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童心(동심)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동심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다. 푸른 하늘, 넓은 들, 시원한 냇가, 

물장난, 감자 캐는 아낙네, 아마 내 아이들과는 좀 다른 추억이겠지만 나와 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공통점은 그 

시절의 순수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不可能’(불가능)이란 단어는 어린 시절의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이 단순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거대한 꿈을 가진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삶의 깊이를 생각하게 

되고 고뇌에 쌓이다 보면 우리는 ‘불가능’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대한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과를 예상하며 선택해야만 하는 더 

이상 단순할 수 없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얽매어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고 세상의 걱정거리로 마음의 

문도 좁아지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란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가끔은 하고 싶은 행동도 절제 당하는 자유를 잃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의 자유를 되찾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된다. 

‘There is a child in all us’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딘가에 순수하고 자유로웠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잡한 사회에 얽매어 살다 보니 잠깐 잊고 있는 것뿐이다. 불란서 철학 교수 ‘피에르 

쌍소’(Pierre Sansot)는 “느리게 산다는 의미”에서 현기증이 나도록 빨리 돌아가는 현대에도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느림은 개인의 자유를 일컫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제 현실에서 조금은 떨어져 여유로운 

마음과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자.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눈만 뜨면 이념의 갈등, 세대갈등, 경제의 불확실성 등 10억 만들기에 인생을 포기한 

어리석은 아버지와 딸, 어불성설(語不成設) 온통 잊고 싶은 국내 소식뿐이니 독한 소주에 삼겹살로 자꾸 지방간만 

채우는 우리들이여! 童心으로 돌아가자.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의 높고 낮음도 우리의 높고 낮음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정   영   수   

(한누리 기고문에서 발췌)

K O C H A M  J o u r n a l 발행인 정영수 회장 편집인 이창선 부회장, 조응신 인   쇄 아트페이지 발행일자 201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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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외근무를 지원해서 싱가포르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고, 2010년 8월에 인조낙원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Changi공항에서 ECP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로수가 영화 

해리포터의 한 장면으로 연상되면서 싱가포르가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적도상의 조그만 

섬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지도자를 존경하게 되었고,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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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고객의 경우 타국적 개인과의 예금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를 제외한 모든 은행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민은 외환은행에 Current Account를 개설하시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여 낮은 수수료로 신속하게 송금할 수 있고, 현지은행 발행 수표와 동일하게 

수표결제가 가능하며, Giro 결제계좌로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은행거래에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기업은 석유화학 및 에너지관련 기업과 수출입금융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상사의 

Trading, 자원개발 금융, 해운회사의 선박금융, 건설회사의 Bond 등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1970년 10월 First Life Building(Robinson Road)에 싱가포르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1973년 5월 지점으로 승격되어 30년 이상 동남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 및 교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한국계 대기업 및 현지기업(Syndicated 

Loan)이며, 동남아 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여 왔습니다.

지난 1년간 KOCHAM이 주관해 온 자선골프, 

신년하례식, 그리고 정기총회 등 다양한 행사를 

보면서 지역사회에서의 KOCHAM의 큰 영향력과 

모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한국인으로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싱가포르 고위층과 교감할 

수 있는 힘있는 한국계 기업의 대표단체로서 한국계 

기업의 영업 활성화 및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 외환은행이 싱가포르에서 취급하는 금융 분야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
    니다.

부임초기에 Riverside Jumbo에 저녁식사를 예약했는데 실외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의아해 했는데 그 이유가 공기가 

깨끗하고, 따뜻한 날씨 덕분이라는 생각에 부러웠습니다.

외환은행

정우영 지점장

운 영 위 원  기 업 탐 방

현재 외환은행은 한국계 건설사, 종합상사, 석유화학 

회사들과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민과

주재원들의 예금거래, 입출금, 송금업무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에서 진출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고, 교민과 주재원들의 금융거래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앞으로 외환은행이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4.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에서 감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소감과 앞으로 코참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환은행이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해 왔다는데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그간 쌓아온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KOCHAM 회원님들은 주요 한국계 기업의 동남아 본부장으로서 회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함께 활동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 싱가포르에서 지내시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시면 하나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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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사  기 업 탐 방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가 해외관광 마케팅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27개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과거부터 한국의 주요 관광시장 중의 하나로 동남아시장 개척을 

위한 허브로서 그 중요성이 있으며 국가 자체가 관광산업을 잘 발전시켜 온 모범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시간 정도의 적당한 비행시간,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싱가포르 사회를 달구고 있는 K-Pop을 위시한 한류 열풍, 4계절의 다양한 

관광매력을 활용하여 관광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고 성과를 내기가 좋은 시장입니다. 

해외지사 요원 선발 시 싱가포르로 발령이 나서 오게 되었지만 와보니 할 일도 많고 실제 

현장에서 새롭게 배우고 느끼는 점도 많습니다. 싱가포르의 이미지는 Green, Clean, Modern 

이라는 단어로 축약되어 저에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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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동남아 허브로서 한국관광 마케팅 활동의 파급효과가 높은 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의 첫 번째 주요 업무는 한국의 관광매력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관광 인지도 및 선호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및 사진과 영상자료의 배포, 언론인의 한국 취재 지원, 

한국특집방송 제작과 기사화,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를 주 업무로 하고 있죠. 두 번째 주요 

업무는 방한관광객 창출업무로 싱가포르 소재 항공사 및 여행업계, 국내 여행업계 및 지자체, 

관광사업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한국여행상품 개발 및 판촉 활동입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는 소비자 대상 관광정보 제공과 판촉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이 Korea Plaza의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Survival Korean(1~2

단계), K-Pop을 통한 한국어 배우기, 한국음식 강좌, K-Pop댄스 강좌, 한국 미용강좌가 있고

2. 한국관광공사가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류 열기의 현장 체험입니다. 주재원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가 싱가포르는 재미없는 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너무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어 개성과 창의가 다소 메말라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10~20대의 젊은 층은 다르더군요. 

이들 신세대는 뭔가 새롭고 모험적인 것을 찾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K-Pop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임 후 

한류와 연계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해오면서 한류팬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류를 제대로 즐기고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인상적이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제 

여권을 보고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하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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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기준 방한 싱가포르관광객은 11만명대로 처음으로 10만명대를 

넘었죠. 싱가포르는 해외여행시장이 이미 성숙단계라 추가 방한수요 

5. 앞으로의 한국관광공사가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4. 평소 코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용선중 지사장

다른 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주재 기업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싱간의 경제 및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공회의소에 좀더 많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창출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한국을 찾도록 하여 향후 3년이내 20만명의 

싱가포르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및 싱가포르 내 관광 유관기관 및 관광업계와의 파트너쉽을 

확대하고 싱가포르인이 좋아하는 한국여행상품의 개발을 통한 시장확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수강 대기자가 늘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또한 한국관광 정보 제공과 여행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한류팬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하여 한류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한국관광서포터즈를 결성하고 

모임명을 ‘Wah! Korea Club’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고 현재 3천명 정도의 회원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자체적으로 

한국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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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혁 의  Wealth Management

Currency Crisis가 오는가?
마침내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간인  “Standard & Poor’s”는 미국의 부채한도 인상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된 

주말에 전격적으로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으며 향후 전망도 “Negative”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는 향후 12~18개월 사이에 

미국의 재정상태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이번 재정위기의 시발점은 필자가 지난번에 “리만브다러스 

신화”라는 이야기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이미 3년 전에 시작되었다. 당시에 미국이 부실채권을 처리한 방식을 보면 금융부실과 

가계부실을 정부가 떠안고 기업과 개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노력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당시에 이를 그대로 베낀 유럽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이 개인과 기업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그대로 떠 않은 

격이며 더 이상 이 부실채권을 떠 않아줄 주체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제 과거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달러”는 

이름을 “위험자산”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이 것이 현재 재정부실과 더블을 걱정하는 현 시점의 모습인 것이다. 

자! 그러면 재정위기에 따른 “통화위기” 즉 달러의 위기는 오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G8 국가의 정부부채 현황과 국가 순채무 현황 

등을 먼저 살펴보자.

1. G8의 현 상황

전세계의 많은 정부가 빚 더미에 허덕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꼬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가신용등급의 변화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을 경유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경제의 후퇴로 이끌 가능성이 많다. 특별히 

부실재정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은행들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이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보강과 자기자본 강화 움직임을 통해 제 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재정위기의 핵심인 G8 국가의 재정상황을 살펴보고 현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유로존의 문제는 정부부채의 절대규모라기보다는 사태해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시스템의 

불안정성에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만을 놓고 보면 일본이 GDP의 230% 정도로 가장 많은 부채규모를 가지고 있다. 유로존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이태리를 제외하고는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로존의 핵심은 부채규모의 문제라기 보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시스템의 불안정성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위에 언급한 정책들 대신에 각 국 정부는 이미 풀린 유동성의 “회전율”을 높이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데 문제는 이 것이 향후 경제주체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급락하고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나 기업가 신뢰지수(BSI)등을 보면 이 것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리 정책: 현재 많은 국가들이 금리인하를 통하여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미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도 없으며 또한 이미 시행한 정책도 “유동성 함정”이라는 

덫에 걸려 금리를 인하하고도 경제를 부양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영국0%

50%

100%

150%

200%

250%

일본 이태리 독일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1> G8 정부부채 현황

<% of GDP>

2. 각국 정부의 활용 가능한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래에 열거한 세가지 정책이 가능한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영국

일본

이태리

독일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2> G8 정부의 순 대출/차입 현황

<% of GDP>

통화확장 정책: 금리정책이 어려우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시장에는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유동성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재적소”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동맥경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잘 

못하면 “자산가격의 급등”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정책당국의 어려움이 있다.

재정확대 정책: 현재의 미국과 유로존은 재정적자를 시급히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금리정책이나 통화확대정책의 경우 이미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상당부분 도입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카드로서의 매력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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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rrency Crisis는 올 것인가?
위에 언급한 점을 근거로 해서 달러의 향후 역할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속도는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USD이외의 다른 통화에 대한 대안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위기의 

전염도가 약한 아시아 지역의 통화가 대안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통화가 하나는 일본의 엔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이다.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로존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유이다. 그러면 향후 어떤 통화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 

보기 위해 먼저 USD/JPY의 추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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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혁 의  Wealth Management

USD/JPY 추이

무디스가 8월 23일에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다. 현재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강등하였는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정자가 확대되고 이 것이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엔화의 강세로 나타났다. 이미 무디스에서 사전에 예고를 

했던 것과 향후 전망이 “Stable”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에 시장은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은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국가 부채가 GDP의 두 배에 이르고 쓰나미 복구비용 등의 

지출에 따른 향후 재정상태의 악화가 분명히 예고되는 엔화가 

달러수요의 일정부분을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대답은 “No” 

이다.

USD/CNY 추이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는 어떨까? 중국의 위안화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 위험과 국가부채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다만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결제의 편리성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현재 두 가지 부문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는 상품대금 결제 시 “일정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해 줄 것을 중국정부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금시장에서의 결제기능 강화인데 이는 중국정부가 “위안화 표시 

채권의 발행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위안화 

표시 채권의 발행이 확대되는 경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안화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하였다가 시장에서 매각을 함으로써 언제든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러화는 국제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기축통화의 기능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와 다른 이종통화가 이 기능중의 일부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먼 장기에는 달러화와 중국의 위안화 및 새로운 하나 정도의 

통화가 “복수 기축통화”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강대국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았다. 현재 전세계 외환 

보유고의 61%가 달러이며 외환거래의 85%가 달러로 결제가 된다. 따라서 달러를 신속하게 대체할 어떤 통화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달러의 패권은 당분가 지속되겠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신흥국 그 중에서도 세계의 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 통화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그 중의 핵심은 중국의 위안화이며 향후 중국의 위안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화 할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現 European Financial Group Bank 전무/CRO 임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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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SD/JPY추이>

<그림 4 USD /CNY추이>

<자료: Tele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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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2011 ASEAN 주요국별 경제동향 및 전망

1. 개요

금년에 수출은 13%, 수입은 17% 각각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은 GDP의 19%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싱가포르달러화 가치상승이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올 해 공공, 민간차원의 제조업분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IT,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인플레이션은 상반기에 5.5% 수준을 유지했으며, 하반기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통화청(MAS)과 통상산업부(MTI)는 금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3~4%와 5~6%로 각각 예측

싱가포르

가) 일반전망

아세안(ASEAN)지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올해 평균 5.5%대의 高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2. 2011년 ASEAN 주요국별 경제전망 

올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매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관광객 유입증대 효과로 내수시장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경제전문가들은 싱가포르도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해 긴축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한편, 거주/상업용 빌딩 건설 및 교통인프라 증설계획에 힘입어 건설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

지난해 14.5%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한 싱가포르는 2011년에는 5.5%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지금까지 동 지역의 경제성장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상황에 크게 의존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역내 국가들의 

자체적인 성장동력 개발과 무역확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편 대부분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무역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나 미국, 유럽 등 세계적 경제불안에 따른 

유가상승과 환율불안, 고인플레이션 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싱가포르 GDP 성장률 추이 <단위:%>

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ASEAN 평균

2011년 예상 경제성장률

5.5%

5.3%

6.4%

6.1%

4.5%

5.5%

2011년 예상 물가상승률

3.2%

3.0%

6.3%

13.3%

3.5%

5.1%

<2011년 ASEAN 주요국 경제 전망>

<자료원: 아시아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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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나) 금년도 주요 과제

汎국가적 생산성 향상

- 'Singapore Budget 2011'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금년도 정부의 주된 목표는 범국가적 생산성 향상에 집중

-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매년 2~3%씩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과거 증가치의 2배에 해당

-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부담금(FWL)을 인상하여 설비자동화 및 기술향상에 투자

-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외국인 노동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며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대책

- 최근 건설경기 과열, 부동산 투자 활성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인지세(Stamp Fee)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효과는 미지수임

노령화 및 저출산율 해소

-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또한 인구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고심하고 있음

-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 경제 인구

   의 부양 부담이 가중

-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 

   연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가) 일반전망

말레이시아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회복이 더뎌 금년에 고성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링깃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제조업의 수출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음

정부 투자는 전년대비 목표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정부 목표 성장률: 2010년 9% → 2011년 5.4% 하향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의 올해 경제성장이 정부의 ‘경제체질개선프로그램’의 효과적 실행과 해외투자자금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 

- 2011년 경제전문가 예상 경제성장률: 5.3%

금년에 수출은 8%, 수입은 10% 내외 증가할 것이며 對일본, 미국 수출이 감소하는 대신 아세안 역내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국내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 특히 제조업 임금 인상과 실업률 안정이 내수 신장에 기여할 듯

인플레이션은 2012년까지 3%대를 유지,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아시아개발은행>

말레이시아 물가상승률 변화 추이 <단위:%>

5-year moving average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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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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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나) 금년도 주요 과제

경제체질개선프로그램의 효과적 실행

-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새로운 도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2010년 기준 1인당 GDP는 

   US$8,200 수준)

- 정부의 ‘경제체질개선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경제성장에 촉매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투자심리를 

  저하 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음

나) 금년도 주요 과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 금년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은 평균 7%로 높은 편이며 해외자금유입의 관리에 실패할 경우 물가가 급등하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음

수출상품 다변화

- 현재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은 전기전자 및 1차 산업(팜오일, 석유, 농산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

- 이들 제품들은 가격탄력성이 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절실함

비즈니스환경 개선

- 현 말레이시아의 사업 환경은 1990년대 중반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투자매력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전문가들은 역내 타 개발도상국들이 경쟁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도 비즈니스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있다고 경고

인도네시아

가) 일반전망

정부는 올해 전년대비 재정지출을 30% 이상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충할 계획

- 물류비용이 제품원가의 14%를 차지 → 인프라개선 시급

금년에 수출은 15%, 수입은 17% 증가할 것이며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 또한 일본 지진 재건의 반사이익으로 

에너지, 원자재 수출 증가 예상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투자 및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농산물가격상승 → 국민소득 증가 → 내수회복

민간투자는 국내외 농산물, 미네랄의 수요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업종별로는 제지, 프린팅, 고무, 

플라스틱, 식품업의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됨

2011년도 경제성장률은 6.4%, 2012년도는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프로젝트명

Toll Road

Toll Way

Clean Water Facility

Waste Management and
Sanitation Facilities

내용

16개 주를 가로지르는 Toll Road 건설

주요 도시 및 지역을 연결하는 Toll Way 건설

4개 지역에 14.6조 루피아 상당의 정수시스템 구축

11곳에 US$4억 1,600만 규모의 오물처리시스템 구축

<주요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계획>

세제(稅制) 개선

- 정부는 2014년까지 경제성장을 7~8%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등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실정

- 인도네시아 세법 준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개선하여 정부 재정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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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가 포 르  세 무 지 식

급여와 관련된 세무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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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0%에서 20%까지 증가하는 단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15%의 단일세율과 단계세율 적용했을 때의 큰 금액을 과세하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세무상 공제 항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체감되는 실질 부담세액은 한국과 비교해서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배우자 공제 및 자녀공제는 한국과 제도가 비슷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들은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및 한국 양국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국 정부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싱가포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다음,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공제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고시에는 국외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1백만원 한도의 비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납부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방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Not Ordinarily Resident 

Scheme(“NOR”)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연간 $160,000이상의 

소득이 있고,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외 체류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만큼은 과세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시 회사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해당직원의 

총급여의 10%와 연 임차료 중에서 작은 금액이 과세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가지 급여 지급 항목에 따른 과세여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정액교통비, 개인소득세의 회사보전분, 주택관리비의 실비보전분 등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상여금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을 발표하는 시점에 과세합니다. 임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정기적으로 보전해 주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스톡옵션도 과세대상이 되나,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기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비보상성격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어학교육비, 명절수당 및 선물비, 야근교통비, 야근식대, 소액의 출장여비 등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교육비를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하는 

결혼 출산에 대한 축의금은 $200이내의 범위에서 비과세하며, 조의금 등은 전액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외국법인에 근무를 할 경우, 싱가포르내에서 해당 근로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급여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때로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이중근로계약서(Dual Employment)를 작성하여 본사에서 받는 급여는 본사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사후에 이러한 

급여 누락을 파악했을 경우 자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책임은 회사 및 종업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싱가포르내의 기업은 다음해 3월 1일까지 그 

전년도의 모든 급여를 포함하는 IR8A를 작성하여 각 종업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개인은 개인별 

공제를 확인하여 4월 15일까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신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근무를 종료하고, 한국으로 복귀할 경우 복귀할 시점으로 부터 1달이전에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IRA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세금정산(tax clearance)을 위해서 

마지막 달의 급여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기업의 부가가치세(GST)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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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t 3 Years of Kocham’s Charity Golf & Gala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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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참  포 토 스 토 리

November 18 2008

September 8 2009

Gala Dinner

총 39개 기업과 단체에서 
각종 후원 및 Sponsor로 참여

MINDS기관에 S$30,000 후원

Charity Golf 

<골프 수상자 명단>

Best gross : Han Yong Guan

Winner lady : Kim Mi Kyung

Winner : Kim Kwang Jo

1st runner up :  Tan Ching Khoon

2nd runner up : Alan Chan

Nearest to pin : Chung Chun Taik / Park Gi Chool

Nearest to line :  Sonny Chua

Longest drive : Joy Lim

Charity Golf 

<골프 수상자 명단>

Nearest : Poh Choon Lay, Aloysius Lee

Longest : Kim Woo Jae

2nd runner up : Shin Dong Ryul

1st runner up : Kim Chang Bae

Lady winner : Choi Sun Kyung

Winner : Mark Catton

Best Gross : Harold Stevenson

Gala Dinner

총 40개 기업과 단체에서 
각종 후원 및 Sponsor로 참여

Singapore Children’s Society에 $20,000 후원



지난 10월 1일 (토), 진주에서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그리고 진주 상공회의소 간의 경제교류 

및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류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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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P a g e

코 참  포 토 스 토 리

Charity Golf 

<골프 수상자 명단>

Nearest : Kang Ki Seog, Kim Hyo Jin

Longest : Jackson Yap Kit Siong

2nd runner up : Kim Sung Woo

1st runner up : ShinYong Seob

Lady winner : Ahn Seung Hyo

Winner : Kim Sung Woo

Best Gross : Seol Jae Geun

Gala Dinner

교류약정서 체결

October 26 2010

총 45개 기업과 단체에서
각종 후원 및 스폰서로 참여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에 $20,000 후원

생명의 전화S$3,000 후원 월드비전 S$2,000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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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원 사  동 정  및  공 지 사 항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동정

사무실 이전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  정  훈 대표 귀임 / 장  경  원 단장 부임

하  만  충 (Ha Man-Choong)
Duane Morris (듀에인 모리스)
16 Collyer Quay #17-00 Singapore 049318

T. 6311-0030  F. 6311-0058
mha@duanemorris.com / manchoong@naver.com

이  재  훈 대표 (Lee Jae Hoon)

SK Gas International Pte Ltd (SK가스 인터네셔널)
50 Raffles Place #27-01 Singapore Land Tower, S048623

T. 6631-9301  F. 6223-8231
johnlee@sk.com

노  상  무 (Samuel Roh)

Knoc Singapore RO (한국석유공사 싱가포르출장소)
79 Robinson Road, #11-03 CPF Building Singapore 068897

T. 6227-7792  F. 6227-9516
yobo@knoc.co.kr

2011년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주신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1. Korean Reinsurance Company, Singapore Branch

   - 8 Cross Ctreet PWC Building, #23-05 S048424

2. PG Holdings Pte Ltd

   - 10 Anson Road #24-06A International Plaza S079903

3. POS-SEA PTE LTD 

   - 3 International Business Park #03-17 Nordic European Centre S609927

GS칼텍스 싱가포르
에스티엑스팬오션 싱가포르 법인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싱가포르 지사
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싱가포르 지점
한국무역협회 
SK해운㈜
아랍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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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011 ㈜ 동아지질 싱가포르 지사
장수 숯불갈비
POS-SEA Pte Ltd
한국선급 싱가포르 사무소(사단법인)
한국투자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
넥시아 티에스
다이나믹스코스모
대경 싱가폴 법인
대양 엔지니어링
셈콥 파크 매니지먼트 유한공사
아리랑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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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에이치 앤 프랜드 지티엘
케이에스 마리타임
코일텍스틸
하나투어 싱가폴 지사
한맨인터내셔널
JAC Singapore Pte Ltd
에스제이제이 마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회원사 연회비

CJ그룹
대한항공
삼성전기㈜ 동남아 판매 법인
LG 상사㈜
PG 홀딩스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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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011 화천기계
코리안리재보험, 싱가폴지점
주식회사 비드인폼
삼성물산 건설부문
창 한국식당
현대종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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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쉥커 싱가포르
Samsung Fire & Marine INS Co., Ltd
종합컨설팅
팬우드엔지니어링
법무법인 브라이언 케이브
케이에스엠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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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네+나겔 싱가포르

  2,000.00 
500.00 
 500.00 
500.00 

072011

KSE Marine Works Pte Ltd
재동실업

  500.00 
500.00 

2000.00  
1500.00  
300.00  

082011

SK 가스
우삼
JK 종합보험

092011

700.00  한국석유공사102011

(10월10일 기준)

4. Asiana Airline

   - 30 Raffles Place, #09-01 Chevron House, S048622

5. Sembcorp Parks Management Pte Ltd

   - 30 Hill Street #03-01, S79360





  !
최고수준의 국외 인터넷 뱅킹

국내외 인출 가능한 서비스

※사전 서비스약정 필요(외환거래법 한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