난해 국내 기업 상당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 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훌훌 털어버렸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여기까지가 최고치라고 본다. 기업 상당수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기 직전이라는 해석이다.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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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향후 10~20년 이내에 국내 30  그룹 중에서 15개 이상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내 최  기업인 

삼성그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삼성그룹이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 최윤식 소장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실리콘 소재 반도체로는 10년도 버틸 수 없다. 스마트폰은 내•외장 메모리를 사용하는데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메모리가 아예 필요 없어진다”라고 단언했다. 삼성은 생존을 위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10년 

뒤에는 바이오테크놀러지(BT) 회사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 순수 원천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용기술로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즉, 삼성전자는 BT와 의학을 연결시킨 바이오시 러, 진단(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BT 

응용회사로 진화할 수 있다. 

현 •기아차그룹 역시 자동차 생산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10년 뒤에는 중국과 인도가 저가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때문에 현 •기아차그룹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안으로 뛰어들 산업은 로봇 산업이다. 최윤식 소장은 “로봇 기술 

1위는 일본이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혼다나 도요타와 같은 자동차 회사이다. 현 자동차가 이 부분에 뛰어들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회사도 살고 국내 경제가 내실을 갖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 산업은 10년 뒤에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다. 수주량 기준으로 조선 산업 1위의 지위는 이미 지난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5. 1인 기업의 보편화
기업조차 생존의 기로에 선 마당에 기업이 개인의 일자리를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미래 

사회에서 기업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다”라는 루퍼트 머독의 말처럼 1인 기업 

같은 소규모 기업이 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기업의 90%가 10인 이하 기업이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표는 “

기계화자동화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계산원이다. 그러나 5년 뒤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의 상용화로 모두 사라진다. 종국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  변화에 빠르게 응하는 1인 

기업이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1인 기업은 1인 권력화와 맞닿아 있다. 권력이 종교에서 국가, 기업으로 이어지다가 10년 뒤에는 개인에게 쥐어진다는 논리이다. 

영국 정부나 호주 정부는 공무원을 ‘국민 설득 요원’이라고 부른다. 개개인의 힘이 강해져서 정부가 정책을 어붙인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인터넷과 통신 수단의 발달은 1인 권력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1인 문화 산업을 예견했다. 천원장은 “IT 발달로 어렸을 때부터 소통 기술을 익힌 국내 10  

청소년들은 세계를 찾아다니며 자국 문화를 전파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것이다”라고 기 감을 내비쳤다.

6. 클라우드 컴퓨팅 전쟁
10년 뒤에는 휴 전화라는 말이 없어질 수 있다. 신 7인치, 9인치, 12인치 디바이스 등 다양한 사이즈의 디바이스만 존재할 

뿐이다. 하나의 기기에 전화•인터넷•전자 책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이즈의 기기를 선택해 사용하면 

그만이다. 애플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때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영화 <아바타>

에서 연구원들의 손짓 하나로 그림 파일이 기기를 옮겨다니는 것도 이 기술 때문에 가능하다. 

7인치 기기로 작업한 내용을 클릭 하나로 12인치 기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최윤식 

소장은 내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전쟁이 시작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쟁에 뛰어들 전사는 통신회사와 컴퓨터 회사이다. 

인터넷전화의 등장으로 통화 수익을 거둘 수 없는 통신회사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새로운 수익원이다. 컴퓨터회사 역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목하고 있다.

7. 가상 국가의 등장
이제 지루한 러닝머신은 사라진다. 좁은 공간에서 농구, 축구, 골프를 시뮬레이션(모의실험)으로 모두 즐길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하는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모션캡쳐 기능을 갖춘 30만원 상당의 엑스박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 기능이 발달하면서 가상 현실이 현실과 합쳐지게 된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이다.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가상 현실은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의도를 갖지 않아도 가상 현실에 접근할 수 있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수천 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눈앞에서 볼 수 있고, 가상 인물이 무 에서 노래하더라도 실제 

콘서트장처럼 열광하게 된다. 영상이 촉감을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구분조차 모호해진다. 

이렇게 가상 현실이 가속화되면 자연스럽게 가상 국가가 두될 수 있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표는 “위키리크스도 일종의 

가상 국가이다. 10년 뒤에는 이런 가상 국가가 더욱 많아지고,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는 곧 정치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주게 된다”라고 예상했다. 가상 국가에서 통령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자료 발췌: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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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조직경제학이란 관점을 개괄하였다. 조직경제학은 사람이 왜 조직을 만들어 그 안에서 

일하려 하는지에 해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균형 있게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제 로 바라 보고 또 적절히 응할 

수 있는 통찰을 함께 제공해 준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을 앞으로 하나씩 총 10가지를 살펴 

보자. 

오해 2 : “업무 환경과 여건 개선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호손(Hawthorne) 실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어느덧 고전이 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1920년 , 하버드 학 연구팀은 업무 환경의 변화와 업무 성과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실험 상으로 지목된 회사는 전화기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Western Electric Company) 사였다.

연구팀은 회사 공장 중 하나인 호손(Hawthorne) 공장에서 실험을 시작했는데, 먼저 ‘엄청나게 넓은 

조립실’에서 일하던 직원 중 여섯 명을 차출해 ‘좁은 계전기 조립실’로 데려갔다. 그 때, 관리자는 

그들에게 빨리 만들 생각은 하지 말고 예전처럼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최적의 업무 환경(one best way)’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했다. 

우선 연구팀은 며칠 동안 여섯 명의 직원들이 정상적인 조명 아래에서 해낸 일의 양을 기록했다. 며칠 

뒤, 연구팀은 직원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조명의 밝기를 개선했고 작업량은 예상 로 증가했다. 

그리고 며칠 뒤, 비교할 목적으로 그들은 조명의 밝기를 다시 어둡게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왔다. 

작업량이 조명이 밝아졌던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제 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조명의 밝기를 계속 낮춰 보았다. 결국 조명의 밝기가 달빛과 유사할 

정도로 낮아졌는데도 작업량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결국 실험에 참가한 직원들이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꼈기 때문임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였다. 수백 명이 함께 일하는 거 한 

조립실에서 단촐하게 일할 수 있는 좁은 조립실로의 이동이 그들로 하여금 선택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했던 것이다. 이는 물론 실험 상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실험 상자들이 실험 의도와 

상관 없이 그렇게 느끼고 인식했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관리를 배제해 준 것에 해 실험 

참가자들은 이를 자기들에 한 조직적 존중(respect)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들로 인해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과는, 이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일종의 공동체를 

구성했다는 사실이다. 그 공동체는 신속하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그 규칙과 행동지침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경고나 처벌에 한 위협 등 어떠한 의도나 사회적인 압력도 없었으며 또한 이것이 전혀 필요치도 

않았다. 최 한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최고였다.

박정열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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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받고 있는 구성원은 기업을 춤추게 한다. 존중 받고 있는 조직 구성원은 업무환경과 여건이 열악해도 주인의식과 열정으로 

성과를 만들고야 말기 때문이다. 업무 환경과 여건 개선은, 조직 구성원이 존중 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필요조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독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업무 환경과 여건 개선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거의 부분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 때 독자는 관계와 의미라는 사회적 관점을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더 좋은 업무 환경과 여건이 더 큰 성과를 담보한다는 전제 하에 부분의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효율과 이익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작동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최고의 업무 환경과 여건을 제공할 수는 없다. 기업은 복지센터가 아니다.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기여하는 존재로 존중 받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준다. 업무환경과 여건이 필요조건은 될 지 모르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성과향상 driver인 것이다.

Leigh Branham은 그의 저서 ‘The 7 reasons employees leave’에서, 인간은 누구나 조직 안에서 다음 네 가지 욕구를 실현하기를 

원하며 만일 이것이 불가하다 판단될 시 이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1. 희망에 한 욕구

2. 자신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

3.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자 하는 욕구

4. 신뢰에 한 욕구

미래에 한 희망을 조직으로부터 제시 받고 싶고, 일 속에서 자신감을 얻으며 주변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아울러 조직 

및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또 받고 싶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욕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존중(respect) 받고 싶다는 것이다.

존중 받고 있는 조직 구성원은 환경이 열악해도 주인의식과 열정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야 만다. 

오해를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진실이었다.

KPMG는 전세계 144개국, 140,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PMG 
Singapore는 Korea Desk를 구성하여 한국비지니스를 담당하는별도의 팀을 운영하여 한국기업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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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회계사

삼정회계법인에서 KPMG Singapore
에 파견되어 Korea Desk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진출 
한국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위해 회계, 세무 및 자문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각 정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자국의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이전가격세제 및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많은 회사들이 싱가포르 국세청인 IRAS로부터 이전가격관련 

질의서를 수령하거나 이에 한 회신 후 이전가격조사까지 확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이전가격에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가격이란?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재화와 용역 및 금전 차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전가격세제는 이러한 거래에서는 “정상가격 (arms length price)”으로 거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세제입니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제3자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전가격세제에서는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으로 거래 되었다는 사실을 회사에 입증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율이 낮으므로 이전가격이슈가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가격세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전가격세제는 그 특성 상 한 국가의 세원이 감소하게되고 다른 한 국가에서는 세원이 

증가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세금배분의 이슈가 있는 Zero-Sum-Game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따라서, 동남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전가격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싱가포르 역시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세원 확보 차원에서 이전가격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IRAS는 어떤 기업들을 이전가격 조사대상 회사로 선정할까?
IRAS는 법인세신고가 끝난 회사들을 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 상 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결손이 누적된 회사

- 영업손실이 계속되는 회사

- 영업이익률이 동종 업계의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그 변동이 심한 회사

- 특수관계자 거래의 비중이 높은 회사

- 로열티, Management Fee 등 용역의 가 지급이 있는 회사

- 관계사간 금전 차거래가 있는 회사

특히 한국 및 일본계 기업들이 최근 IRAS로부터 이전가격조사 관련 질의서를 많이 송부받는 이유 중 

하나는 영•미계 다국적 기업들과 달리 싱가포르가 낮은 세율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이익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커서 실제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많으면서, 결손이 누적되어 있거나,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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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의 적정성은 거래 건건히 검토하는 것인가 ?
이전가격세제 역시 세수확보가 목표이므로 IRAS의 초점은 매 거래 건건이 검토하는 것이 아닌 1년 누계의 손익 검토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전가격Planning을 통하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된 목표 이익률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해가며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전가격의 검증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전가격의 검증 방법을 본 칼럼을 통해 모두 자세히 열거하기에는 지면 관계 상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가능한 제3자와의 거래가격” 과의 단순 비교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OCED에서 

규정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 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UPM: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2) 

재판매가격법 (RPM:  Resale Price Method), 3)원가가산법 (CPM: Cost Plus Method), 4) 이익분할법 (PSM: Profit Split Method), 5) 

거래순이익률법 (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회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이전가격문서화를 준비해두어야 추후 IRAS에서 이전가격조사시 IRAS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회사의 논리를 

먼저 주장하며 조사의 주도권을 회사가 가져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전가격세제 
현재까지 공표된 싱가포르 이전가격세제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을 안고 갈것인가 위험을 통제할 것인가?
이전가격세제는 다른 세법보다도 사전에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응하는 

것은 이미 쌓여온 히스토리를 얼마나 이전가격세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틀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고 또한 추후 

주기적으로 IRAS가 질의서를 재차 송부할 경우 이전에 세웠던 논리가 도리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으므로 그 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참 저널의 독차 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본 컬럼에서는 이전가격세제를 최 한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다보니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이전가격이슈는 이제 한국기업들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필수항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IRAS도 2008년 부터 이전가격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하였고 차츰 그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각 회사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전가격에 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KPMG 싱가포르의 

나경원 회계사 (Korea Desk: +65 6213 2727) 또는 이미성 회계사 (이전가격팀: +65 6508 23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ncome Tax Act

IRAS Circulation

34D. Transactions not at arm’s length

-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1.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06년 2월)

- 이전가격 문서화 (문서화의 필요성, 문서화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 예시）

- 정상가격원칙（정상가격산정방법, 정상가격범위의 적용 등）

- 상호합의 절차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의 절차 

2. 이전가격 Consultation (2008 년 7월)

- 이전가격 지침서 준수 여부 조사 목적

- 이전가격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를 임의적으로 선정한 후 질의서 송부

- 답변내용을 근거로 추가질의 및 현장조사 실시

3.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 가이드 라인 (2008년 10월)

- APA신청에 관한 상세한 절차 소개

4.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용역거래 가이드 라인 (2009년 2월) 

- 특관자 간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원칙의 적용, 가산정방법 등

- 특관자 간 용역거래에 관한 판단 기준, 가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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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cham Charity Golf & Gala Dinner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Korea Festival 2012”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2일(금) 한-싱 
저명인사 초청 자선골프대회(Singapore Island Country Club) 및 만찬(St. Regis Hotel)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 5회를 
맞이한 금년 행사도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Down Syndrome Association 
(Singapore)에 S$25,000을 후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고: ‘08년 MINDS S$30,000 / ‘09년 Singapore Children’s Society S$20,000 / ‘10년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Life Line Singapore, World Vision S$25,000 / ’11년 Society for the Physically Disabled S$20,000)

골프 단체 사진(Singapore Island Country Club) 정영수 회장 인사말

오 준 대사 축사

오프닝 드럼연주 by DSA

Guest of Honor
–Mr. Seah Kian Peng 축사 DSA 후원금 전달식(S$25,000)

만찬 전경 초청 가수 장계현 공연 만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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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한인상의 워크숍

대한상의 주관으로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2012년 하반기 한인상의 워크숍에 정영수 회장과 김홍주 상무관이 
참석하였다.

12월 1일(토)-2(일) 코참 운영위원 하반기 워크숍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1일(토) ~ 2일(일), 1박 2일 동안 상공회의소 운영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2년 하반기 운영위원 워크숍을 말레이시아 콴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코참 
운영위원간 친목을 도모할 뿐 아니라, 향후 교육, F&B, 해양 분과 신설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 모습 단체사진

골프 단체 사진 회의 모습

워크숍 첫째 날 우승을 차지한 
김홍주 상무관과 둘째 날 78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한 정영수 회장

▶



2012년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SK에너지
에스티엑스팬오션 싱가포르 법인
현대상선
한국관광공사
신한은행

 3,000.00 
2,500.00 
2,500.00 
2,000.00 
2,000.00 

042012 농수산물유통공사 싱가포르 지사
장수 숯불갈비
고려무역
대천실업(싱가포르) 사인유한공사
하나투어 싱가포르 지사

  2,000.00 
 2,000.00 
 1,000.00 
 1,000.00 

500.00 

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연회비

대경 싱가폴 법인
아리랑 트레이딩
미디어키즈
코일텍스틸
팬우드엔지니어링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회원사

CJ그룹
GS칼텍스 싱가포르
삼성전자
쌍용건설㈜
삼성물산 상사부문 
LG 상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은행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
하나은행 싱가포르 지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5,000.00 
3,000.00 
3,000.00 
 2,500.00 
 2,500.00 
 2,000.00 
2,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052012 SK가스
화천기계
SK해운㈜
㈜ 동아지질 싱가포르 지사
삼성자산운용 싱가포르 법인
아랍은행
한국투자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
메이팀교역
현대종합상사
쉥커 싱가포르
토다이 싱가포르
대림코포레이션

  2,000.00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POS-SEA Pte Ltd
(사단법인) 한국선급 싱가포르 사무소
코리안리재보험, 싱가포르지점
다이나믹스코스모 ㈜
퀴네+나겔 싱가포르
한송야마가타 인텍
Eversheds
JAC Singapore Pte Ltd
대양 엔지니어링
셈콥 파크 매니지먼트 유한공사
오션링 마린

10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삼성전기(주) 동남아 판매 법인
피엠케이상사
코차이나 로지스틱스

2,500.00 
500.00 
500.00 

062012 JK 종합보험
고려제강㈜

   500.00 
 500.00 

법무법인 스콰이어 샌더스
법무법인 나바로
시큐리타스 싱가포르지부

   500.00 
 500.00 
500.00 

SJJ 마린    500.00 

대우인터내셔날
PG 홀딩스
셈트란스

  2,500.00 
  2,500.00 

 500.00  
072012

대한항공
케이에스엠 엔지니어링

  2,500.00 
500.00 082012

현대건설
운앤바줄 법률사무소
KPMG 한국데스크

  2,500.00 
1,000.00 

500.00 
092012

한진해운
한국석유공사

  2,500.00 
1,000.00 102012

PwC LLP
글로벌텍스프리
현대미포조선

500.00 
500.00 
500.00 

112012

IGM세계경영연구원 500.00 122012

(12월 24일 기준)

*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주신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K O C H A M  J o u r n a l

회원사 동정 및 공지사항

1 8 P a g e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김  경  호 대표 (Kim Kyung Ho)
Global Tax Free Pte. Ltd.
Level 15 Prudential Tower 30 Cecil Street S049712

T. 6232- 2926  F. 6232-2907
gtf@global-taxfree.com

인사 동정 STX Panocean Singapore Pte. Ltd. – 문용운 법인장 귀임 / 정상진 법인장 부임

윤  희  정 지사장 (Yoon Hee Jung)
IGM세계경영연구원 싱가포르 지사
Level 20, 16 Collyer Quay Singapore 049318

T. 9856-4924
hjyoon@igm.or.kr

발행인

편집인

인   쇄

발행일자

K O C H A M  J o u r n a l

정영수 회장

이현경 수석 부회장
김규식 상근 부회장
박세경

아트페이지

2013년 1월 3일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한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 보다도

70세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 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을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7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이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원제: 80년 세월의 꼭대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