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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갑오(甲午)년 「청말띠」 해입니다.

말과 같이 힘차게 달려 금년에도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3년 싱가포르는 건실한 경제운영으로 3%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기운을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해에는 미국과 유럽 경기가 살아 났다고는 하나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선거를 치르고 지도자가 바뀌는 정치적 사건들로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새로 뽑힌 각 국의 

정상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들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할 것 같아 

상당히 빠르게 회복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마음에 태양을 가지고,

                                  입술에 미소를 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보람 있는 갑오(甲午)년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상·의」새해 사자성어 사석위호(射石爲虎) 

'범인 줄 알고 활을 쏘고 보니, 화살이 돌에 꽂혀 있었다'는 뜻으로, 

정신을 집중해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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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장 님  인 사 말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    장     정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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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상공인 여러분, 

희망찬 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진취적 기상을 상징하는 말의 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미국 및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로존의 불황 등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는 미국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발표하여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반면, 신흥국 시장들은 전년까지의 

성장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경제는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년 또한 기업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 동안 난관들을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주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싱가포르 대사관 전 직원은 2014년에도 상공회의소의 화합을 

도모하고 회원사들이 기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대 사 님  인 사 말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대    사     서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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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위 원  신 년  메 시 지

최근에는 새해 전망이 밝기 보다는 항상 어두웠어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매년 

성장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치는 않지만, 미리 대비하고 

돌파구를 찾는다면 좋은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희망찬 청말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 모두의 성공과 회원님 가내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장

감  사정 우 영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로 돌아가자.

장수갈비 사장

수석부회장이 현 경

올해부터 추억 속에 남아있었던 영도다리를 다시 들어올린다고 합니다.

상공인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갑오년 새해에는 발전과 혁신의 

기회를 한 번 들어올려 보시길 빕니다.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동실업 사장

부회장노 종 현

2013 癸巳年에 新加坡에 赴任하여 2014 甲午年을 맞이합니다.

常夏의 赤道에서 時間이 멈춘 듯 했지만 어느덧 새해는 밝았습니다.

저는 2013年 生涯 처음 自發的으로 첫 日出을 고향 바닷가에서 품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들은 日出을 보러 갑니다.

어제 그 해와 다를게 없겠지만, '새로운 始作'의 象徵으로

우리들 눈과 가슴에 담아두고 스스로 다그치기 위해서입니다.

2014年의 첫 日出과 함께 지난 해 아쉽고 안타까웠던 마음 내려놓고

또 다시 "허리 세우고, 가슴 펴고, 머리 들고" 靑馬처럼 疾走하는

甲午年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싱가포르지점장

금융분과위원조 영 식

싱가포르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연말연시입니다.

2013년은 운영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고마운 한 해였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코참도 120년전 선조들이 갑오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것처럼

지금까지 쌓아온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싱가포르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롭게 전진하는 더큰 한해가 될 것을 믿으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만당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더욱 건승하십시오!

대우인터내셔날 
법인장

무역분과위원강 의 환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 행복하고 희망차게 맞이 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GS Caltex 전무

부회장이 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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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에 오시게 된 경위와 싱가포르에 대한 소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1일에 싱가포르지점에 부임하여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동남아의 유일한 선진국,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 싱가포르에 

와서 맨 처음 놀랐던 일은 바로 한류였습니다. 구정 직후 여기저기 

모임에 참가할 때 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어김없이 연주되는 

것을 들었고 참석자 모두 흥겹게 즐기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그 이후 한국 드라마, K-POP, 한국음식에 대한 싱가포리언들의 

열기를 경험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앞으로 우리 한국인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활발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은 현재 한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믿습니다.

2. 아시아나항공은 싱가포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며,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1991년 1월에 싱가포르에 취항하여 현재는 여객기 주 10회, 화물기 

주 4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스타얼라이언스 멤버인 

싱가포르항공과 싱가포르-인천 노선을 공동운항하여 보다 편리한 

스케줄과 마일리지 호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창이공항내 여객터미널을 제3터미널로 변경하여 훨씬 좋은 

환경에서 탑승/도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Early Bird Promotion 을 도입하고 자리잡게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곳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여행객들이 상당히 이른 시점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항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항공기 탑승 2~4개월 전에 미리 

항공권을 예약하고 구매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으며 

싱가포리언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분들도 당사 Early Bird 항공권을 

구매하셔서 아시아나항공은 탑승율을 개선하고 고객분들은  

항공료를 절약하는 윈-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점장

아시아나항공

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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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탐 방

Office (65) 6227-0250  

Address  30 Raffles Place, #09-01 Chevron House, Singapore 048622

4. 평소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참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계 기업과 경제인의 이익과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싱가포르간 FTA 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참의 발전을 위해  관광항공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계 관광종사자분들과 교류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급변하는 싱가포르의 노동, 세무, 경제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머지않아 현재 주 10회 운항중인 항공편을 주 14회까지 증편하여 한국-싱가포르간 교류확대는 물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근무중인 아시아나항공 25명의 직원 모두가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점차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이 게임 좀 그만하고 싱가포르의 장점을 듬뿍 배워 갔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항상 아시아나항공을 아껴주시는 2만5천여 한국교포와 주재원 및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와 한인사회 기여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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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조직에 대한 이해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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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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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을 매 월 하나씩 총 10가지를 살펴 보고 있다. 지난 호’성과는 Big Picture

를 통해서 온다‟에 이어 여섯 번째 오해, ‘리더 개인의 감성과 행동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이 없다

‟를 살펴 본다.

오해 4 : ““리더 개인의 감성과 행동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이 없다”

기분이 좋으면 최선을 다해 읷에 집중핛 수 있다. 아마 독자 모두 예외가 아닐 것이다. 즐거운 기분은 

윤홗유와도 같아서 정싞 홗동의 능률을 높이고 정보 판단을 잘핛 수 있게 해주며 사고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작용과 더불어 복잡핚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핚 원칙들을 제대로 홗용핛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음이 즐거우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긍정적읶 관점에서 바라보게 됨은 이미 

연구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 그것은 다시 그 사람에게 무엇이듞 해낼 수 있다는 더 큰 자싞감을 

앆겨주고 창의성과 판단력을 키워주며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선순홖의 고리를 

만듞다.  

팀 단위의 홗동에서는 즐거운 기분이 특히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읶되었다. 조직 내에서 정서적 

갈등이 읷어나 각자가 맡은 바 읷에 집중핛 수 없게 되면 업무의 처리는 난항을 거듭핛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관렦된 연구가 있어 소개핚다. 62명의 CEO와 그들의 경영짂을 대상으로 핚 

흥미로운 연구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CEO들의 면면을 보면 포춘(Fortune)이 선정핚 500대 기업에 

드는 회사의 대표도 있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컨설팅 회사와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등의 

수장들도 있다. 연구를 통해 이들 CEO와 경영짂들이 얼마나 정력적이고 열정적이며 추짂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경영짂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심핚 갈등과 문제 - 서로의 개성이 

부딪치거나 회의 중에 화를 내며 의겫 충돌을 겪었던 읷, 그리고 읷에서의 의겫 충돌과는 별개로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읷 등 - 를 겪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경영짂에 속핚 사람들 사이의 젂체적읶 분위기가 긍정적읷수록 구성원들이 읷을 하는 데 있어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며 그 결과 회사의 경영 실적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영짂이 오랫동앆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 회사의 수익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상호협력을 잘 이끌어 내는 리더는 사람들 갂의 화합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그 집단에서 내린 결정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듞다. 결국 리더가 팀의 

분위기를 열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조직 컨설팅 젂문가들은 오래 젂부터 부서 내 사람들 갂의 읶화와 그들의 업무 수행 사이에는 

밀접핚 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해줄 만핚 데이터가 너무도 빈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리더들은 자싞의 스타읷이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무지핛 수 밖에 없었

다. 그러면서도 .더 좋은 실적.에 대핚 그들의 욕심은 점점 커지기만 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다양핚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짂행된 여러 연구를 통해 리더십이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 및 업무수행 

능력과 깊은 관렦이 있다는 결롞이 도출되었다. 분위기 - 직원들이 그 회사에서 읷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바 - 가 젂체 사업 실적의 20% 내지 30% 가량을 좌우핚다는 것읶데 이는 직원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면 그만핚 이득이 있다는 것이 확읶된 것이라 하겠다. 

박정열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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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대학의 벤저민 슈나이더(Benjamin Schneider) 교수는 은행 지점, 보험회사 지방 사무소, 싞용카드 콜센터, 병원 등에서 

직원들이 서비스를 행하는 분위기가 고객 만족의 정도를 좌우하며, 이는 곧바로 사업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읷선에 

있는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 수준이 형편없으면 그 회사에 대핚 고객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매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슈나이더는 보험회사 리더들이 감성적읶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면 직원들의 보험 재계약 성사율이 3% 내지 

4% 올라갈 정도로 - 적은 수치 같지만 업계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상승률이다 - 리더의 역핛이 서비스 분위기에 지대핚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읶하였다.  

이처럼 분위기가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주된 요읶이 무엇읶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핚 

것이 된다. 독자의 답은 무엇읶가? 그렇다. 리더의 감성과 행동이다. 직원들은 자싞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식의 

50% 내지 70% 정도를 리더의 행위를 좇는 데서 비롯핚다고 하니 리더의 감성과 행동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핚지 알 수 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조직의 리더가 조성하는 분위기가 사람들이 제대로 읷을 핛 수 있을지를 직접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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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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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을 매 월 하나씩 총 10가지를 살펴 보고 있다. 지난 호’성과는 Big Picture

를 통해서 온다‟에 이어 여섯 번째 오해, ‘리더 개인의 감성과 행동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이 없다

‟를 살펴 본다.

오해 4 : ““리더 개인의 감성과 행동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이 없다”

기분이 좋으면 최선을 다해 읷에 집중핛 수 있다. 아마 독자 모두 예외가 아닐 것이다. 즐거운 기분은 

윤홗유와도 같아서 정싞 홗동의 능률을 높이고 정보 판단을 잘핛 수 있게 해주며 사고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작용과 더불어 복잡핚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핚 원칙들을 제대로 홗용핛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음이 즐거우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긍정적읶 관점에서 바라보게 됨은 이미 

연구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 그것은 다시 그 사람에게 무엇이듞 해낼 수 있다는 더 큰 자싞감을 

앆겨주고 창의성과 판단력을 키워주며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선순홖의 고리를 

만듞다.  

팀 단위의 홗동에서는 즐거운 기분이 특히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읶되었다. 조직 내에서 정서적 

갈등이 읷어나 각자가 맡은 바 읷에 집중핛 수 없게 되면 업무의 처리는 난항을 거듭핛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관렦된 연구가 있어 소개핚다. 62명의 CEO와 그들의 경영짂을 대상으로 핚 

흥미로운 연구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CEO들의 면면을 보면 포춘(Fortune)이 선정핚 500대 기업에 

드는 회사의 대표도 있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컨설팅 회사와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등의 

수장들도 있다. 연구를 통해 이들 CEO와 경영짂들이 얼마나 정력적이고 열정적이며 추짂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경영짂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심핚 갈등과 문제 - 서로의 개성이 

부딪치거나 회의 중에 화를 내며 의겫 충돌을 겪었던 읷, 그리고 읷에서의 의겫 충돌과는 별개로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읷 등 - 를 겪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경영짂에 속핚 사람들 사이의 젂체적읶 분위기가 긍정적읷수록 구성원들이 읷을 하는 데 있어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며 그 결과 회사의 경영 실적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영짂이 오랫동앆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 회사의 수익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상호협력을 잘 이끌어 내는 리더는 사람들 갂의 화합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그 집단에서 내린 결정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듞다. 결국 리더가 팀의 

분위기를 열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조직 컨설팅 젂문가들은 오래 젂부터 부서 내 사람들 갂의 읶화와 그들의 업무 수행 사이에는 

밀접핚 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해줄 만핚 데이터가 너무도 빈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리더들은 자싞의 스타읷이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무지핛 수 밖에 없었

다. 그러면서도 .더 좋은 실적.에 대핚 그들의 욕심은 점점 커지기만 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다양핚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짂행된 여러 연구를 통해 리더십이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 및 업무수행 

능력과 깊은 관렦이 있다는 결롞이 도출되었다. 분위기 - 직원들이 그 회사에서 읷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바 - 가 젂체 사업 실적의 20% 내지 30% 가량을 좌우핚다는 것읶데 이는 직원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면 그만핚 이득이 있다는 것이 확읶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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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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조직의 IQ‟가 사업성과를 결정핛 것이라 생각핚다. 하지만 실상 조직의 IQ‟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조직의 IQ‟ 즉 모든 구성원이 최대핚 발휘하는 재능의 합은 그 ‘조직의 
감성지능’에 의해 좌우된다. 상호 협력을 잘 이끌어 내는 리더는 사람들 갂의 화합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그 조직에서 내린 결정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다. 그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이 주어짂 일에 집중핛 수 있도록 하는 핚편 구성원들끼리의 인갂관계에도 신경을 쓰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준다.

<자료제공>

독자의 생각은 어떠핚가?

“리더 개읶의 감성과 행동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거의 대부분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핛 것이다. (이 때 독자는 리더의 중요성, 조직 내 있을 수 있는 detail과 이를 매개로 

핚 관계와 의미, 그리고 만족과 감동이라는 사회적 관점을 먼저 떠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젂략과 방향, 혁싞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이 사업 성과의 젂부라는 젂제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사람과 조직, 그리고 관계라는 software 측면의 driver들은 특별히 싞경 쓸 대상이 아니라는 이른바 �효율

‟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작동하였다. Fordism의 실패에서 이미 목격핚 바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이 관점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위대핚 리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움직읶다. 그들은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끄집어낸다. 그 거역핛 수 없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젂략이니 비젂이니 굳건핚 사상을 얘기하겠지만 

- 물롞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힘의 근원은 이것보다 더 근원적이다 - 그 힘의 실체는 보다 깊은 데 있다. 위대핚 리더는 

그의‘감성’과 ‘행동’을 통해 지도력을 행사핚다. 리더가 어떤 읷을 하려고 핛 때 - 젂략을 만들어내듞 아니면 젂략을 함께 

수행핛 팀을 꾸리듞 갂에 - 그것의 성공 여부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렸다. 그런데 리더들이 다른 모듞 

것을 제대로 핚다 하더라도 감성과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기본적읶 역핛을 외면핚다면 그들은 당위와 가능성은 

고사하고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수 없다.

어떤 조직에서듞 리더는 모듞 구성원들의 감성과 행동을 좌우핛 수 있는 최상의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핚다. 구성원의 감성과 

행동을 열정의 바다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면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구성원의 감성과 행동을 증오와 불앆의 상태로 

끌고 갂다면 앆타까운 결과를 자초핛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해를 경계해야 핛 여섯 번째 짂실이었다.

메릴랜드 대학의 벤저민 슈나이더(Benjamin Schneider) 교수는 은행 지점, 보험회사 지방 사무소, 싞용카드 콜센터, 병원 등에서 

직원들이 서비스를 행하는 분위기가 고객 만족의 정도를 좌우하며, 이는 곧바로 사업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읷선에 

있는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 수준이 형편없으면 그 회사에 대핚 고객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매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슈나이더는 보험회사 리더들이 감성적읶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면 직원들의 보험 재계약 성사율이 3% 내지 

4% 올라갈 정도로 - 적은 수치 같지만 업계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상승률이다 - 리더의 역핛이 서비스 분위기에 지대핚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읶하였다.  

이처럼 분위기가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주된 요읶이 무엇읶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핚 

것이 된다. 독자의 답은 무엇읶가? 그렇다. 리더의 감성과 행동이다. 직원들은 자싞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식의 

50% 내지 70% 정도를 리더의 행위를 좇는 데서 비롯핚다고 하니 리더의 감성과 행동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핚지 알 수 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조직의 리더가 조성하는 분위기가 사람들이 제대로 읷을 핛 수 있을지를 직접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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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의 소득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즉, 크게 근로를 통해 받는 소득과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총소득금액을 구성하며, 기타 배당/이자/부동산임대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총수입금액(Total Income)을 구성한다. 동 금액에 각종 공제항목과 Rebate를 감안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동 구조는 한국의 개인소득세 산출구조와 비교적 유사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alary, Bonus, Commission, Allowances, Benefit-in-kind 및 Tax paid be 

employer 등 고용관계로 인한 모든 혜택은 모두 Employment Income 항목에 취합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Entertainment Expenses, Travelling expenses 등은 Employment Expenses에서 차감하여 

Net Employment Income이 산정된다. 이 부분은 한국의 소득세 구조 에서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한 싱가폴에서 Trade, Business 등 자영업자 및 파트너 등을 통하여 부터 

가득되는 수입은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을 구성하게 되며, 이는 한국의 소득세 구조상 ‘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싱가폴과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교

Office (65) 6213-3019

Fax (65) 6225-2230

Mobile (65) 9189-8531

E-mail wangmoonkim1@kpmg.com.sg

Add 16 Raffles Quay,#22-00 
        Hong Leong Bldg. S 048581

김왕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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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의 경영은 기업으로부터의 세금(법인소득세)과 국민으로부터의 세금(개인소득세) 등을 

기반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운영된다. 싱가폴과 한국의 경우도 세수확보를 

위한 각각의 소득세법을 두고 있으며, 각 국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폴과 한국의 소득세법 특히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각국의 실정이 어떻게 세법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싱가폴과 한국의 개인소득세 구조는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하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 성격을 차감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Net Tax 

Payable)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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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Income을 구성하는 배당/이자/부동산임대 및 로열티수수료 등은 한국의 각종 소득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배당소득의 경우 싱가폴은 대부분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은 등록되지 않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만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된다. 또한 특허 등을 통해 받는 소득과 이혼위자료 및 부양을 위하여 받는 금액 및 연금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만, 4D, toto, football 및 horse racing 등을 통하여 받는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상표권 및 영업권 등의 대여로 받는 금품과 슬롯머신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이혼위자료 대가로 자산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 소득세법은 각 소득의 원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포괄적으로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건일 경우 기타소득 등에 포함하여 과세를 하게 된다. 

이처럼 근로와 사업 등을 통해 발생되는 소득은 Total Income을 구성하며, 한국의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하게 

납부세액 계산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한편, 싱가폴 소득세법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기관에 대한 기부 를 할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를 기부금공제 형식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여 Assessable Income을 산정한다. Assessable Income은 여러가지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서 한국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개념은 없다. 기부금 공제까지 차감한 Assessable Income에서 총14가지 공제를 반영하면 Chargeable Income

이 되며, 이는 한국 소득세법의 ‘과세표준’과 유사한 개념이다. 총 14가지의 소득공제는 싱가폴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이며, 이는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폴과 한국의 소득공제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소득공제 싱가폴 한국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O O 

부인공제1 O O 

직계존속공제 O O 

자녀공제 O O 

추가공제 장애인 자녀공제 O O(장애인공제) 

직업여성자녀공제 O O 

조부모공제2 O O(경로우대공제) 

장애인 형제자매공제 O O(장애인공제)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O(life insurance) O 

교육비공제 O(course fees) O 

의료비공제 △(Medisave Account) O 

주택자금공제 - O 

기부금공제 O(Approved Donation) O 

Foreign Made Levy 공제 O - 

National Service Man 공제 O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CPF/Provident) 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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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P a g e

싱 가 포 르  세 무 지 식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두 나라 모두 유사한 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싱가폴의 경우는 주로 개인의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정책 시현을 위한 다양한 공제를 추가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싱가폴은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생명보험료공제 및 의료비공제와 타인을 위한 배려인 기부금공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CPF 공제 등을 두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동 항목 뿐만 아니라 과세소득 

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항목과 주택시장 장려를 위한 주택자금공제 등은 국가 

정책과 맞물려 규정된 공제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Assessable Income에서 이와 같은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면 Chargeable Income이 산출되며, 이는 

한국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동 과세표준에 세율 을 곱하여 산출세액(Tax Payable on 

Chargeable Income)이 산출되며, 싱가폴에서는 $1,500를 한도로 Chargeable Income의 30%(또는 

50%)를 tax Rebate로 차감하고, 가족공제(Parenthood Tax Rebate)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Net 

Tax Payable)을 산정하게 된다.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산출세액에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싱가폴과 한국의 개인소득세법의 구조 및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 반면, 

일부 정책적인 요소로 인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싱가폴에서는 익년 4월 15일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익년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나 그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액공제 싱가폴 한국 

배당세액공제 - O 

기장세액공제 - O 

근로소득세액공제 △(Personal Income Tax Rebate) O 

외국납부세액공제 - O 

재해손실공제 - O 

가족공제(Parenthood) O1 - 

 



문의전화 : +65-6220-2220
이메일 : kocham@starhub.net.sg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젊은이에게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발자취

싱가포르 한국 장학회는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양국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산으로 육성하고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7월   4일     
2013년 12월 27일  

싱가포르 Society 등록
2013년도 싱가포르 한국 장학회 장학금 수여 
한인학생 (오현정) 싱가포르 학생 (Yung Hian Ng)에게 S$5,000불씩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 20주년 발전 기금 전달 (S$5,000)
베트남 달랏 학생 21명에게 USD 5,000 장학금 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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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다이어트, 건강관리가 어김없이 올해의 계획이라고요? 

작심삼일로 끝날 무리한 계획은 이제 세우고 싶지 않으시지요?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려면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충분한 실천 가능한 식습관을 제안합니다.

발효는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찾아낸 식품 가공 방법 중 하나이다.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지만 발효식품은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저장성도 

좋다. 특히 세계적인 장수 마을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텃밭을 가꾸거나 가벼운 일을 

꾸준히 하며,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음식을 꾸준히 즐겨 먹는 것이다. 

발효 식품에는 미생물이 소화가 잘 되도록 분해시킨 영양소도 많지만 우리가 평소 

이용하지 못하는 성분들까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있으며, 유용한 물질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각종 김치와 된장, 고추장, 청국장, 막걸리, 가자미식해를 비롯한 생선 식해, 

음료로 마시는 식혜, 젓갈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된장

우리나라 장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 이상이 하루 한 끼 이상 

된장국을 먹는다고 할 정도다. 된장은 콩에 들어있는 영양소뿐 아니라 발효과정에서 

생기는 생리활성물질에 의해 각종 퇴행성 질병을 비롯한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콩이 발효도면서 생기는 미생물과 이들이 만들어낸 효소가 콩을 잘게 부수고 분해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 콩 자체에도 항암성분이 들어있지만, 된장에는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항암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 또 유용한 성분은 

된장찌개나 된장국처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도 별로 파괴되지 않는다.

청국장

겨울철 햇콩을 삶아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서 발효시킨 청국장,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소화흡수율이 높아져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이 함께 만들어진다. 청국장 특유의 냄새도 만들어지는데, 아미노산이 한번 더 

분해되면서 생기는 암모니아 가스 냄새이다. 청국장을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고역이겠지만, 잡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 몸에 이롭다.

청국장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물질 중 발효균주인 미생물은 대장에 존재하는 

유익한 균을 도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콩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청국장을 30g 정도 먹는다면 300억 마리의 유익한 균을 먹는 효과가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 내는 효소와 각종 생리활성물질을 먹는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청국장은 찌개로 끓여 먹는데, 생으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균 관리를 

잘하여 냄새가 나지 않는 청국장 제품이 소개되고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해 

보자.

발효 음식을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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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상 식

안동고등어

상하기 쉬운 고등어는 잡자마자 내장을 발라낸 다음 소금을 뿌린 후 마차에 실어 운반했다. 이 고등어는 마차로 이틀 정도 걸려야 

안동에 도착할 수 있는데, 안동으로 오는 동안 조금씩 발효와 부패가 일어나면서 생선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효소에 의한 

자가분해가 일어나서, 생선이 썩기 직전에야 안동에 도착했다.

한편 안동을 운송된 고등어들은 이미 발효과정을 거쳐 적당히 분해가 되어 가장 맛이 좋은 상태로 변해 있다. 썩기 직전까지 

미생물이나 효소의 작용을 받게 되면 소화가 잘될 정도로 분해되어 체내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소화흡수된다. 나이 들어 

소화력이 떨어진다 해도 발효 식품은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다.

식해

동해안 지역에서 즐겨 먹던 생선 발효 음식으로 식해에는 칼슘•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 마늘, 고춧가루 

등 김치 담글 때 쓰는 재료가 들어가서 김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해는 쌀밥(또는 조밥)을 발효시키기 위해 엿기름을 넣어 만든다. 여기에 다른 잡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 소금과 무채, 마늘•생강

•고춧가루 등의 향신료, 그리고 가자미•명태•북어•오징어 등 생선 두세 가지를 넣어 발효시킨다. 생선이 발효되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삭힌 1주일쯤 생선비린내가 거의 사라지고 지방 분해효소와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이 높아져 

뼈째 소화가 된다. 뼈째 삭히므로 생선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고, 단백질 섭취도 가능하다.

막걸리

고두밥에 누룩을 섞어 발효시킨 막걸리는, 미세한 쌀 분말 때문에 텁텁함을 맛볼 수 있는 전통술이다. 적당한 감칠맛이 청량미가 

있으며, 단맛과 쓴맛, 신맛과 떫은맛 등이 잘 어우러진 술이다. 막걸리에는 단백질과 비타민B가 풍부하다. 1.9%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유의 단백질이 대략 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양이다. 또한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유기산을 0.8%가량 

함유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막걸리에는 유용한 효모가 살아 있어 찐빵이나 증편을 만들 때 막걸리로 반죽하면 발효가 잘 되어 빵이 잘 부푼다. 효모는 술을 

만들게 할 뿐 아니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준다. 효모는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효소를 포함하는데, 효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무기질 등은 젊음을 유지하고 장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체내에 영양이 과다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할 목적으로 지방세포 수를 증가시키는데, 막걸리는 지방세포수의 증가를 

방해하거나 지방세포 내에서도 지방 축적이 덜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항암 효과가 있는 ‘파네졸’ 성분도 함유한다. 서너 잔의 

막걸리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걸쭉한 침전물을 잘 흔들어서 마신다면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치

배추에 마늘, 생강, 쪽파, 고춧가루 등을 넣어 발효시킨 김치야말로 세계가 인정한 건강식품이다. 위암에 걸렸을 때 먹는 항암제가 

위암세포의 성장을 79% 정도 억제하는데, 발효된 김치만 먹어도 50%에 육박하는 억제 효과를 본다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는 

놀라운 일이다. 일상의 음식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김치의 또 다른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유산균을 많이 함유한다는 것. 요구르트보다 1000배 많은 수치다. 우리 몸에 유익한 

젖산균은 pH를 낮춰 해로운 균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유익한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내 정장 효과를 제공한다. 김치만 잘 먹어도 요구르트가 필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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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사인 후 악수하는 코참 정영수 회장과 
베트남 람동성 성장 Mr. Nguyen Xuan Tien 베트남 람동성 일행 환영 단체사진

지난 10월 22일 화요일 CJ대한통운 회의실에서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베트남 람동성 인민위원회(Lam Dong People's 

Committee)와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비즈니스 시장 및 새로운 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양자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민-관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상호 업무 협력 한다는 내용으로 상호 우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와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10월 24일(목) ‘2013 한-싱 저명인사 초청 자선 골프 

대회(Singapore Island Country Club) 및 회원의 밤(St. Regis Hotel)’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 6회를 맞이한 금번 행사에는 코참 

싱가포르의 정영수 회장, 서정하 한국 대사, 싱가포르 올림픽 위원회 부회장 Ng Ser Miang 외 현지 인사들을 포함한 한국기업인 등 자선 

골프대회에 150명, 회원의 밤 행사에 380명이 참석 하는 등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협회 (The Singapore Association for the Deaf)에 S$20,000 를 기부하며, 6년 연속 싱가포르 사회에 나눔을 전달하고 싱가포르 

현지인들과 한인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 기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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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Down Syndrome Association(Singapore) S$25,000 )

KOCHAM & 베트남 람동성 인민위원회 우호협력 MOU 체결 

2013 Kocham Charity Golf & Gala Dinne

코참에 선물을 증정하는 
베트남 람동성 서기관  Mr. Huynh Duc Hoa

K-POP 걸그룹 A-pink청각장애인협회에 후원금 전달청각장애인협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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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 3회 「상 * 의」 운영위원회를 11월 14일 목요일, SICC(Singapore Island Country Club)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제 3회 코참 운영위원회 

SK 에너지 우수인재 글로벌 특강
10월 16일(수) 우수인재 40여명을 대상으로 SK 에너지 회의실에서 ‘

Mega Trend 및 인간관계의 중요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고려무역 “Korea Food Fair” 오픈식 참석
고려무역은 Cold Storage 와 함께 “Korea Food Fair” 를 Plaza 

Singapura 아트리움 1층에서  10월 16일(수) 정식 오픈 하였다.

베트남 람동성 관광촉진행사 참석
10월 21일(월), 베트남 람동성과 싱가포르 항공의 

달랏-싱가포르 항공노선 신규취항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BEI Asia Awards Ceremony & Gala Dinner 참석
12월 3일(화)  Creative Group이 주관하는 BEI(Built Environment Industry ) 

Asia Awards Ceremony & Gala Dinner가 Shangri-La Hotel에서 

개최되었으며, SAMSUNG C&T CORPORATION는 권위있는 Asia 

Responsible Corporate Awards (ARCA)를 수상했다.

정영수 회장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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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2013년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대우건설  2,000.00 재동실업  2,000.00 

SK에너지
에스티엑스팬오션 싱가포르 법인
현대상선
한국관광공사
신한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싱가포르 지사
장수 숯불갈비
고려무역

3000.00 
2500.00 
2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 

042012

SK 하이닉스
창
아시아나
컴속테크놀로지
한나프레스

2,000.00 
1,000.00 
2,500.00 

500.00 
500.00 

LG전자
삼성물산(건설부문)
SK가스

* 2012년도 회비

* 2012년도 회비

  3,500.00 
  2,500.00 
 3,000.00 

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대한항공  2500.00082012

IGM세계경영연구원  2,000.00 122012

현대건설
운앤바줄 법률사무소

 2500.00 
1000.00 092012

대천실업(싱가포르) 사인유한공사
하나투어 싱가폴 지사
대경 싱가폴 법인
아리랑 트레이딩
미디어키즈
코일텍스틸
팬우드엔지니어링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아트페이지
디지로그테그
리스톤
LG전자

   500.00 
 1,000.00 
1,000.00 
3,000.00 

CJ그룹
베이커 앤 멕킨지
장수갈비

   5,000.00 
 1,000.00 
2,000.00 

삼성전기(주) 동남아 판매 법인
피엠케이상사
코차이나 로지스틱스

2500.00 
500.00 
500.00 

062012 JK 종합보험
고려제강㈜

500.00 
500.00 

KPMG 한국데스크
SJJ 마린

500.00 
500.00 

한진해운 2500.00102012 한국석유공사 1000.00

PwC LLP
글로벌텍스프리

500.00 
500.00 112012 현대미포조선 500.00 

대우인터내셔날
PG 홀딩스
법무법인 나바로

2500.00 
2500.00 
500.00 

072012 셈트란스
법무법인 스콰이어 샌더스
시큐리타스 싱가포르지부

500.00 
500.00 
500.00 

한국투자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
메이팀교역
현대종합상사
쉥커 싱가포르
토다이 싱가포르
대림코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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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CJ그룹
GS칼텍스 싱가포르
삼성전자
쌍용건설㈜
삼성물산 상사부문 
LG 상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은행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
하나은행 싱가포르 지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SK가스
화천기계
SK해운㈜
㈜ 동아지질 싱가포르 지사
삼성자산운용 싱가포르 법인
아랍은행

  5000.00 
3000.00 
3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052012

012013

032013

0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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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회계연도에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과 친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PMK 상사
JK보험
한국타이어㈜
두산엔진㈜
고려제강㈜
대림 코퍼레이션 
현대건설

 500.00 
 500.00 

 1,000.00 
 1,500.00 

 500.00 
 1,000.00 
 2,500.00 

SK에너지
SCHENKER SINGAPORE (PTE) LTD
삼성재보험사
법부법인 대륙아주
벌리츠 어학원
CityHub Holdings 
Oceanring Marine

 3,000.00
1,000.00
2,500.00

 500.00
 500.00

 1,000.00
500.00

쌍용건설
아시아나항공
GS건설
KSE Marine Works Pte Ltd
우리컨설팅

 2,500.00 
 2,500.00 
 2,000.00 

 500.00 
 500.00 

삼성전자
우리은행
산업은행
NEXIA TS Pte Ltd

3,000.00 
 2,000.00 
2,000.00 

 500.00 

현대건설
운앤바줄 법률사무소

 2500.00 
1000.00 

KPMG 한국데스크
SJJ 마린

500.00 
500.00 

현대건설
운앤바줄 법률사무소

 2500.00 
1000.00 

KPMG 한국데스크
SJJ 마린

500.00 
500.00 

현대건설
운앤바줄 법률사무소

 2500.00 
1000.00 

KPMG 한국데스크
SJJ 마린

500.00 
500.00 

현대건설
운앤바줄 법률사무소

 2500.00 
1000.00 

KPMG 한국데스크
SJJ 마린

500.00 
500.00 

한국무역협회
JAC Singapore Pte Ltd
SK해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LG상사
Panwood Engineering Pte Ltd
Sembcorp Parks Management Pte Ltd
한진해운 동서남아시아 지역본부
Arirang Trading Pte Ltd
PG오토모티브 홀딩스
EVERSHEDS OFFICE-S'PORE
한국선급
현대상선
마마통상㈜
Hwa Cheon Asia Pacific
Canon Singapore Pte. Ltd.
대한항공
외환은행 싱가포르지점

2,000.00 
500.00 

2,000.00 
500.00 

2,500.00 
500.00 
500.00 

2,500.00 
500.00 

2,500.00 
500.00 

1,000.00 
2,500.00 

500.00 
2,000.00 
1,000.00 
2,500.00 
2,000.00 

하나은행
GS칼텍스
대한학원
대우인터내셔날
㈜ 효성
POS-SEA Pte Ltd
고려무역
코리안리재보험
대경 싱가폴법인
메이팀교역
한국석유공사
현대종합상사
한국관광공사
STX팬오션
현대중공업
하나투어 싱가포르지사
Dynamix Cosmo Pte Ltd 
Coiltech Steel Pte Ltd
대양엔지니어링

 2,000.00
3,000.00
1,000.00
2,500.00
1,5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500.00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062013

122013

072013

082013

102013

112013

0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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