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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주재원으로 발령 받아 부임하여, 1997년 2월 ~ 2002년 2월까지 5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잠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정리를 한 후, 다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 싱가포르에 오시게 된 계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류가 점점 세계로 뻗어나갈 즈음, [대장금] 이라는 드라마가 소개되었고, 드라마의 여파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류 또는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을 때, 장수갈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며,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마인드로 한국의 대표음식을 궁리해 보았고, 

소고기와 갈비라는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장수갈비는 한식 전문점으로, 16가지의 메뉴로 

신선한 식재료를 활성화하여, 맛을 높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총 종업원 7명중 

3명이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적인 맛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2006년 11월부터, 뒤이어 2호점이 2009년 6월에 개점되었습니다. 2호점은 

고기뷔페로 손님들이 각종 신선한 육류와 야채를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호점과 같은 

조리비법을 사용하고 있어서‘장수 갈비’만의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심과 지원 속에 비교적 빠르게 정착하였고 현재는 싱가포르 

고객이 70% 정도이며 입소문으로 점차 현지고객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2. 현재 운영하시는 장수갈비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1호점과 
    2호점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활동하는 중점은, 이제까지 제가 배웠던 것을 미력하나마 한인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회에서 일했으나, 이 것이 기점이 되어, 다른 단체의 활동 

권유도 받게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한 계속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데 밀알이 되길 원합니다. 가능하면 참여하여 무엇을 말 하려 하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단체별로 역할과 협조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의견 소통을 통해 

바람직하고 참된 한인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성숙된 한인사회를 위해 

열심히 참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3. 

장수갈비

이현경 사장

운 영 위 원  기 업 탐 방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건강하였으면 합니다. 사업면에서는,‘장수갈비’가 

단순히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도 소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 사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가득 찬 물컵을 비워내야만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고, 이로써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움의 생각으로 저는 다른 

이들에게 기여하고, 다른 이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5. 앞으로 목표하시는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4.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며 앞으로 코참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부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코참이 앞으로 자료 

배포 등 회원사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채용부분에서, MOM에 정식으로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참 부회장 등 한인사회에서 큰 활약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싱가포르 한인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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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사  기 업 탐 방

호주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싱가포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어 1990년 초반 무렵 친구들을 

따라 싱가포르에 여행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면서 남녀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졸업함과 동시에 싱가포르에 왔고,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이직 이후 호주와 싱가포르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하여, 아시아, 유럽, 북미, 그리고 

러시아까지, 여러 나라로 출장을 다니다 유독 아시아에 애착이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싱가포르에서 일한다는 것에 정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인 능력과 어학부분만 갖춘다면 싱가포르에서 충분히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 일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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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ia TS는 싱가포르 현지기업으로 Nexia International이라는 국제회계법인그룹에 

속해있으며(한국 Nexia:삼덕회계법인), 각종 기업체에게 법정감사, 특수목적감사, 컨설팅 

서비스, 세금관련 상담서비스, 회계서비스, 내부감사 및 종합적인 위기관리와 금융자문 

서비스, 그리고 기업진단 및 기업회생 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로는 

주식상장관련 상담, IFRS전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주식신규상장 관련 

대표적인 회계법인회사로도 활동했으며,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의 대표적인 상장성공케이스로 Dyna-Mac Holdings Ltd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고객과 기업체로 인해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대주주 덕분에 Nexia TS는 다양한 사업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Nexia Australia, 싱가포르 공인회계기관 

(ICPAS), 그리고 SBF와 협력하여 대중을 위해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회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2. Nexia TS 소개와 2011년 전망에 대한 소감 부탁 드립니다.

도시 한가운데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싱가포르에서의 직장 그리고 주거생활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도 타국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리적으로 ASEAN국가와 근접성이 뛰어나 여행이나 출장에 안성맞춤이라고 느낍니다. 

여러 개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날씨가 단조롭고 한국에 있는 가족이 그립다는 점만 빼면 싱가포르 생활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3. 싱가포르에서 지내면서 좋은 부분, 그리고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업무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나중에 싱가포르, 혹은 주변국가에 

사회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트레킹을 하러 네팔에 여행계획이 잡혀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하여 시야를 넓히는 것 또한 제 계획 중에 일부입니다. 

Nexia TS는 수익적인 면에서도 물론 성공을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고객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업면에서 진실성이 돋보이며, 고객 개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지속성과 다음 세대를 위해 Nexia TS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5.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회원으로 가입했을 당시와 비교 해보았을 때, 지난 몇 년 동안 코참의 활동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미나와 행사를 자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코참이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코참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체간 소식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트워크망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4. 앞으로 코참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Nexia TS 

김윤숙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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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이슬람채권(SUKUK) 발행 지원제도 

1. 이슬람채권(SUKUK)이란?

싱가포르는 이웃 말레이시아에 비해 늦게 이슬람금융을 도입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 08년 US$3.6억에서 올 해 US$14.7억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은행업의 경우 2001년 말레이시아 May Bank가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이슬람은행업을 시작했고, 2007년 5월 싱가포르 

개발은행(DBS)이 싱가포르 최초 이슬람은행인 IBA(Islamic Bank of Asia)를 설립

이슬람금융 현황

3. 싱가포르의 Sukuk 지원제도

Sukuk(이슬람채권)로 대표되는 이슬람금융은 이슬람교리(샤리아: Shariah)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다음의 특성을 지님

- 이자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금지하는 바 실물자산 투자를 금융과 연계하여 이자 대신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함

-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사업파트너로 참여,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위험분담의 특성을 지님  

- 샤리아에 금지된 업종(도박, 주류, 돼지고기, 무기 등)을 매개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

2. 싱가포르의 이슬람채권(SUKUK) 도입배경

2009년 1월에 통화청(MAS)이 비이슬람국가로서는 최초로 자국 화폐표시 이슬람국채를 발행

싱가포르는 국제금융허브로서 이슬람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외화금융 조달의 다변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슬람채권 발행을 지원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여 이슬람권 자금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수쿡(Sukuk)은 이슬람채권을 일컫는 것으로 리스(Lease)를 수익근거로 하는 이자라 수쿡(Ijarah Sukuk)과 

소비자금융에 따른 전매차익을 근거로 하는 무라바하 수쿡(Murabahah Sukuk)이 대표적임

이자라 수쿡

차입자 SPV
(금융회사)

투자자

①자산매각 ②수쿡 발생

③수쿡 투자

⑦투자 수익

④대금지급

⑤자산리스

⑥리스료



국제금융허브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인 통화청(MAS)이 주축이 되어 이슬람금융이 일반금융과 제도상 

차이가 없도록 동등한 운영기반을 구축

싱가포르 통화청(MA)은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해「Sukuk 발행 프로그램」(Sukuk Issuance Program)을 도입(09년 1월)

정부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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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kyu@kita.net   

Office (65) 6323 1161 

1) 부동산거래 인지세 면제(Stamp Duty Remission)

세부내용

Sukuk채권은 이자 대신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이 부담으로 작용

싱가포르 정부는 2009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Sukuk채권 중 비중이 큰 이자라 Sukuk를 통해 부동산 취득시 

인지세(Stamp Duty) 면제 혜택을 부여

-인지세는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것에 해당하며 취득자산의 가액에 따라 1~3% 내에서 부과

2)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Income Tax Deduction) 

(2005년) 정부는 금융기관이 Sukuk채권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20%)를 법안개정을 통해 10%로 감축

(2008년) Sukuk채권 취급 금융기관들의 법인세율을 추가 감면(10% ⇒ 5%) * 이자라 방식의 거래에만 해당

(2008년) 2차 법안 개정을 통해 2008.2월~2013.12월 기간 중 발행되는 Sukuk채권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시 완전 면제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높임

허인규 부장

싱가포르 통화로 발행되는 Sukuk는 국채와 동일하게 취급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 산정방식 등

Sukuk가 일반채권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을 부여 

- Sukuk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로 간주하여 일반채권과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양허세율 적용)

- Sukuk 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Stamp Duty 등)을 감면

4. 시사점

국제적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는 빠르게 증가하는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금융, 특히 Sukuk채권 발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금융자본 유치의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非이슬람국가인 싱가포르는 이슬람금융의 운영지원을 위해 별도로 법규를 제정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대신 일반금융과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순조롭게 이슬람금융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

특히, 기존제도 내에서 Sukuk채권을 국채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한 점이나 채권수익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와 

Sukuk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식상 발생되는 부동산 거래세를 과감하게 감면한 조치는 자본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Sukuk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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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가 포 르  세 무 지 식

이중과세를 포함한 국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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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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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의 법인세율은 17%로서 저세율 국가로 분류됩니다. 각종 세무상 조세지원제도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유효법인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싱가폴내의 기업이 얼마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를 판단하실 때 단순히 법인세율만을 고려하시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CPF에 납입을 해야 하는 비율이 급여의 약 16%에 이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싱가폴의 세율은 향후에 더 낮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OECD추세가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의 관행을 

없애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간 과도한 조세경쟁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IRAS)는 기본적으로 싱가폴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한국 현지법인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해당 서비스가 대부분 싱가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IRAS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자비용, 이자비용과 비슷한 

성격의 스왑거래 손익, 로열티 지급액, 임대료 지급액 등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 지급액은 

비과세이므로 흔히 기업들이 투자이익의 회수방법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지급액의 

한도는 기업의 그 동안의 누적이익잉여금입니다.

세무상 비거주자와 거래시에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상 

비거주자는 보통 다른 외국기업, 183일 미만 거주하는 개인 및 싱가폴 내에 설립된 지점 또는 

건설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을 영위하는 건설회사 등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일 또는 계산서 발행일 중 빠른 날에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원천징수 세율은 대부분 15%미만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소홀이 할 경우 최고 20%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는 경우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5%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나,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원칙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국가간에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체결됩니다. 

여기에서는 특정 소득에 대하여 어느 국가에서 과세권이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OECD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과는 

80년도 초반에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해상 

운송소득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과세권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서 183일 미만 

거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및 근로소득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국간에 포괄적인 정보교환과 관련된 개정 협약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협약이 

비준될 경우, 양 정부간에 조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회사가 싱가폴의 다른 회사에게 제품을 공급할 경우, 한국정부는 직접 싱가폴에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세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국내사업장 관련 비용 배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폴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싱가폴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싱가폴 기업의 법인 소득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직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비용은 정상가격에 해당하면 비용인정이 가능하며, 간접비용의 배부는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원가 동인 즉 매출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분이 이루어 지면 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사용된 소득배분방법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급여와 관련된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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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참  포 토 스 토 리

지난 4월 5일 St. Regis호텔에서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 Singapore Budget에 대한 IRAS의 강연과 감사패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2011 정기총회

IRAS LIM Keah Yen 강연

IRAS 감사패 전달

오준 대사  축사

지난 2011년 6월 2일, 대한민국 법제처와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법제 분야의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를 체결하였습니다. 

정영수 회장은 지난 3월 1일, 2년의 임기로 법제처 국민 법제관 (외국인 투자) 분야에 위촉된 바 있습니다.

법제처 MOU 체결

운영위원회 개최

정영수 회장 인사말

운영위원회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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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사  동 정

한국대사관 소식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동정

염  동  식 이사 (David, Yum)

이  증  구 대표이사 (Lee Jeung Koo)

Kuehne+Nagel Pte Ltd (퀴네 + 나겔 (주))
1 Science Park Road, #03-01 The Capricorn Science Park II, Singapore 117528

T. 6339-5115  F. 6339-5225
david.yum@kuehne-nagel.com

705 Sims Drive #06-07B Shun Li Industrial Complex Singapore 387384

T. 6746-2920  F. 6746-3930
Listone2003@yahoo.com.sg

대한 해운 이  열  기 법인장 귀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에 대사관에 상무관(商務官)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김홍주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간 경제통상활동의 진흥”이라는 상무관의 main mission을 가슴에 새기며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그간 업무나 사석에서 인사드린 분들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코참 저널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97년에 정보통신부(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현 소속부서인 지식경제부로 옮긴 후 불공정무역조사과장, 로봇산업과장을 맡았었고 2005, 2006년에는 

스위스 베른에 있는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국가경쟁력 순위 1, 2위를 

다투는 强小國인 스위스와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아마도 큰 행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무관으로서 이곳에서의 일이 정보통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경험했던 IT, 무역, 통상, 에너지 외에도 

환경, 농림, 해양, 플랜트 등의 업무도 있고 외교관으로서 주재국 싱가포르의 관련 공무원들과 교류도 

해야 하는 등 낯선 일들이 많아 때로는 힘들지만 스위스에서와는 달리 싱가포르에는 우리 상공인, 

기업인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덥고, 더 작고, 더 심심하고, 더 비싸다는 것이 지난 4개월간의 싱가포르에 대한 제 

인상이지만 이곳에서의 앞으로의 생활이 그래도 기대되는 것 또한 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고 같이 일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부임 인사를 

갈음합니다.

싱가포르 대사관 상무관   김   홍   주

그 동안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고문으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던 이열기 
고문님께서 지난 7월 1일에 귀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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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GS칼텍스 싱가포르
에스티엑스팬오션 싱가포르 법인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싱가포르 지사
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싱가포르 지점
한국무역협회 
SK해운㈜
아랍은행
㈜ 동아지질 싱가포르 지사
장수 숯불갈비
포스틸
한국선급 싱가포르 사무소(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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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011 한국투자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
넥시아 티에스
다이나믹스코스모
대경 싱가폴 법인
대양 엔지니어링
셈콥 파크 매니지먼트 유한공사
아리랑 트레이딩
에이치 앤 프랜드 지티엘
케이에스 마리타임
코일텍스틸
하나투어 싱가폴 지사
한맨인터내셔널
JAC Singapore Pte Ltd
에스제이제이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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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2011년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주신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CJ그룹
대한항공
삼성전기㈜ 동남아 판매 법인
LG 상사㈜
PG 홀딩스
한국관광공사
화천기계
코리안리재보험, 싱가폴지점
주식회사 비드인폼

  5,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000.00 
 2,000.00 
 1,000.00 
 1,000.00 

052011 삼성물산 건설부문
창 한국식당
현대종합상사
쉥커 싱가포르
Samsung Fire & Marine INS Co., Ltd
종합컨설팅
팬우드엔지니어링
법무법인 브라이언 케이브
케이에스엠 엔지니어링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삼성전자
쌍용건설
마주코통상
컴속 테크놀러지

  3,000.00 
 2,500.00 
 1,000.00 

 500.00 

062011 피더블유씨
컨셉추얼
케이피엠지 – 한국데스크

   500.00 
 500.00 
 500.00 

 

외환은행
PMK 상사
한송야마가타 인텍

  2,000.00 
500.00 
 500.00 

072011

(7월6일 기준)



담당자: Kristin Kim Yoon Sook (김윤숙 이사)
Tel: 65 6536 8852
Email: kimys@nexiats.com.sg
www.nexiats.com.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