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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이 2010년 9월 30일부
터 10월 2일까지 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3일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비비고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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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개최한국진주상공회의소 방문

회원사 동정 

코참공지

신규가입을 환영합니다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79 Anson Road #10-01 Singapore 079906
Tel: (65) 6220 2220 / FAX: (65) 6323 1171
Website: www.korcham.org.sg 
Email: kocham@starhub.net.sg

공 지 사 항

1. GLM Marine & Offshore 사무실 이전 

1.Kocham Journal 제2호 발간(1월)

2.말레이시아 코참 방문(12/13~14)

3.코참 신년하례식(1/7)
※ 코참 3호 미리 엿보기

  -상공회의소 

    운영위원과의 만남

  -경제지식, 기업탐방

48 Toh Guan Road East Enterprise #03-124 Singapore 608586

BryanCave LLP

20 Anson Road #05-01 Twenty
Anson Singapore 079912
담당자 : 권 형 근 (Kwon Hyong Keon)
T. 6403-6383  F. 6403-6398
jeffrey.kwon@bryancave.com

The Executive Centre

1 Raffles Quay Level 25 North
Tower Singapore 048583
담당자 : 정 승 은 (Katie Jung)
T. 6232-2021  F. 6232-2888
katie_jung@executivecenrte.com

2. Standard Chartered Bank Private Bank 사무실이전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1) 8 Marina Boulevard Level 21
Singapore 018981    Tel 6596-6756  Fax 6307-1006
 3. Miju International 사무실 이전
Block 834 Sims avenue #02-862 Singapore 400834  Tel 6400-9384

4. CJ Group Foodvile - CJ Bibigo Korean Healthy Fresh Kitchen 오픈 (12월21일)

252 North Bridge Road, 
#B1-74 Raffles City Shopping Centre
Singapore 179103
Tel 6400-9384

5. GS칼텍스 허세홍전무 귀임, 이영환전무 부임 

6. 우리은행 싱가포르지점 박종태지점장 귀임, 박무령지점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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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Korea Festval 2010"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10월 26일(화) 자선골프대회(SICC) 및 한-싱 저명인사 초청만찬(ST.REGSI Hotel)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행사는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또한 동 행사를 통해 한-싱 교류를 촉진하고 

자선 단체인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에 S$20,000을 생명의 전화에 S$3,000, 국제구호 단체인 월드비전에 S$2,000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고: 2008년 MINDS S$30,000/ 2009년 Singapore Children's Society S$20,000을 후원)

- Kocham Charity Golf & Dinner 2010 -

코 참 포 토  스 토 리

후원금 전달식

코참 자선 골프

코참 자선 골프

코참 만찬전경 정영수 회장 인사말

Lucky Draw

오준 대사 인사말

Tony ChewLeong-chee 
(SBF 회장 인사말)

SOREA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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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17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그 중 싱가폴 지사는 동남아 거점으로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지역의 공사개발과 수주 
확대를 위해 금년 1월 부임하였으며, 올해 약 USD 7억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예상됩니다. 싱가폴은 우리나라가 1인당 GDP 3만불 시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싱가폴은 서울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작은 나라이지만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부국이고, 시스템이 잘 완비되어 있으며 영어가 보편화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사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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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은 1980년도 싱가폴에 진출한 이래 건축, 토목을 포함한 총 39개 프로젝트(약 USD 
54억)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12개(USD 34억)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로는 
싱가폴 매립(싱가폴 면적의 5.3%), 주요 Port, 전철공사, 창이공항, 썬텍 시티, 마리나 스퀘어 
복합단지 등 싱가폴 인프라시설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현대건설의 뛰어난 기술력과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예정입니다.

2. 현대건설이 싱가폴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도 건설시장 규모는 약 USD 170억(공공 USD 95억, 민간 USD 75억)으로 꾸준히 민간 
건축공사 및 정부 토목공사(전철, 매립) 등이 발주될 예정으로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국업체의 진출증가, 현지업체 및 일본업체의 공격적인 수주로 인해 어느 때 보다고 입찰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진모 지사장님이 보시는 2011년 싱가폴 건설업계 전망은 어떠십니까?
현대건설 싱가포르지사

임진모 지사장

인 터 뷰

2002년 대기업 주재원으로 나와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영업을 하면서 얻은 NETWORK과 평소 꿈꾸어 왔던 저의 사업을 하고자 싱가포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 싱가포르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그 중 한국학교 이사로 활동하면서 금년에 국제학교로 바꾸고 신규 校
舍로 이전하는데 조그마한 역할을 하며 학교와 교민사회를 위해 일하게 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3. 싱가포르에서 지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2006년 초에 설립해 반도체 PACKAGING관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원자재,consumer products,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Philips 및 Retail Market에 
DVD,BD용 광 픽업을 공급 중이며 앞으로 한국의 중견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싱가포르 및 
동남아 시장에 진출 시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DIGILOGTECH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사업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도 남기고 기술력도 인정받아 싱가폴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발주처로부터 가격보다는 당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사를 수주하였을 때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7. 싱가폴에서 지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하나만 부탁 드립니다.

가족의 건강과 함께 내년에도 싱가폴 모든 현장의 성공적인 공사 수행과 수주 목표달성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고, 싱가폴 내 한인 상공인들의 무궁한 발전과 소망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적으로 바라는 새해 소망과 상공인 가족들에게 전하는 덕담을 부탁 드립니다.

4.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건설분과 위원장으로서 소감과 앞으로 코참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년 1월 싱가폴에 부임한 이래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관련 발주처 및 기술회사를 
접촉하느라 상공회의소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건설사들의 
활동상황과 건의사항을 알리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참에 바란다면, 분과별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년에 2번 정도 회장단 참석 하에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 표

DIGILOGTECH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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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의 경우 서비스업 및 일부 제품 위주로 2010년도 예상 성장률이 15%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만 제조업분야를 보면 아직 어렵고 특히 제가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인 반도체 분야는 내년에도 일부 스마트폰, Tablet PC등의 관련제품은 강세로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봅니다. 아직 미국시장이 불확실하고 특히 유럽의 재정 
건전성 문제로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 염려스러우며  2010년 보다는 약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저희 모두의 소망인 희망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4. 김철수 사장님이 보시는 2011년 경제전망은 어떠십니까?

우선 저의 기존 사업이 좀 더 안정화 되고 신규 비즈니스도 더 키워 매출을 좀더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큰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민사회를 위해 미력하나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교민사회 만들기에 동참 하고 싶습니다.

5.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6. 개인적으로 바라는 새해 소망과 상공인 가족들에게 전하는 덕담을 부탁 드립니다.

인 터 뷰

개인적인 새해 소망은 가족 모두 건강하고 저의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신묘년(辛
卯年) 토끼 해인데 옛 선현들이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계수나무 아래서 불로장생의 약 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를 그리면서 천년만년 평화롭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이상세계(理想世界)를 꿈꾸어 왔듯이 저희 상공인 모두와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꿈이 
실현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5. 개인적으로 바라는 새해 소망과 상공인 가족들에게 전하는  덕담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큰딸의 대학원 진학과 막내아들의 대학진학이있는데, 바라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신묘년 새해에도 싱가포르의 모든 한인상공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꿈을 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에 온지도 어느덧 4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온 동기는 친구따라 왔는데, 
한 해 두 해 가면서 가족이 늘고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실력과 신용으로 평가하는 이 시장은 열심히 한다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낸 이곳은 저와 가족의 성장을 이루어줬고, 사업의 성장까지 이루어 
줬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이 나라 싱가포르에 감사하고있습니다.

1. 싱가포르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996년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선박 수리 및 건설, 해양에 필요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Offshore 시장에도 진출하여 2008년부터 300명 승선이  가능한 Accommodation Barge 를 
3척 건조하였으며 향후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www.daeyang.com.sg )

2. Dae Yang Engineering 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 하지 않을까생각되지만, 
10년 주기 및 짝수 해의 징크스를 벗어나는 새로운 10년의 시작인 2011년은 2010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3. 박흥완 사장님이 보시는 2011년 경제전망은 어떠십니까?

2011년부터는 조선 및 offshore경기가 상승으로 전환되리라 예상합니다. 현재의 공장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공장확장과 시설투자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Dae Yang Engineering

박흥완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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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경제동향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및 유럽의 재정위기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4% 이상 증가한 423

억불을 기록. 금년 11월까지 수출누계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 4,243억불로서 종전 연간 최대인'08년 4,220

억불을 이미 초과

- 미국의 연말쇼핑시즌 판매가 급증한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 IT제품을 비롯 자동차, 석유제품 및 철강 등 

   주력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

- 한국의 세계 수출순위는 작년 9위에서 금년 9월말 기준으로 7위로 2단계 상승하여 수출 7강에 최초로 진입

올 11월까지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 분야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분야의 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한 3,851억불로 집계

1. 한국의 최근 무역동향

금년 들어 싱가포르의 수출입규모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 11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에 비해 12%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수입은 14%가 늘어났음. 전체 무역규모는 10월에 15% 성장에 이어 11월 13%의 증가세를 나타냄

2. 싱가포르의 최근 무역동향

3. 한-싱가포르 무역동향

이 중 非석유류수출(NODX)은 집적회로, 트랜지스터, 통신장비 등 전자제품을 비롯 특수기계, 석유화학, 계측기 등 산업재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1%의 증가세 시현 

- 시장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37% 늘어난 것을 비롯, EU(+20%) 및 홍콩(+18%)의 수출이 크게 증가

석유류수출은 특히 말레이시아, 홍콩 및 EU지역으로 반출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동 기간 중 10%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중계무역에 의한 재수출도 11월 중 전년동월대비 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수출의 호조세에 힘입어 올 11월까지 

무역수지는 391억불 흑자를 기록했으며 1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품목별로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컴퓨터, 

합성수지 등이 호조세를 보인 반면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휴대폰은 46%의 감소세를 나타냄. 싱가포르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한국의 수출상위 

5번째 국가로 자리매김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컴퓨터,계측제어 

분석기,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입은 감소. 싱가포르는 한국의 전체교역국 

중 수입상위 14위에 해당하며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

구    분

수 출

수 입

수 지

실적(증감률)

실적(증감률)

실  적

11월

33,992(17.9)

29,535(2.4)

4,457

43,358(27.6)

36,880(21.3)

6,479

42,363(24.6)

38,751(31.2)

3,612

424,303(29.5)

385,195(32.8)

39,108

10월 11월 1 ~ 11월

2010년2009년

(단위: USD백만, %)

자료: 지식경제부

올 해 들어 양국간 교역은 세계적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1월까지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한 136억불로 집계되었으며 對싱가포르 

수입은 0.7% 줄어든 71억불을 기록     

- 큰 폭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11월까지 한국의  

   對싱가포르 무역수지는 69억불의 흑자를 기

   록하여 작년 對싱가포르 전체 무역수지 흑자

   액을 훨씬 상회

증감률

25.9

36.3

△16.4

13.3

6,860

8,362

7,872

7,116

16.5

21.9

△5.9

△0.7

5,090

7,931

5,745

6,938

실  적 증감률
무역수지

수  입

실  적

11,950

16,293

13,617

14,054

수  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1∼11월)

구  분

(단위: USD백만,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0. 1월∼11월 2010. 1월∼11월
순위

(단위: USD백만,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주요 품목별 對싱가포르 수출입 현황

1

2

3

4

5

6

7

8

9

10

증가율금 액

24.5

3.6

12.4

130.4

31.6

21.4

-46.4

36.5

46.3

6.4

4,405

3,308

3,220

265

223

159

128

124

101

99

수   출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금은 및 백금

컴퓨터

기타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선재봉강 및 철근

합성수지

철강판

증감률실  적

-22.2

36.8

-22.5

381.8

116

8.7

83.7

26.9

98.5

80.6

3,763

442

410

298

279

207

169

154

115

76

수   입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중간원료

계측제어분석기

기타정밀화학제품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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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지 식

박종식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전사적으로 자원을 최적화하여 지역 간의 기능을 분배한다. 그렇지만 과세당국은 가능한 

과세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발생시켜 충분한 법인세를 납부하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관계사간의 거래가격에 대해서 과세당국과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다른 선진국의 과세당국처럼, 싱가폴 IRAS(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는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과세당국의 조사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 조사시 대응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2006년 최초로 IRAS는 

OECD의 개념을 따라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했으며, 2008년 말에 발표된 TPC(TRANSFER PRICING 

CONSULTATION)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에 착수예정인 후보 ‘기업 유형’을 열거하였다. 손실이 많은 기업, 

관계사간의 거래가 많은 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2009년 2월에 는 관계사간의 대여금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했으며, 

다만 다국적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규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싱가폴에 위치한 한국의 무역법인들은 관계사 간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5% 이익률까지는 별도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Safe harbour rule)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본사가 전사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회계, 내부감사, 예산수립, IT지원, 법률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물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합당한 

마진율을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폴 법인이 일반 관리업무 이외에 마케팅 활동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익률이 

조금 더 인상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전가격에 대한 규제가 심한 편이다. 하지만 

싱가폴은 이전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덜하다. 미국 등의 선진국은 1970년대에 이미 법규를 마련하여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만, 싱가폴의 경우 해당 이전가격에 대한 법규를 2006년에야 제정하였으므로 규제를 강제할 관련 

자료축적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전가격 조정을 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5%의 이익률로 거래하고 있었지만, IRAS에서 8%의 이익률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이 3%의 이익에 대한 

미납세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전가격을 대비해야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중과세위험 때문이다. 한국의 국세청이 싱가폴 자회사간의 이전가격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더라도, IRAS가 싱가폴 법인에  발생하는 “가상의 손실”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비록 IRAS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MAS(Mutual Agreement Procedure)절차를 

소개하고 있지만, 모든 과세당국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각 자회사별로 관계사 간에 거래시 공정가격을 증명하는 문서화(Documentation)를 하여 미리 대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문서화에서는 기업의 기능(Function), 위험 등을 정의하고, 동종기업 및 동종산업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적정한 

이익률을 도출한다. 비교가능한 기업군 선택시 싱가폴 내의 동종기업을 찾기 어려울 경우, 동남아시아 인접국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이익률도 인정된다. 또한, IRAS에서는 특정 이익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익률 범위를 구하고, 

여기에서 중간값 정도의 이익률을 책정하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서화도 2년 내지 3

년동안 지속적으로 수정, 변경해야 한다. 비록 문서화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규제를 받지는 않으나, 문서화를 

하여 대비하는 것이 향후 IRAS에 대응하거나 협조를 구하기 용이하다. 또한 APA(Advance Pricing Agreement)라는 제도가 

있다. 거래를 하기 전에 과세당국과 이전가격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재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자문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듣다는 단점이 있다. 보통 기업들이 비경상적인 거래 즉 관계사간의 사업양수도, 기업합병 

등의 거래시 사전에 과세당국과 협의를 원할 경우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전가격에 대해 소개했다. 

다음 호에서는 내년 2월에 IRAS에서 발표할 법인세 개정내용을 연재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세무지식-이전가격(Transfer pricing)

Office (65) 6236 7049  Mobile (65) 8186 7433  Fax (65) 6236 3300  E-mail jong.sik.park@sg.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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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호에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들이 관계사 간 유.무형 자산 매입.매각 

및 자본거래 등을 할 때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주요 

핵심은 이전가격이 공정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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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매우 연약하고 경솔해 보이지만

지혜가 있고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지난해 4/4분기부터 둔화되어 금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3.6%로 작년대비 0.8% 포인트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국제무역이 줄어, 그 동안 쌓여온 환율문제, 보호무역 등 

국가간 갈등이 확산될 경우 경제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작년의 15%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약 5%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총선이 계획되어 있어 국내경기부양 정책이 수반 될 것으로 보여 경제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해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잔인성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경제도 6%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토끼해를 맞아 외적인 요인은 불안하나,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금년에도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신묘년(辛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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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  장 정  영  수

토끼하면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지고마는 우화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능력이 뛰어난 자라도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별주부전이 생각납니다. 토끼가 별주부(자라)의 감언이설에 속아 용궁으로 

유인되어 온즉, 용왕님의 중병치료에 토끼의 생간이 영약이라하여 토끼를 죽이려 하자, 

아뿔싸 속았구나 이 어찌하랴! 토끼왈 "토끼간은 온 세상이 영약인줄 알고 탐을 내고 

달라고 보채는데 지쳐, 고봉준령 심산유곡에 감추어 두고 다닌다."고 감쪽같이 둘러대어 

속이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뛰어난 기지의 동물이 연상 됩니다. 별주부전의 교훈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에 탐을 내지 말것, 그리고 위기에도 동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하면 

기회를 찾는다는 것일테지요.

또, 토끼는 앞다리가 짧아 오르막 길은 능하고 내리막 길은 서툴답니다. 곧, 토끼는 

도약입니다. 아무쪼록 2011신묘년엔 최선을 다하시고 혹(惑)한 것에 자중자애하시며 

지혜로운 한 해, 그리고 도약(跳躍)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코참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온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1 신묘년은 토끼해입니다.

고  문 대한해운 법인장이 열 기

신 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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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위 원  새 해 덕 담

손발이 얼얼하고, 귀가 시린 다음에야 한 해가 저물어 감을 느끼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맞이하는 연말이라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원님 여러분께 

신묘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휘황찬란한 싱가포르 야경과 한인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한국상의소와 

함께 2010년을 싱가포르에서 마무리하게 되어 저에게는 뜻 깊은 한해가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GS, 한진, 쌍용 등 수 많은 한국기업의 역동적인 활약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낍니다.

2011년에도 한인기업의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장

감  사정 우 영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장수하십시오.

세계 경제가 어렵게 점쳐지고 있지만 신묘년에는 싱가폴과 한국 양국에 

기대 이상의 전자산업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의 좋지 않았던 일은 원래 없었던 일'이랍니다.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희망의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라오며,지난 호랑이해 국격(國格) 상승에 이어 금년 토끼해에는 한국 

상공인들의 사격(社格)이 토끼처럼 껑충 뛰길 기원합니다

백호가 물러가고 귀여운 토끼의 시대가 왔습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뛰듯이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힘차게 도약하여 승진도 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염소(cl)와 나트륨(na)은 다같이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물질이지만 이 두 물질이 하나로 

합치면 인간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소금이 됩니다. 빼기와 나누기만 하는 세상에 

새해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과 융합하고 덧붙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코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플러스가 만연한 한인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플러스 뒤에 그 무한한 것을 위해서 파이팅!

장수갈비 사장

부회장이 현 경

하이닉스법인장

전기전자분과위원장성 병 호

신한은행 지점장

금융분과위원장정 종 민

한나프레스 편집장

홍보분과위원장이 건 기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상무관

운영위원이 용 환

신묘년(辛卯年) 새해, 모든 일들이 마음 먹은대로 만사형통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대박나시고 특히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 지부장

상근부회장이 창 선

토끼는 뒷다리가 길어서 오르막에 강하답니다.(그래서 사냥꾼이 내리몰이를...)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는 힘찬 신묘년이 되시길 바랍니다.CJ동남아 본사 대표

부회장김 진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