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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포진은 전세계 인구의 20 ~ 30%

가 일생에 한 번은 겪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라 합니다.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도 쉽고 조기발견도 어려운 대상포진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상포진은 얼굴이나 몸의 한 쪽 부위에 띠 모양으로 피부의 발진과 대상포진은 얼굴이나 몸의 한 쪽 부위에 띠 모양으로 피부의 발진과 

수포가 형성되므로 띠 모양으로 포진이 생긴다고 하여 ‘수포가 형성되므로 띠 모양으로 포진이 생긴다고 하여 ‘

대상포진’ 이라고 한다.대상포진’ 이라고 한다.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 

피부, 신경계에 발생하고 젊은 사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며 대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많이 발병한다.

  
대상포진 원인
대상포진은 장기이식이나 항암 치료를 받아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병적인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있는 환자에서는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대상포진의 원인 병원체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이다. 이는 

어린이가 흔히 걸리는 수두의 원인체인 수두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로 소아기에 수두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 수두를 앓고 수두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 수두를 앓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가 몸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체내에 남아 난 후에도 바이러스가 몸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체내에 남아 

있는 수두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이동하여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수두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이동하여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다.있는다.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사람이 이를 느끼지 못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병적인 증상도 없다. 피로, 외상, 스트레스피로, 외상, 스트레스 같은 

인자들로 인해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다시 피부로 내려와 그 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다.

 
대상포진 증상
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잠복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며 피부의 병적인 증상은 신경근의 지각신경이 피부의 병적인 증상은 신경근의 지각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데 처음엔 몸의 한쪽 부위에 분포하는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데 처음엔 몸의 한쪽 부위에 

심한 통증이 온다.심한 통증이 온다. 가슴, 허리, 팔, 얼굴 순으로 통증이 많이 

나타나고 바이러스가 오른 쪽 또는 왼 쪽으로 한 가닥씩 나와 있는 

신경 줄기를 따라 퍼지기 때문에 증상이 한 쪽으로만 나타난다. 이 

부위에 심한 통증과 감각이상이 동반되며 붉은 반점이 신경을 따라 

나타난 후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 

수포(물집)는 수두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과 조직검사 결과가 수포(물집)는 수두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과 조직검사 결과가 

동일하다. 동일하다. 수포는 10∼14일 동안 변화하는데, 고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딱지로 변하게 된다. 접촉 등에 의해 물집이 터지면 

궤양이 형성될 수 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증상이 좋아진다. 피부의 병적인 증상이 모두 좋아진 후에도 해당 

부위가 계속 아프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상포진성 통증은 노인 

환자의 약 30%에서 나타나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다.

대상포진의 심각성
대상포진은 남에게 옮는 전염 질환이다.대상포진은 남에게 옮는 전염 질환이다.

수두에 비해서는 전염성이 낮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수두를 

앓은 경험이 없는 사람, 어린이, 노인, 환자 등과는 격리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이 수두 바이러스가 없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이 수두 바이러스가 없더라도 

대상포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쉽게 감염될 수 있다.대상포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치료를 시작하면 빠르게 치유되지만, 피부의 병적인 증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2차 세균감염이 발생하여 곪을 수 있다. 노인이나 

면역억제 환자의 경우 피부의 이상 증상이 모두 좋아져도 포진성 

통증이 남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면역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경우에도 

7.9%에서 포진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대상포진이 얼굴에 

나타나면 청력과 시력에 영향을 준다.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홍채염이나 각막염을 일으켜 실명할 수 있고, 부분적인 

안면 마비, 귀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이러스가 뇌수막까지 침투하면 뇌수막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면역억제환자에서는 대상포진이 지각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의 피부에 나타나기도 하며,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진행하거나 간염이나 폐렴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바이러스는 잠복상태로 몸 속에 계속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바이러스는 잠복상태로 몸 속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면 다시 발생할 수 있다.존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대상포진 치료
병의 초기에는 항바이러스 제제와 진통계 및 소염제를 사용한다. 

대상포진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몸이 허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에게 주로 발생하므로 치료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항바이러스제는 수포발생 3-5일 이내 투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현재까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의 활동을 초기에 빨리 억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을 하기도 한다. 치료 도중에는 치료 도중에는 

되도록 찬바람을 쐬지 말고 목욕 시에는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되도록 찬바람을 쐬지 말고 목욕 시에는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아주는 게 좋다. 상처 치료에는 자극성 강한 반창고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게 좋다. 상처 치료에는 자극성 강한 반창고를 

붙이기보다는 항생제가 포함된 거즈를 사용한다.붙이기보다는 항생제가 포함된 거즈를 사용한다.

 
대상포진 백신
백신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데 유용하다. Zostavax라 불리는 백신이 

수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서 대상포진이 없었던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사용한다. 연구자들은 그 백신이 미국에서 매년 약 

250,000명의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매년 다른 250,000건에서는 

대상포진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다.

 
대상포진 예방수칙
1. 

2.

3.

4.

5.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의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휴식을 갖는다.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신체를 강화한다.

수두예방주사와 대상포진 백신주사를 꼭 접종한다.

대상포진 증세를 보이면 곧바로 치료한다.  

면역력 강화에 좋은 잡곡밥, 발효식품, 녹황색채소, 과일, 버섯, 

어패류 등을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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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C H A M  J o u r n a l

항해사로 근무하던 1989년 10월 4일 처음 싱가포르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이공항에 도착하여 

나올 때 즐비해있던 해외 고급 자동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 볼보 자동차를 갖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고, 세월이 흘러 흘러 벌서 23년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1992년 까지는 싱가포르 국적선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했으며, 1992년 고향화물이라는 물류 회사를 

설립하여 1998년까지 한국인 유일의 물류 회사로서 많은 한국기업들의 물류를 맡았습니다. 이 후 

동 사가 2002년 싱가포르 정부 출자기업인 Translink에 합병, 2005년 Agility에 한번 더 합병되면서 

다국적 기업과의 인연이 시작 되었고, 이후 2010년 DB Schenker에 제의를 받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싱가포르에 왔던 때만 해도 싱가포르가 지금과 같이 발전해 있진 않았던 것 같지만 20여 년 

동안 나날이 변한 싱가포르를 어느 날 마리나베이 샌즈 위에서 내려보니, 싱가포르가 참 예뻐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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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nker는 세계물류 업계 랭킹 2위의 독일계 물류회사로 130개국, 550개의 사무실에 9만 1

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현재 14개의 물류센터에 1500명의 직원들이 

있으며 항공, 해상, 3자 물류, 프로젝트, 석유 화학물류, 전시물류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글로벌 프로젝트 및 석유 화학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현재 호주 서북쪽에 위치한 베럴 아일랜드의 LNG 플랜트 프로젝트

입니다. 세계에서 현존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로서 1급 자연보호 구역 내에서 산업 발전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과 환경을 100% 보전하며 자연과 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 해주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입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주롱섬을 비롯한 싱가포르 전역에 진행되는 건설, 건축 및 석유 화학 

단지, 에너지 산업 물류에 초 중량, 초 대형 화물 운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1초의 진동도 

허용하지 않는 특수 화물운송 등 특화된 종합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Schenker Singapore

정창섭 상무

운 영 위 원  기 업 탐 방

코참 정영수 회장님께서 추천하셔서 물류분과위원장을 수락 했지만, 아직 제가 이런 직을 수행할 만한 그릇은 못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싱가포르에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 상공 회의소는 경제인들의 모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기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공동 관심사를 이끌어 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상공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면 한인 상공인들께서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에서 물류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해주시고 계신데 평소 코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참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와 석유 화학 물류는 유럽 중심산업이었지만, 2012년 현재 일부 핵심 부품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지역에서 조립 

생산되고 있고, 물류의 근원지도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프로젝트, 석유 화학 물류에 더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3명의 한국 직원들이 

프로젝트 물류를 배우고 있는데, 더 많은 후배들에게 풍부한 현장 지식과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가정의 가장이 그러듯이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회원 

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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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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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 생활 반경이 좁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을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때론 

매우 친한 친구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혹은 5년 만에 귀국발령이 나, 그때마다 친구를 멀리 보내는 서운함으로 몇 주간 

때론 몇 달 동안 방황도 하고 힘들어 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싱가포르에서 직장 초년시절을 보내 신분들이 본사에서 임원, 

혹은 최고 경영자로 오르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 SCHENKER SINGAPORE가 싱가포르에서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P a g e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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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
1. 싱가포르

○ 자유무역항인 싱가포르는 전반적으로 수입규제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단, 국민보건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일시적 수입규제는 지속

<2011년 싱가포르 국민보건 목적 수입규제 사례>

1) CSDT (아세안 범용 인허가제도) 시행

    -시행기관 : 싱가포르 식약청 (Health Science Authority)

    -시행일자 : 2012.1월부터 (他ASEAN국가들은 2014년부터 시행예정)

    -내      용 : 의학·미용·의료·담배·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유통에 필요한 식약청 인가제도가 아세안 공통  

                   인허가 제도인 CSDT로 변경

○ CSDT제도는 기 승인 제품도 재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싱가포르에 

    진출해있는 한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승인비용이 크게 증가한데다 제도를 숙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과도한 규제가 될 것으로 우려

    - 치과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A업체는 기존 20개 제품의 신규 

       승인에 2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밝힘

○ 싱가포르의 경우 제품을 수입/유통하고자 하는 회사가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다 로컬 기업들도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한국 기업이 진출 시 바이어와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논의 

    및 준비를 하지 않으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싱가포르 의료기기협회(AMDI)는 최근 한국산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증가와 관련 한국기업의 각별한 주의와 준비를 당부

2. 인디아

○ 인도는 자국산업 보호와 성장을 위해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

○ 인도는 중국, 태국, 베트남산 원사 및 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US$527/톤)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

    - 정부가 섬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중국을 추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업계의 의견

3.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입규제로는 철강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 

<2011년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시행 현황>

○ 또한 4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을 의무화하여 철강제품에 

     대한 기술규제를 강화

     - 내년도 한국의 對인니 전기주석도금강판 수출 감소 우려 

○ 한편 자국 원자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규제도 강화할 예정

     - 2014년부터 非가공 광물 수출 제한

     - 2013년(미정)부터 非가공 해조류 수출 제한 

4. 말레이시아

○ 태국산 PET, 플라스틱 수지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가 연장 조치됨

    - 말레이시아는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산 제품의 자국

       산업 피해여부 조사 후에 태국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2010.8)

○ 수입산 열연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해 진행되던 세이프가드 

    조사가 8월에 종료

     - 자국산업 피해 없어 수입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

○ 2005년 무수말레산, PET에 대해 부과되었던 반덤핑관세는 

    올해를 기한으로 종료

○ 말레이시아는 수입규제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중국산 저가제품의 국내유입 증가에 대처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지난 10월 통상산업부 장관은 국회연설에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품에 즉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

     - 이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발언이어서 한국제품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5. 필리핀

○ 필리핀의 봉강(Steel Angle Bar) 세이프가드 연장조사가 10월에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로 수입산 봉강에 대해 향후 3년간 일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될 예정

     -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이스라엘, 요르단, 헝가리, 인도산 

       등 시장점유율이 낮은 제품은 제외

     - 한국산의 경우 현지시장 점유율이 낮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품  목 공 고 일 사  유

아몬드를 함유한

올리브류 수입금지
브톨리누스 중독 위험

살모넬라 중독 위험

대지진 관련 방사능 위험

2011.10.31

2011.10.17

2011.3.26

호주산 마카다미아 함유

초콜렛 수입금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자료원: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 (AVA)>

품  목 원 산 지 시 행 일

열연코일 2011.2.7

2011.2.28

2011.3.23

2011.3.23

2011.3.23

2011.3.23

한국, 말레이시아

핀란드,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한국, 대만, 영국,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벨기에, 싱가포르

중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벨기에, 영국, 호주

중국, 홍콩

인쇄용지, Uncoated writing

철사 (Wire)

아연도강선

철강제 로프

목화 직물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상부>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 허인규 부장

Office (65) 6323 1161   E-mail inkyu@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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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해 인 사

P a g e 0 3

운영위원 새해인사

회원 여러분

2012년 흑룡의 해 임진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선진국의 재정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정도가 아니라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만 남겨두고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푹 쉬고 영양을 섭취하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활동 할 수 있듯이 

세계경기는 또 기운을 되찾고 인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정보지식의 획기적인 발달은 지금 이곳에 일어난 일들이 금방 지구 저편에 초단위로 전달되니 

한 동안 전 세계가 내공이 쌓일 때까지 혼란과 어려움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12년은 그런 면에서 정중동(靜中動) 지혜와 슬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 끈을 다시 묶어야 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의 발달로 2012년 어느 날 갑자기 세계경제가 살아나면서 

활력을 찾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 幸福하시고 健康한 壬辰年이 되시기 빕니다.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정영수

세계경제는 계속 어렵게 보이지만 개천에서 용 나듯이 하늘을 

나르는 한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이닉스 성병호 법인장 / 전기전자분과위원장

"고감사축"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 드립니다.

장수갈비 이현경 사장 / 부회장 

금년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대 

수출대상지인 아세안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윤희로 관장 / 부회장

"삼인지행 필종이인지언"

셋이 가는데 두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 또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덕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면서 

산다면 반드시 많은 한인들이 생겨 복되게 살게 되겠습니다.

한국도자기 이건기 대표 /홍보분과위원장

임진년 새해에는 여의주를 하나씩 물고 승천하는 용의 

기운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이형구 지점장 / 관광항공분과위원장

토끼는 서서히 물러가고,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X-Mas 트리의 

환영을 받으면서 희망찬 용이 복을 가득안고 회원사와 회원님 

가정으로 뛰어오고 있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코참회원사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 모두 성공적인 용의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외환은행 정우영 지점장 / 감사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임진년 한해 모두들 

건강하세요!!! 

Schenker Singapore 정창섭 상무 / 물류분과위원장

"새해 임진년은 혼돈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용의 기상으로 

희망과 기쁨의 노래를 합창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싱가포르 한국 상공인 파이팅 !!! " 

신한은행 정종민 지점장 / 금융분과위원장

2012년은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로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이라 합니다. 상서롭고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용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여의주를 얻어 하늘 높이 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무역협회 이창선 본부장 /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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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상공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을 뒤로 하고, 희망의 2012년 흑룡의 해 임진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에는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라는 힘든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세계 9번째로 연간 무역량  1조불 달성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한-EU FTA,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수출증대 등

우리 상공인들에게 기회의 요인도 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는 침체상황에서 크게 반등할 것 같지 않아 

걱정과 근심을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왔던 우리 한인 상공인 여러분들은 

2012년에도 더욱 분발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싱가포르 대사 오준

2012년 임진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유럽 발 경제 위기 등으로 어수선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등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영토 확장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 대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이제 20,000 명을 넘는 큰 동포사회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권익보호 와 친목을 위해 

한인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행복한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여러분, 새해에는 밝고 건강한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싱가포르 한인회 회장 박 기출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은 60년에 한번 온다는 흑룡 띠의 해로 신기를 부리는 

용맹스런 용의 해라 합니다.

유럽의 금융 위기등 시장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만 흑룡 띠를 맞아 슬기롭고 건강하게 극복 될 것이고 

회원 여러분 모두의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 이사장 김 철수

매일 많이 웃으시면서 기지개를 켜시고 양손으로 100번 박수를 

치시면 몸이 살아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항상 가슴 벅찬 하루가 되시고 덕이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과 예가 충만한 건강한 한인사회를 기대하면서 

2012년 새해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싱가포르 지회장 봉 세종 

사랑하는 기업인 여러분 

올 해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결과보다도, 하나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구어 가는 그 과정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래서 머지 않아 품격이 있는 한국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고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남을 배려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만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사소하다고 지나치기 쉬운 이러한 과정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실천할때, 우리의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한인 여러분, 2012년 새해 아침, 건강하고 멋진 

흑룡 꿈 꾸시길 바랍니다. 

World OKTA 싱가포르 지회장 구 혜영

단체장 새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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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가 포 르  세 무 지 식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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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부가가치세(Good and Service Tax( GST )신고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이후로 싱가포르 과세당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은 7%의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홍콩과 비교해서 

제품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IRAS에서 향후에 부가가치세율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소문도 있으나,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간단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한국에서 존재하는 간이부가가치세제도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합계금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하므로, 거래 상대 업체와 매출

·매입세액이 일치하는지 대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와 대금수령일 

중 빠른 날짜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수행되기 이전에 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급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 상의 일반적인 

매출인식시점이나, 한국 부가세법에서의 공급시기(재화의 인도 및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IRAS의 승인 하에 부가가치세를 인식하는 공급시점을 일반적인 

제품의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회사의 물품을 소비하거나, 토지 

및 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급시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약간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시점에 과세가 됩니다. 다만, Major Exporter Scheme( MES )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통관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기시키고, 싱가포르 내에 판매하는 시점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하는 시점에 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IRAS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입이후 재수출하는 비중이 50%이상이거나 매출가액이 10 Million 이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세율(7%), 영세율(0%), 부가세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의 전체 공급가액과 아울러 

해당 분기에 발생한 회계상 매출액도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영세율이란 싱가포르에서 제조되어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판매시점에 수출이 확정된 물품을 싱가포르 내의 다른 업체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신고가 

면제되는 거래란 거주용 주택의 매각, 이자 및 배당수익, 외환차익 등을 말합니다.

제 3국에서 수입되어 3국으로 수출되는 거래 즉 실제 물류가 싱가포르를 경유하지 않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거래가 많은 Oil 및 Gas Trading 법인은 유념해야 

합니다. 

기업이 부담한 모든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본래 사업목적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IRAS는 작년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로 인하여 50 Million을 과징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의료비, 직원의 차량 운행과 관련된(예를 

들어, 차량운행에 따른 ERP 부담액)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매입세액공제로 신청한 경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IRAS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Assisted Compliance Assurance Program( ACAP )은 회사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 발견한 기존의 오류 신고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2012년 2월에 발표하게 될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회계사

0 8 P a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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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참  포 토 스 토 리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Korea Festival 2011”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10월 24일(월) 

한-싱 저명인사 초청 자선골프대회(SICC) 및 회원의 밤 만찬(St. Regis Hotel)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행사는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또한 동 행사를 통해 한-싱 교류를 촉진하고 Society for the 

Physically Disabled 단체에 S$20,000을 후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고: 2008년 MINDS S$30,000 / 2009년 Singapore Children’s Society S$20,000 / 2010년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S$20,000)

2012 Kocham Charity Golf & Gala Dinner

SPD 단체 방문 골프 단체 사진

오준 대사 축사

1 0 P a g e

만찬 리셉션 전경

Guest of Honor - Ng Ser Miang 축사 박기출 회장 건배제의

정영수 회장 인사말

진조크루 B-boy Performance 만찬 전경 만찬 공연

SPD 후원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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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新경제영토 ASEAN을 주목하자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

Office (65) 6323-1161    

Web www.kita.net  E-mail heaven@kita.net

Address  79 Anson Road #10-01 Singapore 079906

재작년 싱가포르에 부임했을 때 놀란 것이 있다. 한국인을 쉽게 알아보고 종종 한국말로 인사를 

해 온다는 것과 가전제품 매장의 가장 좋은 위치에 한국제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현지인들의 대우가 몰라보게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남아 10

개국 연합인 ASEAN이 더 이상 해외여행의 단골메뉴가 아닌 중요한 경제파트너로서 우리에게 

새로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ASEAN은 총인구 5.8억명, GDP 규모 1.5조불에 원유, 가스, 고무, 팜오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거대경제권이다. 올 해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ASEAN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6%

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통화강세까지 맞물려 소비층의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 IMF 경제위기의 진원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신흥유망시장으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시장 다변화가 시급한 우리기업들은 

ASEAN에서 절호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해 한국의 ASEAN 수출은 5년 전에 비해 

90% 이상 늘어나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큰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수출이 6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르게 ASEAN시장이 확대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동남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류 열풍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곳곳에서 K-POP과 한국드라마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한류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각지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우리가 ASEAN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경제권보다 역내교역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일찍이 무역이 발달한 싱가포르가 ASEAN의 유통중심지로서 금융과 물자교류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ASEAN에 진출하게 되면 10개의 시장을 갖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 ASEAN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ASEAN 

경제공동체(AEC)’구상의 완성을 통해 2015년까지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ASEAN 10개국이 단일시장, 단일생산기반의 완전한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가 ASEAN과 체결된 FTA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남미에서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던 전선 제조업체 L사는 FTA 효과로 수입관세가 낮아진 

인도네시아, 라오스로 수입선을 전환하여 20% 이상 수입단가를 절감함은 물론 이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 회사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해는 우리 무역업계에 참으로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 달성의 위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제 무역 1조불을 넘어 2조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난 ASEAN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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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사  동 정  및  공 지 사 항

사무실 이전

인사 동정

2011년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주신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1. ARTPAGE Pte Ltd

   - 19 Cantonment Close #26-71 S080019

2. NEXIA TS Pte Ltd

   - 100 Beach Road Shaw Towers 30 S189702

1. Korean Register of Shipping/Singapore Rep. Office (한국선급)

   - Song Hyun Chul, Director (송현철) 부임

2. Hyundai Mipo Dockyard Co., Ltd (현대미포조선)

   - Lee Dong Won, General Manager (이동원)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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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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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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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 
1,0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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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엔진(주)
디지로그테크
한국석유공사
AIA Company Limited

102011

2500.00  
2500.00  
500.00  

현대상선
아시아나 항공
현대미포조선

112011

2000.00  
1000.00  
500.00  
500.00  

코트라
삼성자산운용 싱가포르법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나프레스

122011

(12월12일 기준)

3. HANATOUR Pte Ltd

   - 360 Orchard Road #05-01B International Building S238869

4. WOORI BANK SINGAPORE BRANCH

- 10 Marina Boulevard #13-05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2, S018983

  Tel  6422-2000    Fax 6422-2001~2

신규 회원

3. Hyundai Corporation Singapore Branch Office (현대종합상사)

   - Kim Jae Woo, General Manager (김재우) 부임

이  찬  석 법인장 (Lee Chan Suk)

Samsung Asset Management(S) Pte Ltd (삼성자산운용 싱가포르법인)

3 Church Street #16-05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T. 6506-5088 F. 6506-5078      Chansuk64.lee@samsung.com

발행인

편집인

인   쇄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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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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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 회장

이창선 부회장 
조응신 

아트페이지

2012년 1월 1일 



 
 
 

 
 
 
 
 
 
 
 
 
 
 
 
 
 
 
 
 
 
 
 
 
 
 

 
 
 
 
 
 
 
 
 

쉥커 싱가폴은 현재  KOTRA 지정 싱가폴 “ 한국 공동 물류 센터”로서 
한국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물류비로 인한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chenker Singapore 원제희 팀장  전화 90692696 . 혹은  
KOTRA 손영택 과장 전화 83774084 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DB Schenker stands for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activities of Deutsche Bahn. In the financial year 2010,  
over 91,000 employees in 130 countries generated sales of around 18.9 billion Euros. Deutsche Bahn holds top 
positions in global air and ocean freight and has Europe’s most extensive national transport network and the 
rail expertise of Europe’s largest rail freight company. With around 2,000 locations in the world’s most 
important economic regions, Deutsche Bahn’s logistics division has a global network geared toward 
customer service, quality and sustainability. 
 

 

Schenker Singapore (Pte) Ltd 
 

Year of establishment :      1970 
No. of locations :      16 (3 on-site) 
Staff strength :      1,477 
Storage capacity :      201,600 sqm / 2.17 mil sqft 
 

 

DB Schenker in Singapore  
 

Your global transportation & logistics partner 

Product Offerings 
 
 

II  DB SCHENKER aeroparts II  DB SCHENKER healthcare II  DB SCHENKER marineparts 
II  DB SCHENKER automotive II  DB SCHENKER high-tech II  DB SCHENKER move 
II  DB SCHENKER chemicals II  DB SCHENKER oil&gas  II  DB SCHENKER retail  
II  DB SCHENKER fairs II  DB SCHENKER projects II  DB SCHENKER semicon 

 II DB SCHENKER

Excludes Airfreight, O&G,  EPC & on-site figures 

DB SCHENKER sky DB SCHENKER ocean DB SCHENKER logistics 

Your Ideal Partner for Hub & Distribution Operations 

Responsible Care  

KOTRA 지지정 
싱싱가포르 “한한국 공공동 물물류 센센터” 

Schenker Singapore (Pte) Ltd 
17 Changi South Street 2 

Singapore 486129 
Phone +65 6549 1255 

Fax +65 6545 4463 
Email to: info.singapore@dbschenker.com 

www.dbschenker.com 

sol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