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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출장자들을 위한 회의실 무료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는 비즈니스 미팅 또는 간단한 

사무처리를 위한 적합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한국 기업의 

출장자 또는 싱가포르 주재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중심지(Tanjong Pagar)에 위치한 

무역협회 『KITA Singapore Traders' Lounge』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공간 및 설비

   ㆍ최대 15명 수용 가능한 회의실 (비즈니스 미팅, PT, 사무처리 용도로 이용 가능)

   ㆍ구비 설비 및 사무용품

      - 유무선 인터넷,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 복사, 프린팅 등 OA 기기 (※ 대량 인쇄는 제한됨)

      - 비즈니스 자료 : 동남아 바이어DB, ASEAN 국가별 시장 정보 등

▶이용 용도 및 대상

   ㆍ소규모 사업설명회, 비즈니스 상담 장소가 필요한 경우

   ㆍ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업무 등으로 일시적 사무 공간이 필요한 경우

   ㆍ그 외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간 업무공간이 필요한 경우

▶이용 방법

   ㆍTraders' Lounge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예약

   ㆍ담당자의 신청서 확인 후 예약 확인 문자 발송

    ※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Email: kitasg7@kita.net, Tel: 65-6323-1161, Fax: 65-6323-1171

   ㆍ운영시간 : 09:00~11:30, 14:00~17:30 (※ 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

<오시는 길> 
♣ 공항에서 지부까지 일반택시를 이용하시면 요금은 

   약 S$20 가량이며 30분 정도 소요

♣ 지하철(MRT)을 이용하실 경우 Tanjong Pagar역에서 

   하차한 후  출구 C  "Anson Rd" 방향 (약 35분 소요).

   출구 C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쪽 (M Hotel 

   방향)으로 도보 약 5분, "79 Anson Road" 빌딩 도착Anson Road Palmer Road

Anson Road

79 Anson Road

M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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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도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아시아의 주축인 동북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국 모두 국가 수반이 바뀌어 한국은 안보,복지, 일본은 경제회복, 중국은 선진대국으로 

도약 하기 위하여 이웃인 3국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발 밑에 놓여 있는 현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세계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단번에 회복 할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어 금년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대외 활동에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동안 매서운 한파는 계절의 신비인 절기의 순환으로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서 조국에는 봄 꽃이 망울을 터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새봄의 자연 현상은 새 생명의 기운으로 항상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가 국가, 사회, 가정을 위하여 정성을 바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보람이 되어 

금년이 행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려하고, 참여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5일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회 장   정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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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톤

이증구 대표

1996년 2월 현대건설 주재원으로서 싱가포르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유경쟁사회인 이곳은 

공정성과 공평성을 중시하여 누구에게나 사업을 시작하기에 여건이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작이 쉬운 만큼 실패하기도 쉬운 곳이지만, 그것을 판가름 하는 열쇠는 바로 

‘실력’에 있습니다. 당시 한국도 건설업 시장이 좋았었지만, 싱가포르의 열려있는 공평한 

기회와 한국인들이 현지인들 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점에서 용기를 내어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인구를 600만 이상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싱가포르에서 기회와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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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 사업은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현대, 삼성, 

쌍용건설 등이며, 현재 약 열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외국업체로는 

일본의 PENTA OCEAN과 중국업체인 상하이 터널 E&C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현대건설에서 맡은 Jurong Rock Caverns라는 지하 석유 비축 기지 공사, 

중심가Twin Peaks콘도, 선택시티 건너편에 South Beach콘도, 막 완료된 Pasir ris 2와 

McPherson 지하철역 등이 있습니다. 삼성과 협력해서 하는 일 중에는 Farrer Road에 위치한 

병원과 호텔이 함께 있는 복합의료시설 Connexion, C908(Cross Street Station) 역과 C486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쌍용과는 Bedok에 주상복합 건설을 짓고 있습니다.

2. 리스톤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며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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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재원으로 부임했다가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자체가 싱가포르에 18년 살면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은 어렵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그 다음길이 달라집니다. 리스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까지는, 사업 초창기에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과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는 공정성과 공평성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치적인 요소보다 실력을 바탕으로한 경쟁력을 더 중요시하는 투명성 있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4. 평소 코참에게 바라는 점으로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코참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활동을 

해왔습니다. 코참이라고 하면 대기업들만 참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진출한 대기업들은 당연히 코참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지만 저희처럼 현지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상공인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 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참이 큰 기업의 

참여로만 운영될 것 같은 인식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업체를 운영 하실 분들에게 제가 약 10년 동안 고생하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노하우를 나누는 등 코참 회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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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원청사가 되는 것이 꿈이자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나아가서는 개발사업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퇴 후 고국을 베이스캠프로 아시아권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나중에 아시아권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지사도 안정을 찾은 단계여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일했던 나라와 지역을 다니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아이들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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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지 식

개인소득세의 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과세합니다.

-임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경우

-일년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재직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의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세 번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2007년1월 이후에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2년에 걸쳐 최소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거나 

고용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특별한 면제사유가 아니라면 싱가포르에서 얻은 소득에서 세금을 

과세하고 투자소득의 대부분은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과세소득이란

개인의 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래로 인한 소득

-근로소득(현물소득 포함)

-연금 소득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로열티, 프리미엄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기타소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과세소득에 대해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관련 유의사항

한국에서 파견된 대기업 주재원의 경우 한국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 급여를 

합산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법인에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싱가포르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은 급여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기업이 주재원을 대신하여 주택임차 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조금액은 과세대상이 

되는데 다만, 연간 근로소득의 10%를 한도로 과세되므로, 주택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율

(1) 세무상거주자에 대한 세율

거주자는 3.5%~20% 까지 세금이 과세됩니다(아래 과세 세율표 참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소득이 350,000 인 경우

납부세금> 10,000*2%+10,000*3.5%+40.000*7%+40,000*11.5%+40,000*15%+40,000*17%+120,000*18%+(350,000-320,000)*20% = 48,350

유효세율>  13.81%

김재헌 회계사

개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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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geable Income

0~20,000

20,001~30,000

30,001~40,000

40,001~80,000

80,001~120,000

세율

0.0

2.0

3.5

7.0

11.5

Chargeable Income

120,001~160,000

160,001~200,000

200,001~320,000

320,001~ 이상

세율

15.0

17.0

18.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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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상비거주자에 대한 세율

비거주자는 고용소득에서 균일세율 15%(수당공제 없이)와 위의 (1)의 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즉, 

Max(15%, 거주자에 대한 단계세율) 

그 외 비거주자의 싱가포르에서 발생된 소득은 균일세율 20%가 과세됩니다. 싱가포르에서 60일 이하로 단기 고용된 비거주자(이사 

및 공인이 아닌) 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일정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아래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행해집니다.

관리 및 규정 준수

개인은 한 해의 파생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의 4월 15일까지(서면 제출) 또는 4월 18일(전자 제출)까지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B1-근로자; B-자영업자 개인; M-비거주자 개인).

소득신고서의 지연제출은 수수료를 물거나 법정, 체포영장, 기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신고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할부 지불 방식을 택하지 않는 한 통지일로부터 1달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절차

(1) http://mytax.iras.gov.sg. 에 접속합니다.

(2)“My Personal Tax Matter”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타입을 선택합니다.

     - IRAS PIN 로그인을 위해서 Tax Reference Number(NRIC, FIN) 그리고 IRAS PIN을 입력합니다.

(4)“Begin e-Filing for YA 2013”을 선택합니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매월 급여지급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고용주는 한 해동안 각 고용자의 급여정보를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보고합니다. 고용자의 납세 의무는 고용주에 의해 제공된 정보와 고용자들에 의해 편집된 소득 원천 정보(각종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를 기초로 하여 결정됩니다.

고용주는 규정기간 내에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통지를 해야 하며 고용 관계를 중단하기 전에 비 싱가포르 국민인 고용자에게 

지불가능한 모든 금전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모든 미지급 세금이 지불되고 납세필증이 획득된 후에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된 

급여 등이 고용자에게 환급됩니다. 고용주는 싱가포르인과 싱가포르 영주권자를 위한 Central Provident Fund에 일정 %의 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경우는 PwC 싱가포르의 김재헌회계사(Direct 6236 7451, E-Mail : jaehun.kim@sg.pwc.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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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무 지 식

Office (65) 6236 7049    Fax (65) 6236 3300

Mobile (65) 8186 7433  E-mail koreabusiness.sg@sg.pwc.com

Address  8 Cross Street #17-00 PwC Building, Singapore 048424

이사 보수지급액

연예인 등의 공연보수액

기타전문직업인의 소득액

종업원 보수지급액

단기근로용역제공자

기타

세율

20%

15%

15%

Max(15%를 적용한 납부세액, 

거주자에게 적용된 세율를 적용한 납부세액)

비과세

20%

설명

60일 미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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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스리랑카(콜롬보) 및 몰디브 정기편 신규 취항

대한항공은 3월 9일, 인천~스리랑카 콜롬보~ 몰디브 노선 신규 취항 기념행사를 갖고 첫 운항을 시작했다.

이 노선에 전 좌석 주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AVOD)이 장착된 276석 규모의 A330-300 항공기를 투입해 주 3회(월, 수, 토) 

운항한다. 

 

출발편은 오후 10시 40분 인천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04시 10분에 스리랑카 콜롬보에 도착하고, 오전 5시40분에 콜롬보를 

출발해 오전 6시40분 몰디브에 도착한다. 복편은 오후 3시 30분 몰디브를 출발해 오후 5시30분에 콜롬보에 도착하고, 오후 6시

50분에 다시 콜롬보를 출발해 다음날 오전 6시10분 인천에 도착한다.

특히 몰디브를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항공편 스케쥴을 현지시각 오전에 도착하여 오후에 출발하는 패턴으로 

구성했다.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경제ㆍ문화의 중심지로 스리랑카 최대의 도시이자 해상수송의 중계지로 동ㆍ서양 문화가 함께 숨쉬는 

매력적인 곳이다. 스리랑카는 ‘플론나루와’,‘아누다라푸라’,‘캔디’등 고대 신할라 왕조와 함께 꽃 피운 불교 문화 유적지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산하라자’산림보호구역, 실론티의 보고 ‘누와라엘리야’의 홍차밭 등 볼거리가 

매우 다양하다.

한편 스리랑카 남서부의 인도양에 있는 ‘지상 낙원’몰디브는 신혼부부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휴양지로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 맞춤인 곳이다. 1192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몰디브는 강렬한 

태양과 깨끗한 모래사장, 에메랄드 빛 바다와 형형색색의 바닷속 산호 정원이 사방에 둘러 싸여 있는 곳으로 마르코폴로가     

‘인디아의 꽃’으로 묘사할 정도로 태고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베트남 다낭을 시작으로 6월 케냐 나이로비, 9월 양곤,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규 노선을 활발히 

개설해 글로벌 노선망 확충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Office (65) 6796 2001

E-mail sinsm@koreanair.com

Korea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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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조직에 대한 이해 V

<Summary>

조직경제학은 사람이 왜 조직을 만들어 그 안에서 일하려 하는지에 대해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균형 있게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 보고 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통찰을 함께 제공해 준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을 매 월 하나씩 총 10가지를 살펴 보고 있다. 지난 호 ‘업무 환경과 여건 

개선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에 이어 세 번째 오해, ‘더 많은 사람이 투입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를 살펴 본다. 

오해 3 : “더 많은 사람이 투입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Ringelmann)은 약 100년 전에 줄다리기를 통해 조직의 규모와 상대적인 

노동의 효율성에 대한 획기적인 실험을 감행했다. 그는 우선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1명, 2명, 3명, 

그리고 8명씩 그룹을 이뤄 밧줄을 잡아 당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각 그룹에 속한 남성들이 

발휘하는 힘을 측정했다. 혼자서 밧줄을 당기게 했을 때, 실험 대상자는 평균 63kg의 힘을 발휘했다. 

2명의 남성이 함께 밧줄을 당겼을 때, 그들이 발휘한 힘은 한 사람 몫인 63kg의 두 배, 즉 126kg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3명의 남성이 당겼을 때도 한 사람 몫의 세 배인 189kg에 미치지 못했다. 두 

사람이 밧줄을 당겼을 때, 발휘한 힘은 평균 118kg에 불과했고(두 사람이 각각 혼자서 밧줄을 끄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8kg이 모자랐다), 세 사람의 경우에는 겨우 160kg밖에 되지 않았다(29kg이나 

모자란다). 그리고 여덟 명의 남자가 함께 밧줄을 당겼을 때에는 그들이 잠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보다 자그마치 256kg이나 적은 힘을 내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이것은 조직의 크기가 커질수록 참가자 한 사람이 발휘하는 잠재력은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즉,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로 발현 가능한 잠재적인 능력의 격차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링겔만의 실험은 조직의 수가 2배, 3배, 8배로 늘면 조직의 성과도 2배, 3배, 8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의 조직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조직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은 줄어드는 것일까? 링겔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능률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조화의 상실

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면서도 모두 한 방향을 지향하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즉 줄다리기 

같은 협동업무를 할 때 개인의 역량이 동일한 순간에 하나로 집중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의 상실

어떤 조직이 특정한 성과를 이뤘을 때 그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보통 타인에게 일을 떠 맡기려는 습성이 있다. 특히 조직의 규모가 클 때, 구성원들의 

고유한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것을 가리켜 

‘사회적 무위도식(social loafing)’이라 부른다. 이런 현상은 조직 구성원들 각자가 이룬 성과물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 서로 비교되고, 이를 통해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하게 된다.

박정열 부 장

KPMG Korea Learning & Develop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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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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의식 없고 책임감이 희석된 세 네 사람보다 100% 몰입된 단 한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른바 ‘일당백’이란 말은이를 

두고 한 말이라 하겠다. ‘사회적 무위도식’과 ‘책임분산현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 조직이 가지는 본질적 숙제이다.

독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더 많은 사람이 투입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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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을 들여다 보면,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더 큰 성과를 담보한다는 전제 하에 대부분의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이른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작동하였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자원과 다르다. 더 많은 인력이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내 주지 않는다. 사람은 관계와 그로 인한 조직 

역동성(dynamics)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혼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던 사람이 특정 동료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성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반면 A와 일 할 때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이 B와 일하게 되면서 괄목할 만한 상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 

독자는 귀하의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한 상황을 

관찰해 보면 자동차가 많이 다녀 북적이는 도로보다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도움을 받기가 휠씬 더 쉽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인적이 드문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만약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북적이는 도로 위의 운전자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직접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책임감 분산 현상’이라고 부른다. 

전략적이지 못한 단순한 인력 추가 투입은 ‘책임감의 분산’ 현상과 ‘조직 내 무위도식’의 유혹으로 인해 결국 더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심지어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사람이 늘어나지만 모두 처음과 같이 자신의 일처럼 

무한책임으로 임하는 모습은 아마도 모든 조직이 꿈꾸는 로망이자 To-Be의 모습일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모습에 좀 더 

다가가도록 해 줄 것인가? 이러한 오해를 올바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오해를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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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16 Raffles Quay,#22-00 

        Hong Leong Bldg. S 048581

2010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정부예산안을 통해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싱가포르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재경부 장관 주재로 발표된 2013 싱가포르 정부예산도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싱가포르의 

질적인 성장과 공정하고 통합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책들은 

적으나, 여기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비교적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외국인 노동자 (foreign 

workers) 정책의 강화, 과도기 지원 패키지, 개선된 생산성 및 혁신 공제제도 (Productive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이하 PIC 제도)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강화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의 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비교적 낮은 임금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Work Permit과 S Pass

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부담금 (Foreign Worker Levy)을 2014년과 2015년에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산업별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한도 (Dependency Ratio Ceiling: 

DRC)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1) 신규 발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변동된 비율이 적용됨. 기존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주2)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주3)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마지막으로, S Pass발급을 위한 최저 급여기준도 기존의 $2,000에서 $2,500로 인상될 예정이며, 

좀더 숙련되고 연령이 높은 S Pass 신청자들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도기 지원 패키지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들의 비용인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임금보조금제도 (Wage 

Credit Scheme), 법인세환급제도 (Corporate Income Tax Rebate) 그리고 생산성 및 혁신 공제보너스 

(Productive  and Innovation Credit Bonus, 이하 PIC 보너스)로 구성되는 과도기 지원 패키지를 

앞으로 3년 동안 도입할 예정입니다. 각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경원 회계사

2013 싱가포르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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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해운업

변동 사항 없음

Overall DRC – 40% (주1)
SP –15% (주1)

변동 사항 없음

변동 사항 없음

WP – local : foreigners 

      = 1: 4.5 (주2) / 1 : 3.5(주3)

SP – 변동 사항 없음 

WP – 60%
SP – 20% 

Overall DRC – 45%
SP – 20%

WP – local : foreigners = 1 : 7
SP – 20%

WP – local : foreigners = 1 : 7
SP – 20%

WP – local : foreigners = 1: 5
SP – 20%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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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가 포 르  투 자 지 식

P a g e 1 1

•

•

•

   (주4) 월총임금액은 기본연봉, 보너스, 보조금, 초과근무수당 등 당해에 고용인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기업이 CPF를 납부한    

   달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주5) 최소 3명의 현지인 고용인에 대한 CPF를 납부한 기업

   (주6) Year of Assessment 즉, YA2013의 신고대상 과세소득은 2012년임 

개선된 생산성 및 혁신 공제제도 (PIC제도)      

PIC제도와 관련하여서는, 2012 싱가포르 정부예산에 이미 많은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큰 

폭의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개선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

•

•

•

회사가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도입하여 왔습니다. 이번 2013 

싱가포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회사가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개정 역시 이러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과 변경되는 과세방법을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7)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주택의 예상 연간 임차료

일반적으로 주재원들이 거주하는 싱가포르의 연간 주택의 임차료가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사항은 개인소득세에 대한 

인상이 예상되며 뿐만 아니라 많은 주재원의 개인소득세를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한국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회사의 비용 

증가 효과 역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YA2015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2013 싱가포르 정부예산안 중 우리 기업들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정부예산안은 단순히 그 해의 정부 정책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향후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면 관계 상 

여기서 소개드린 주요 개정사항 뿐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예산안 전체를 각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해보는 것도 장기적인 

기업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을 제공한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주택의 

연가치에서 고용인이 부담한 임차료를 차감한 금액

주택을 제공한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Min (①,②)

① : 총보수의 10%

② : 주택의 연가치 (Annual value(주7))에서

고용인이 부담한 임차료를 차감한 금액

변경 전 변경 후

임금보조금제도: 월총임금액 최대 $4,000을 한도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싱가포르 시민권자 월총임금액(주4) 인상분의 40%

를 정부에서 지원하여주는 제도

법인세환급제도: 연간 $30,000을 한도로 30%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  

PIC보너스: 일정 요건(주5)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YA(주6)2013 부터 YA2015까지 매년 최소 $5,000이상의 적격PIC지출에 대해 

3과세연도의 누계액 기준으로 $15,000을 한도로 현금보조하는 제도

PIC제도 중 자동화 장비의 구매 및 임대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리스트에 건설업 관련하여 싱가포르 건설청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서 제안 및 지원을 받은 장비가 추가로 포함됨

또한 부지 (주택 및 대지)의 유지 관리와 관련되는 청소, 세척 및 세정 활동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도 리스트에 추가됨

기존에 리스트에 열거된 장비에 대해서도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마지막으로, 기존의 PIC제도의 혜택을 받았던 지적재산권의 취득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까지 확장하여 세제혜택을 

적용함. 단, 프랜차이즈 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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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주의 쌉쌀한 맛은 왜 생기는 걸까?

맥주 특유의 쌉쌀한 맛은 호프에서 우러난 것으로서 입맛을 

돋우기도 하고, 이뇨작용을 하게도 한다.

2) 맥주 500㎖ 한 병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의 원료가 
필요할까?

약 60g의 맥아(麥芽), 약 0.3g의 호프hop, 약 15g의 전분이 

사용된다.

3) 맥주병에는 왜 색이 들어가 있을까?

맥주는 일광에 매우 약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맥주 성분이 

햇빛에 반응하여 일광취가 생기거나 맛이 변하게 된다. 

투명한 병은 즉각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광을 차단하는 

다갈색이나 짙은 녹색의 병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색(有色) 병에 넣어도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맥주는 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시는 것이 좋다.

4) 맥주병 어깨 쪽의 조그만 돌기는 왜 있는 것일까?

큰 병의 어깨 쪽에 있는 그 돌기는 ‘널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부딪쳤을 때의 쇼크를 줄이고 병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병의 규격이다.

5) 컵이 더러우면 거품이 거의 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컵이 더러워져 있거나 특히 기름이 묻어 있으면 거품이 나지 

않고 또한 나더라도 즉각 사라져 버린다. 그것은 탄산가스를 

감싸고 있는 거품이 유류에 의해 표면장력을 잃어 거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비누나 세제가 컵에 

남아 있어도 맥주의 거품은 잘 나지 않는다. 맥주의 거품을 

곱게 내기 위해서는 컵을 깨끗이 씻은 후 흐르는 물로 잘 

헹구고 행주로 닦지 않은 채 그대로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6) 맥주에는 방부제•색소•향료 등이 사용될까?

맥주에는 방부제•색소•향료 등이 일체 사용되지 않는다. 

쌉쌀한 맛, 맑은 호박색, 산뜻한 맛 등은 모두 자연의 원료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맥주는 완전한 자연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7) 맥주는 액체로 된 빵?
맥주는 흔히 액체로 된 빵이라고 한다. 맥주가 빵에 못지않게 

영양 있는 음료라는 뜻이다. 맥주에는 지방분은 없지만 

맥주상식 Q＆A

단백질, 당질, 미네랄, 비타민B군 등의 영양소가 들어 있는 

데다 맥주의 알코올은 인체 내에서 연소하면서 상당한 

칼로리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맥주는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양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맥주 

500년』이라는 책을 쓴 호프만은 맥주가 액체로 된 빵이라고 

불리게 된 어원을 고대에서 찾고 있다. ‘맥주를 마시는 

식량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고대에서 맥주를 비어 브레드로 

빚은 데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8) 맥주의 거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

맥주를 맛있게 먹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맥주의 거품은 맥주 

속의 단백질•탄수화물•흡수지 등이 탄산가스의 기포에 

부착하여 생긴 것이다. 천연의 원료로 생긴 거품이므로 

비누거품처럼 오래가지는 않는다.

9) 맥주의 영양분은?

보편적으로 맥주 100㎖ 중의 영양소는 단백질 0.5g, 

탄수화물(당질) 3.1g, 칼슘 2mg, 철분 0.1mg, 비타민B2 

0.02mg으로 되어 있다. 칼로리는 37㎈이다.

10) 맥주를 냉동실에서 차게 해도 될까?

맥주는 얼면 향이나 성분의 조화가 깨져 제각기 그 맛이 

분리되어 맛이 묽어지고, 좋지 않은 쓴맛만이 강하게 

느껴지게 된다. 맥주를 냉동실에서 차게 하는 것은 맛을 

버리기도 하거니와 병이 깨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

11) 보통맥주와 생맥주는 어떻게 다를까?

보통맥주는 용기에 맥주를 채운 뒤 파스퇴라이저로 약 60℃의 

온수 샤워를 끼얹어 효모의 작용을 멈추게 한 것을 말하고, 

생맥주는 이와 같은 열에 의한 처리를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2) 맥주의 색깔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맥주 특유의 풍미•향기•호박색 등은 맥아에서 생긴다. 

맥아는 맥주대맥을 물에 담가 발아시킨 후 그것을 말려서 

만든다. 맥아 건조 시에 열풍을 보내는데, 그때 맥아 중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구성분인 아미노산과 전분의 구성분인 

당류가 반응하여 갈색의 물질이 생긴다. 그와 같은 반응을 ‘

메이라드 반응’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빵이나 비스킷을 

구울 때의 좋은 향과 브라운 색깔도 그런 반응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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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 회장의 인사말

정건진 한인회장의 건배제의

서울대 서양사학과 주경철 교수의 열정적인 강연 모습
주경철 교수에게 감사패 전달하는 정영수 코참회장

오 준 대사 축사 떡 커팅 (왼: 봉세종 회장, 김철수 이사장, 
오 준 대사, 정영수 회장, 정건진 회장)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에서는 2013년 계사(癸巳)해를 맞이하여 1월 3일(목) St. Regis Hotel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총 80여 명의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영수 회장의 인사말과 오준 대사의 축사로 식이 시작되었으며, 곧이어 

단체장들의 떡 커팅이 있었습니다. 

공식행사에 이어, 초청 연사인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주경철 교수가 <문명과 바다–바다에서 만들어진 근대>라는 강연을 

펼쳤으며, 동서양의 교차로인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상공인들을 위한 유익한 인문강연에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건배제의에 맞춰 건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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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2월 4일(월) & 3월 12일(화)

KOCHAM & SMF(Singapore Manufacturing Federation) Networking Session: 2월 5일(화)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5일(화) 싱가포르제조협회(SMF)의 초청으로 네트워킹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에서 각 19명씩 총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Mr. George Hwang, President of SMF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영수 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Guest of Honor로 참석한 오 준 대사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SMF 측의 간단한 브리핑 이후에 양 기관간에 향후 긴밀한 협조를 다지자는 토의가 이어졌고, 오찬을 함께하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코참 금융분과 위원장으로서 재임기간 중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로 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종민 신한은행 지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정영수 회장

왼쪽부터 정영수 코참 회장, Mr. George Hwang (SMF President),
오 준 대사

감사패를 전달받는 정영수 회장 단체 사진

회의 모습

회의하는 모습
지난 12월 코참 운영위원 하반기
워크숍에서 78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한 정영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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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동정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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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동정

한  예  원 (Han Yewon) Associate

Baker & Mckenzie.Wong & Leow
8 Marina Boulevard #05-01 MBFC Tower 1 S018981

켄사쿠 코니시 (Kensaku Konishi) 대표

 

김  호  준 (Kim Ho Joon) 지사장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8 Temasek Boulevard #16-03 Suntec Tower 3, S038988

T. 6884-9896    F. 6884-6883
hojoon.kim@daewooenc.com

T. 6338-1888    F. 6337-5100

Cannon Singapore Pte. Ltd.
1 HarbourFront Ave. #04-01 Keppel Bay Tower S098632

T. 6799 8888    F. 6273 6724
alice_lee@canon.com.sgyewon.han@bakermckenzie.com

Woori Bank Singapore Branch – 박무령 지점장 귀임 / 박용만 지점장 부임

Shinhan Bank Singapore Branch – 정종민 지점장 귀임 / 조영식 지점장 부임

Korea Development Bank Singapore Branch – 박용수 지점장 귀임 / 김승기 지점장 부임

Asiana Airlines – 김형수 지점장 귀임 / 김광현 지점장 부임

Daewo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 오원석 법인장 귀임 / 강의환 법인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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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속테크놀로지
한나프레스
아트페이지

   500.00
   500.00
   500.00

리스톤
LG전자

1,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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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재동실업

2000.00 
2000.00 012013

SK하이닉스
창
아시아나

2,000.00 
1,000.00 
2,500.00 032013

(3월 28일 기준)

*

※ 2012년 회계연도에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과 친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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