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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봄 날씨를 두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한계절의 정점인 춘분이 지나고 4월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저희 상의는 회원사를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장을 거듭할 수가 있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상의’를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 으나 아직 운 위원회의 

활성화가 자리를 잡지 않아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원해주시고 참여하시고, 경제가 어려운데도 회비를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경제의 어려움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EU국가들의 

노력으로 그리스 재정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이란의 핵개발로 인한 선진국의 경제재제로 

석유수급이 원활치 않아 유가가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마음다짐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어느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기분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외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연출할 수는 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할 수 없지만 어떤 일에든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

우리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또 다른 도약이 되시길 바라며……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       장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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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한 2년 반 동안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인근 국가나 서울로 

출장을 오고 갈 때 주로 방콕과 싱가포르를 경유했습니다. 그 때 나무가 많고 깨끗한 도시인 

싱가포르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 언젠가 꼭 싱가포르에 근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뜻을 이룬 것이지요.

10여 년 전보다 경제가 더 좋아지고, 특히 마리나베이 샌즈와 센토사 리조트 월드 두 개의 복합 

리조트(IR) 개장으로 서비스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보기 좋고,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빨리 싱가포르처럼 전시 컨벤션 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G2로 성장한 중국의 

중산층을 더 많이 우리나라로 오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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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싱가포르 무역관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정식 외교관계를 맺기 전인 1964년 10월에 

25 Cross Street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무역정보를 수집하고, 무역사절단이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 습니다. 더불어 싱가포르 한인회, 상공회의소, 교포무역인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교민사회의 발전에도 일조를 하 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와의 교역 

액이 미화 약 300억불(수출 210억불, 수입 90억불)에 달하여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의 9대 교역 

대상국으로 성장하 습니다. 

최근에는 무역진흥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기업의 대한투자유치 업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기업이 우리나라 유망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나 부동산, 물류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KOTRA

윤희로
KOTRA 아시아지역본부장 

겸 싱가포르무역관장 

운 영 위 원  기 업 탐 방

싱가포르 무역관이 해외 다섯 번째 근무지인데, 싱가포르처럼 

코참과 한인회가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운 되는 지역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연간 회비가 다소 부담이 

되지만, 잘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 평소 코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참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무역관은 아시아지역본부를 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호주 등 15개국에 19개 무역관을 

관할하는데, 동남아 각국은 중산층이 증가하고 내수시장이 커지고 있고, 인도의 경우 유통시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아시아지역 유통시장 진출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통이 나가야 우리나라 제품이 동반 진출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는 이미 우리나라 유통망과 홈쇼핑업체가 진출하고 있지만 미진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무역 2조불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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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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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반 발 빠르다는 점입니다. 복합 리조트 건립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에 이어 

세계경제 침체가 이어지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던 싱가포르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카지노를 포함한 호텔, 전시 

컨벤션 센터, 명품매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 리조트를 건립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 총선 이후 리콴유 전 수상의 실질적인 퇴진과 공무원 급여 삭감이었습니다.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 폭 

낮아진 데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보수의 대폭 삭감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 싱가포르 무역관(KOTRA)은 싱가포르에서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4 P a g 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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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싱가포르 경제정책 방향 및 기업지원제도

1. 주요 추진방향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고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일부 산업의 저임금 

외국노동력 의존도를 감축해 나갈 계획

  - 기존 노동력은 유지되나 신규 유입 감소 유도

동 정책은 S-Pass 이하의 저임금 외국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며 싱가포르정부가 자국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고급 인력(EP: Employment Pass 이상)은 기존과 동일

노동력 부족과 글로벌 경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확대

  - 고령자 고용촉진책 

  - 생산성 향상 지원 확대

저임금 외국노동력 의존도 감축 (Managing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제도 (Helping SMEs Make the Transition)

싱가포르는 지난해 美, 유로존 재정위기와 리비아사태 등 연이은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4.8%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2012년 싱가포르 경제정책 주요 방향>

1) 국민복지 향상: 외국노동력 의존도↓, 자국민/고령층 고용 촉진

2)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정부지원 대폭 확대

2. 주요 정책내용

이에 따라 호텔업, IT, 물류,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저임금 외국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그 동안 주변국에서 유입된 저임금 외국 노동력은 싱가포르의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 최근 5년간 싱가포르 중산층의 소득 17% 증대

2012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작년에 이어 국민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친 범국가적 생산성 향상을 

강화하는데 있음 

  - 지난해 생산성 향상 0.1% 수준에 그침 

  - 노인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

정부는 금년에 1~3%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30%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설정

<주요 산업별 외국노동력 의존도 감축계획>

산      업

제 조 업

서비스업

건 설 업

시행일자

2012.7.1

2012.7.1

2012.7.1

Quota 감소율(예정)

65% → 60%

50% → 45%

현 수준에서 5% 감소 예정

<자료원: Singapore Budget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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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고용촉진책 (SEC: Special Employment Credit)

싱가포르의 50세 이상 고령 인구 35만명 중 80%에 해당하는 28만명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

싱가포르 정부는 SEC의 시행이 고령자 취업률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고령자 고용촉진책(SEC)을 통해 5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피고용자의 임금 일부를 보조

  - 향후 5년간 해당예산 S$24억(약 U$19억) 배정

2) 생산성 향상 지원 확대 (Enhance Productivity & Innovation Credit Scheme)

연간 1차례 회계 결산 시 환급이 가능했던 생산성 향상(PIC) 지원금 신청을 매 분기별로 가능케 하여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도 제고 

  -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생산성 향상에 소요된 비용의 환급비율(PIC Cash Payout)을 큰 폭으로 확대 

  - 기존 30% → 60%로 확대 

  - 최대 지출 한도액: $100,000

  - 회계연도 2013~2015년간 적용 가능

사내교육비(In-house Training Cost)도 지원대상에 포함

  - 최대 S$10,000까지 신청가능

  - 피교육자의 자격/수료증(Certification) 제출의무 삭제 

  -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

◎ A사가 직원 교육을 위해 S$10,000을 지출하 다고 가정할 때

☞ 기존 PIC제도를 활용할 때보다 2배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PIC 환급비율 확대 예시>

환급비율 (Conversion rate)

환급액 (Cash Payout)

기존 PIC 환급

30%

S$3,000

신규 PIC 환급

60%

S$6,000

<SEC 임금 보조금 지원 한도>

피고용자 입금

월 S$3,000 이하

월 S$3,000 초과 ~ S$4,000 이하

SEC 보조금

지급 임금의 최대 8%

지급 임금의 0~8%

<자료원: Singapore Budget 2012>

3. 시사점

금년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범국가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는 내국인 고용촉진을 위해 외국인 고용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뒤따르는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

외국기업 비중이 높고 고용이 유연한 싱가포르의 노동시장 특성상 고령층의 실업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동 

유휴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발표한 각종 지원책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이 관건이 될 것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법인세 감면 및 환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 

등은 우리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생산성 향상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 허인규 부장

Office (65) 6323 1161   E-mail inkyu@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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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조직에 대한 이해 I
경영의 매직

‘경 (Management)’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사람은 경 의 제 요소(resources)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엿보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존엄 받아야할 ‘존재’자체이지만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기업은 이러한 사람을 목적 달성을 위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소유’로 간주하 기 때문이다. 사람은  유기체 속성의 자원인데 이를 마치 물적 속성의 다른 자원들과 

다르지 않게 취급해 왔다는 의미이다. 즉, ‘존재’를 ‘존재’로 대하지 않고 ‘소유’로 대함으로써 우린 다른 자원으로부터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만의 특장점도 함께 극대화하지 못해 왔던 것이다. 사람만이 가진 유일한 특장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원유한, 

창의무한’이란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생각의 힘’을 가지고 이를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여정은 

물적 자원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러기에 경  요소로서의 ‘HR’을 Human Resource가 아니라 이제 

Human Revitalization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깨닫고 먼저 계몽된 기업들이 이제 ‘사람 중심 경 ’, ‘인재 

제일주의’,‘창의혁신 경 ’이란 말들을 외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부터 무한한 창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가 이제 경 의 화두가 된 셈이다.

지난 90년대 후반 Ulrich 교수가 이른비 ‘HR Champion’으로서의 기업의 모습을 제안한 후 이를 앞다투어 받아 들인 기업들은 현재 꽤 

선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중 이를 제대로 정착시킨 기업들은 시장 내에서 지속가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받고 있다. 이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창의력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 되고 성과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인사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최고경 자들은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은 공통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직원들의 창의를 통해 사업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신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획득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경 층만의 고민이었고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 

싶더니, 곧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은 다른 고민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행의 암초 습니다. 전략이든 기획이든 수립 

자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적절한 실행을 담보하지는 않더군요.”

이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 ‘유기체로서의 조직 모습을 구현하지 못했음’을 꼽을 수 있다.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실행의 단초가 되는가?

두 사람 이상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여 긴밀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다. 유기체로서의 조직은 특정 

목적과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이라는 속성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이 되는 것이다. 두 사람 A와 B가 모여 만든 회사는 

물리적 결합의 모습인 A+B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C가 되었을 때 비로소 조직이 되는 

것이다. 흔히 개인 사업자 여럿이 모여 회사를 꾸리는 것을 본다. 회사의 모습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조직은 아니다.

진정한 조직은 합의된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제 역의 의존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의 모임은 편의를 

위해 몇몇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합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합의된 공유 목적이 분명치 않고 단순히 실제적 개별 

이해관계 몇 가지에 대해 노선을 같이 할 뿐이라면 관련된 상호작용의 범위와 깊이도 좁고 얕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내 쉽게 지금까지의 상호작용을 철회하고 다른 노선을 찾게 된다. 이것이 곧 실행력의 품질 수준을 가름하게 

만드는 핵심인 것이다. 

‘유기체로서의 조직’은 합의된 분명한 목적을 바탕으로 질 높은 상호작용을 종용하기 위해 항상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모든 구성원의 고품질 생행으로 보답 받게 된다. 조직의 모습은 띄고 있으나 ‘유기체’로서의 속성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기업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보통, 설립 초기에는 창립 멤버들과 초기 구성원들 사이의 목적 지향성이 높고 

상호 의존적 상호작용의 질과 양이 높았으나 구성원의 수가 많아지고 여러 하위 시스템들이 생기게 되면서 적절한 변화관리를 하지 

못하여 ‘유기체로서의 조직’ 속성이 바래지며 결국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람과 조직은, 기업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 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재미있게도 다른 물적 

자원과 달리 사람과 조직은 이 고민의 객체이면서도 주체가 되고 있다. 이는 곧 어려움의 빌미도 되지만 수확에 대한 기쁨의 배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가치경 ’과 ‘소통’,’몰입’이 최대 화두이다. 가치경 이 원칙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자는 제안을, 소통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조직 내 모든 구성 요소의 상호관계를 되짚어 보자는 제안을, 그리고 몰입이 가치경 과 소통이 제대로 

실행된 상태에서 구성원이 보이게 되는 최고의 모습임을 볼 때 이는 유기체로서의 사람과 조직의 본질적 속성을 구현하자라는 본 글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본 지면을 통해 ‘사람과 조직’, 이 두 경  매직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앞으로 몇 편의 시리즈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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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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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ader Programme

싱가포르는 동남아지역의 금융 및 트레이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견고히하고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17%라는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중 Global Trader Programme (“GTP”)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한 국제적인 무역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IE Singapore”) 에서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 GTP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역관련 수입에 

대하여 10%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의 혜택을 줌으로써, 글로벌 

무역회사들이 구매부터 판매까지 트레이딩 가치사슬의 중심기능을 

싱가포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GTP를 도입한 이래, 오일 트레이딩, 석유화학 트레이딩, 곡물 및 

철광석 등 금속 트레이딩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분야의 회사들이 

동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100여개 이상의 

글로벌 회사들이 동남아 및 국제 무역의 중심기능을 싱가포르에 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GTP 신청 요건은?

GTP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역외 거래의 규모 (turnover from 

qualifying offshore trade), 싱가포르 내의 지출액 (local business 

spending)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의 수 (number of trading 

professionals)에 있어서IE Singapore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IE Singapore와  협의하고 또 

협상하여 최종 할인세율과 이를 위한 충족하여야할 요건이 

결정됩니다만, 일반적으로 GTP는 3년 & 10%, 5년 & 10% 그리고 5

년 & 5%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싱가포르에서 트레이딩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회사들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조건이 완화된 3년 & 10%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동 

기간 동안 비지니스를 확장하여 상위의 프로그램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 10% 프로그램은 갱신이 불가능하고 

상위의 프로그램 신청만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 10% 또는 5년 & 5% 프로그램을 신청을 위하서는 

신청회사는 싱가포르를 해외 무역의 중심지로서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략 및 위험 관리 (Strategic and risk management)

• 금융 및 자금 관리 (Finance and treasu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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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투자지식

역외 거래 규모 

(1년 기준)

싱가포르 내 지출액 

(1년 기준)

전문 트레이더 수

연장 여부

USD 50mil

SGD 1.5mil

2

연장 불가,

최소 필요요건을 충족 한다면 
상위의 프로그램 신청

연장 가능

3년, 10% 법인세율

USD 100mil

SGD 3mil

3

5년, 

10% 법인세율

USD 1bil

SGD 40mil

18

5년, 

5% 법인세율

• 시장조사 및 제품 포트폴리오 개발 (Market research and product 

     portfolio development)

• 물류관리 (Logistic management)

• 마케팅 및 판매 계획 (Marketing and sales planning)

• 품질 및 고객 관리 (Quality management & maintenance and 

     customer management)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거래들이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인가?

GTP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유 및 석유 제품 (Petroleum & petroleum products)

• 곡물 및 대량 식용품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bulk edible 

     products)

• 건축 및 산업용 자재 (Building and industrial material)

• 소비 및 산업재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 기계부품 (Machinery components)

• 금속 및 광물 (Metals and minerals)

• 전자ㆍ전기 제품 (Electronic and electrical products)

그리고, 위와 같은 상품의 거래는 싱가포르를 경유하지 않는 역외 

무역(offshore trade), 환적무역(trans-shipment trade) 또는 재수출 

무역(re-export trade)의 거래구조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재수출 

무역의 경우에는 비부가가치 부분 (non-value added portion)에 

대한 거래만 요건을 충족한 거래구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GTP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거래당사자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해외 거래처 뿐아니라 GTP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싱가포르 소재 거래처까지 포함하는 점도 주목할만한 사항입니다.

많은 싱가포르 인센티브들이 그렇지만 GTP역시 회사에서 얼마나 

구체적인이고 실행가능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IE Singapore와 

협의 및 협상을 잘 하느냐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고 또 

기존의 프로그램을 연장받느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GTP 

관련하여 IE Singapore와 협의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여볼 중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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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회계사

Office (65) 6213 2727    Fax (65) 6225 2230

Mobile (65) 9270 1965  E-mail kyoungwonna@kpmg.com.sg

Address  16 Raffles Quay #22-00 Hong Leong Building S 04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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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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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서는 싱가포르 개정세법의 취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홍콩과 비슷한 수준의 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홍콩이 정부공약에 따라 법인세율을 15%로 낮출 경우, 싱가포르도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강대국 사이에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자국의 

조세주권을 침해하므로 더이상 경쟁하지 말자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추세 

전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국간에 조세탈루를 막기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싱가포르도 2009

년 3월에 OECD 기준에 따른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에 동참할 것을 발표했으며, 현재 

31개 국가와 조약 등을 체결하 습니다. 물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고, 조세탈루가 의심된다는 확증이 있어야 하고,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쌍방간에 계약이므로 서로 간에 득실에 따라 그 실질적인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더 강력한 것은 미국이 추진하는 FACTA라는 제도입니다. 모든 해외금융기관이 미국법인 및 

미국인의 US$50,000 이상이 되는 계좌정보를 미국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기관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30%의 원천징수를 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경제력을 고려했을 때 준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덩달아 중국도 가만 있지 않고 

FACTA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나라가 조세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싱가포르처럼 해외자본이 많이 유치된 국가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변화 추이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국 및 독일과 

협의하여 고객의 기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원천세를 징수당하는 제도를 도입하 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국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헬스케어, 건축, 소매, 전기전자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금번 세법개정사항도 큰 변동이 없이 2011년도에 처음 소개된 여러 세금혜택, 예를 들어 Productivity & 

Innovation Credit (“PIC”) 등을 유지 보완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자국민을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노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급여의 8%에 해당하는 세금인센티브(“Special Employment Credit grant”)를 줄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각 산업별로 구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간접세(“foreign worker levy”)를 조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접세가 2013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량”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S-Pass 및 Work permits holder)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Dependency Ratio Ceilings”)을 

낮추었습니다. 한국 건설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1인당 간접세가 낮은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사회내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도 주목할만 합니다. 50

세이상의 CPF 납부율을 2%까지 높 다거나, 기본공제(“Earned Income relief”)에 해당하는 한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9%에서 10%가량의 세금감면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다른 눈에 띄는 개정사항은 자본이득을 판단하는 방법을 객관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유럽국가, 독일 프랑스 

등도 도입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은 있었으나,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데에서 많은 

이견이 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20%이상 지분보유, 2년이상 보유라는 전제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은 

기업들의 혼돈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여러 개정안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장기 비전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귀감이 될 부문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최근의 이전가격 이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회계사

P a g e 0 9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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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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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1 0

있는 것이 뇌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혈관을 

팽창시켜 혈류량을 늘리고, 이것은 뇌 바로 아래에 위치한 얼굴색에 

반 된다. 알코올 중독 환자는 코가 빨갛다. 이는 알코올이 뇌를 

심하게 건조하게 만들어 뇌에서 반사작용으로 혈류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Question 8 수분이 부족하면 우울해진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에 쓰여야 할 필수아미노산의 일부가 

끊임없이 고갈돼 나른하고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 우울해지면 체내 

건조가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짜증이 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면 물을 두세 잔 천천히 마신다. 곧 냉정을 되찾고 

평소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Question 9 수분이 부족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배출한다. 꼬박 8시간 

잘 경우 호흡을 통해 수분을 잃고, 자는 동안 땀을 흘리기 때문에 

체내 건조가 심해진다. 따라서 낮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잠들기 

전 4분의 1컵 정도의 물을 마신다.

Question 10 관절이 뻑뻑하면 수분 부족이다?
관절 사이에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윤활유가 흐른다. 

몸이 건조해지면 이 윤활유의 양이 줄어든다, 윤활유 양이 줄어들면 

관절이 딱딱해지고 충격을 흡수할 수 없어 쉽게 찢어진다. 관절에 

통증이 반복되면 통증 부위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Question 11 수분과 집중력은 아무 관련 없다?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뇌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 은행’에 새겨 넣을 수 있다. 어린이의 집중력 장애 

원인으로 탄산음료 과다섭취가 지목되는 것은 탄산음료 속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 수분이 부족해지고 다른 첨가물이 정서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Question 12 수분과 기억력은 아무 관련 없다?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해 뇌세포의 수분까지 부족해지면 적혈구를 통해 

전달되는 산소와 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뇌세포 기능이 

떨어진다. 뇌세포 내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재생능력이나 정보전달능력이 

떨어져 기억력이 나빠진다.

Question 13 수분이 부족하면 뱃살이 는다?
수분이 부족하면 호르몬의 능력이 떨어진다. 체내 건조로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살이 찌는데, 특히 성장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이 줄어들면 

뱃살이 찐다. 성장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복부지방이 

많아진다. 줄어든 근육량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비만해진다. 

여성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콜레스테롤이 배나 간에 축적돼 

복부비만이나 지방간이 생긴다.

Question 14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진다?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 혈액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끈해진다. 혈액이 끈끈해지면 혈액 속의 적혈구가 더 잘 뭉쳐 

혈전을 만들기 쉽고,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생기기 쉽다. 평소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게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체내에 수분이 1%만 부족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낸다. 수분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다. 

우리 몸과 수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자.

Question 1 수분이 부족하면 이유 없이 피곤하다?
몸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물이 없으면 안 된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세포 내부에 75%의 물이 있어야 한다. 

물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마시지 않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 

피곤해진다.

Question 2 수분이 부족하면 어지럽다?
혈액의 94%는 수분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을 느낀다.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면 철분제부터 찾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수분을 보충한다. 빈혈이 없는데 철분제를 

먹으면 혈액이 끈끈해져 암이나 중풍 등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Question 3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수분이 부족해 몸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우리 몸은 병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응한다. 특히 소화과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위  장 등 소화기계가 

잘 작동하지 못한다.

물은 음식물이 용해되고 쪼개지는 과정 중 하나인 ‘가수분해’를 

담당하고, 양 성분이 세포에 도달하기까지 이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흡수된 양 성분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도 물이 

필요하다. 몸이 건조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Question 4 수분은 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은 변이 원활하게 배출되게 변을 적당히 무르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든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은 소장과 대장을 거치는 동안 단단하고 

동글동글하게 뭉치고 유동 속도가 느려진다. 이것이 바로 변비다. 

흔히 변비 탈출을 위해 식이섬유를 먹는데 이때 부드러운 섬유질을 

물과 함께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 섭취 없이 식이섬유만 

먹으면 변이 더욱 단단해져 변비를 악화시킨다.

Question 5 수분과 냄새는 관련 없다?
피부는 고운 체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과 함께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노폐물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농도가 진해져 냄새가 심해진다.

Question 6 수분이 부족하면 열이 난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체온조절이 안 

되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수분이 부족해 열이 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일사병이다. 여름날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일하거나 

운동하면 일사병으로 쓰러지기 쉽다. 땀을 많이 흘린 탓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돼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

Question 7 수분이 부족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뇌는 85%가 물이다. 그래서 미세한 수분 결핍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체의 많은 장기 중에서 수분 공급의 우선권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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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상공인 2012 신년하례식

리셉션 전경 – 방명록을 작성하는 손님들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에서는 2012년 임진(壬辰)해를 맞이하여 2012년 1월 9일(월) St. Regis Hotel 1층 볼룸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하 습니다.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수 회장의 인사말과 오준 대사의 격려사로 식이 시작되었으며, 곧이어 단체장의 떡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초청 강연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재갑 교수를 모셔와 '십중팔구 암을 이긴다'라는 제목의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완성된 방명록완성

정영수 회장 인사말 오준 대사 축사 떡 커팅식 (왼: 박기출 회장, 정영수 회장, 
오준 대사, 봉세종 회장, 김철수 이사장)

감사패 및 기념 선물 전달 식

박기출 회장의 건배제의 만찬 전경

박기출 회장의 건배제의와 함께 

시작한 만찬
P a g e 1 1박기출 회장의 건배제의와 함께 

시작한 만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재갑 교수의 열정적인 강연 모습학 의과대학박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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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사  동 정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동정

윤  윤  하 대표 (Yoon Yoon Ha / Richard), 권  병  기 대표 (Kwon Byung Ki)

김  지  효 의사 (Dr Michael J. Kim M.D. (Seoul Nat’l Univ), GDFM (NUS))

Woori Consulting (Singapore) Pte Ltd (우리컨설팅)
180B Bencoolen Street #05-03 The Bencoolen, Singapore 189648

T. 6884-9771  F. 6884-9772
woorisingapore@gmail.com        http://www.woori.com.sg

Head, Hankook Clinic @ Health Enrichment Centre
Tan Tock Seng Hospital (탄톡생 병원)
11 Jalan Tan Tock Seng, Singapore 308433

T. 6357 2230  F. 6357 2234
Michael_James_KIM@ttsh.com.sg        http://www.ttsh.com.sg

1. Hyundai Merchant Marine (S) Pte Ltd (현대상선) –  신현종 본부장 귀임 / 임종기 상무 부임 
2.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 이창선 지부장 귀임 / 김규식 지부장 부임
3. Woori Investment & Securities Asia Pte Ltd (우리투자증권) 

4. Daewo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대우인터내셔날) – 김선규 법인장 귀임 / 오원석 법인장 부임

–  박병호 법인장 귀임 / 이필구 법인장 부임

2012년 3월 22일(목) 반기문 유엔 시무총장과
정영수 회장과의 만남

최  선  경 (Choi Sun Kyung)

MEDIAKEYS (미디어키즈)
10 Winstedt Road Block A #02-02 Singapore 227977

T. 6836 5159
sunkyung.choi@mediakeys.com

사무실 이전

코참 소식

공연 소식

HwaCheon Asia Pacific Pte Ltd (화천 아시아): 21 Bukit Batok Crescent  #08-79 WCEGA Tower S 658065 1.

2.

3.

4.

5.

6.

7.

8.  DHI Engineering Trading Pte Ltd (디 에이치 아이): 51 Bukit Batok Crescent #05-20 Unity Centre S 658077

Hankook Tire Singapore Branch (한국타이어(주)): 24 Raffles Place #25-04B Clifford Centre S 048621

World Hawk Eyes Advisor Pte Ltd (월드 호크 아이스): 20 Cuscaden Road #12-02 S 249726

T&M Travel Pte Ltd (티엠 여행사): 101 Upper Cross Street #05-15 People's Park Centre S 058357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Singapore Branch (SK 건설): 20 Maxwell Road #12-01A Maxwell House S 069113

Genesis BBQ (Asia Pacific) Pte Ltd (제네시스 비비큐): 1 Tampines Central 5 #06-07/08 CPF Tampines Building S 529508

LG Electronics Singapore Pte Ltd (LG전자): 8 Temasek Boulevard #27-01 Suntec Tower Three S 038988

대한민국의 천재적인 기타리스트 정성하군과 어쿠스틱 기타 퍼커시브 주법의 
선두자 프레스톤 리드(Preston Reed)의 합동 공연이 5월 26일 토요일 단 
하루 오후 3시, 7시, DBS Auditorium에서 열립니다.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 특별히 10~15% 할인되는 프로모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표 1장 구입 시 10%, 2-4장 구입 시 15% 할인) 

http://www.sproutentertainment.com.sg/home 
위 링크를 통해 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할인 코드 ‘KoCham’)

2012년 3월 27일(화) 예  결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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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2011 회계연도에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과 친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발행인 편집인 인   쇄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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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수 회장 이현경 수석 부회장 
허인규 부장
조응신 

아트페이지 2012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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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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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J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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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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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재보험사
종합 컨설팅
팬우드엔지니어링
법무법인 브라이언 케이브
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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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C
컨셉추얼
KPMG 한국데스크

 500.00 
 500.00 
 500.00 

외환은행
PMK상사

 2,000.00 
 500.00 072011 한송야마가타 인텍

퀴네+나겔 싱가포르
 500.00 
 500.00 

KSE Marine Works Pte Ltd  500.00 082011 재동실업    500.00 

SK 가스
우삼

 2,000.00 
 1,500.00 092011 JK 종합보험  300.00 

두산엔진㈜
디지로그테크

 1,500.00 
 1,000.00 102011 한국석유공사

AIA Company Limited
   700.00 
 500.00 

현대상선
아시아나 항공

  2,500.00 
 2,500.00 112011 현대미포조선 500.00 

 ㈜ 효성
메이팀교역

  1,500.00 
 1,000.00 012012 우리컨설팅    500.00 

LG전자 싱가포르 법인
대우인터내셔날
하이닉스 반도체

 3,000.00 
 2,500.00 
 2,000.00 

022012 우리은행 싱가포르 지점
모세스 타이드

 2,000.00 
 1,000.00 

한진해운㈜ 서남아시아지역 본부
SK에너지
우리투자증권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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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032012 고려제강㈜
고려무역
탄톡생 병원
아트페이지
벤츄리싱가포르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코트라
삼성자산운용 싱가포르법인

 2,000.00 
 1,000.00 12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나프레스
 500.00 
 500.00 



공 지 사 항

36년간 적도에서 일구어 낸 한 경제인의 사업과 인생 이야기

‘멋진 촌놈’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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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온다

-맨주먹으로 일구어 낸 한상(韓商)의 꿈

이 책은 해외 상사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36년간 주로 국제금융도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사업가로서의 꿈과 봉사의 삶을 아름다운 현실로 

일구어 낸 한 경제인의 진솔한 꿈과 인생 이야기다.   

그는 해외에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어 ‘졸면 죽는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수출한국의 최일선을 지켜낸 의지의 

한국인이며, 거물급 한상(韓商)들을 이끄는 리딩 CEO다.

또한 싱가포르 한인회장(8년), 한국학교 재단이사장(6년), 평통지회장(8년), 

상공회의소 회장(7년) 등을 맡아 한인사회는 물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조국애와 동포애의 원천은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모국어와 역사, 문화 등을 배우게 하기 위해 수십 번 

한국을 오간 아내와 세 자녀. 그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워 낸 부모로서도 

한인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국내 굴지의 CJ그룹 글로벌 경 고문이며 ‘조직관리의 귀재’라 불리는 

정 수 고문.

그는 부지런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멋있는 경제인이다. “성공한 

국제기업인으로 불리기보다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금도 

음지에서 뛰는 사람”으로 표현되길 바라는 그는 오랜 해외 업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그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 길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것이다.

• "멋진 촌놈" 출판 기념회

일 시 : 2012년 4월 16일 (월) 11:00 ~ 14:00 

장 소 : St. Regis Hotel, John Jacob II Ballroom 

책 판매대금은 종교단체 또는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선착순 80분에 한하여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오니, 

아래 연락처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SVP Tel. +65 6410 2336  Email : hkchae@cj.net

• 저자 : 정영수(鄭英洙)

1946년  진주 출생

1977년  상사 주재원 홍콩 근무

1981년  상사 주재원 싱가포르 법인장 근무

1984년  (주)JINMAX 창업

1984년  천주교 세례

1989년  싱가포르 한인회 부회장 (5년)

1993년  싱가포르 한인회 회장 (8년)

1993년  싱가포르 평화통일자문회의 지회장 (8년)

1997년  싱가포르 한국학교 재단이사장 (5년)

2000년  아태지역 한인회 총연합회장 (1년)

2006년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현재)

200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SICC) 이사 (현재)

2008년  싱가포르 경제인연합회(SBF)

            국제담당위원회 부회장 (현재)

2011년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세계상임고문 (현재)

현재 CJ그룹 Global 경 고문

저자 : 정 수 / 펴낸곳 : 이지출판

홍보담당 : 서용순  010-6260-0916, 02) 743-7661 

               팩스 02) 743-7621 

판형 : 신국판 272면 / 정가 : 15,000원 

Email : easybook@paran.com

수 상

1987 상공부장관상

1991 수출포장

2007 상공부장관상

2009 국민훈장 모란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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