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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CJ그룹 동남아본사 경영관리 담당으로 싱가포르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일제당의 식품사업 이외에도 엔터테인먼트사인 CJ E&M, CJ 오쇼핑 그리고 Tous Les 

Jours나 BIBIGO가 속한 CJ Foodville 사업등 CJ그룹 사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파트너 

발굴 및 협력 모델 구축과 같은 일을 수행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싱가포르란 곳은 동남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그리고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표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인프라나 삶의 질 측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인공의 

낙원’에 CJ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 부임하게 되었다니 한 마디로 행운 중에 행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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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SE ASIA는 CJ계열사들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진출한 B2C사업 

현안에 해 직간접적으로 관리합니다. CJ그룹의 B2C 사업은 국내 백설표로 잘 알려진 

가공식품, Tous Les Jour, BIBIGO와 같은 외식사업, 홈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사업 

등이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부임 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등 주요 

동남아시아 지역 내 많은 그룹사업 진출이 진행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엔 홈쇼핑, 극장, 식품, 외식사업이 진출하여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파트너와 극장 및 외식 사업에 한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필리핀에서는 Tous Les Jour를 태국에서는 CGV 4D Theatre가 진출했고, 

홈쇼핑사업은 기 진출한 인도와 태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진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미얀마 내 사업 기회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J SE Asia Pte Ltd

안병우 상무

운 영 위 원  기 업 탐 방

지난 4년간 이곳에 거주하며 느낀 것은 싱가포르는 코참과 한인회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체계적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 CJ도 싱가포르 코참이 

보유한 싱가포르 현지의 관계/재계 주요 리더들과의 인맥과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CJ 가공식품 유통 및 Bibigo 외식사업 진출 시 큰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상공회의소로부터 얻고 있어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과 그 영역을 더욱 넓혀 가신다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CJ SE ASIA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Headquart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희 업무의 많은 부분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곳에 아직 CJ가 진출하지 않은 사업을 모두 진출시켜 동남아시아 로컬 분들이 CJ그룹을 모두 알고,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동남아시아의 허브인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동안 기회가 

닿는 다면 주변에 많은 동남아 국가들을 Explore하여, 동남아 각 국가에 있는 숨겨진 보물 같은 문화나 장소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은퇴했을 때 이곳 동남아시아에서 경험한 수 많은 좋은 추억들을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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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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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A little of everything 이라는 수식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이 나라에선 중교통을 

이용해 인도(Little India), 중국(Chinatown), 네덜란드(Holland Village) 뿐 아니라 미국(Universal Studio)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지요. 또한 마리나베이의 야경은 뉴욕 맨하튼의 풍경이 그립지 않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음에도 국가차원의 탄탄한 인프라 건설을 통해 관광 및 금융업으로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작은 거인 

싱가포르는 늘 제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2. CJ SE ASIA는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을 수행하는지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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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부터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평소 코참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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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형구 지점장

싱가포르의 날개 대한항공

한항공은 1975년 화물기 취항과 함께 싱가포르에 진출 하였으며, 1983년 여객기를 취항한 이래 현재 

여객기 주 14회(매일 2회), 화물기 주 7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항공화물 수송 실적 세계 1위를 차지한 이래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화물 분야는 

싱가포르에서도 다양한 노선망을 바탕으로 한국행 뿐 아니라 미주, 구주, 중국행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전 기종을 New Seat 으로 교체하고 좌석 명품화 프로젝트를 통한 기내환경 업그레이드와 

명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분을 모시는 여객기의 경우는 총 

주 14회(매일 2회)의 편리한 스케줄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 한-싱 대한항공 스케줄 변경 및 기대효과

금번 싱가포르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는 KE644편이 8월 20일부터 오후 10시 35분으로 변경 됩니다. 

인천에 오전 5시 50분 도착 후 부산행(오전 8시 30분) 연결편 또한 편리하게 연결되어 고객 여러분의 

편의가 증 될 것이라 판단 됩니다. 자세한 항공 운항 스케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1년 6월부터 동북아시아 최초로 선보인 A380 차세  

항공기는 ▶ 퍼스트 및 프레스티지 클래스 승객을 위한 

프리미엄 휴식 공간인 “셀레스티얼바’(Celestial Bar) ▶ 2층 

전체 프레스티지 클래스 구성 ▶ 세계 최초 기내 면세품 

전시공간 등을 설치해 승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하며 세계 항공 여행의 트렌드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캐나다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A380과 최신 기종으로 총 13

개 도시로의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Excellent in Flight

한항공은 일일 2편 체제를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수요를 유치함과 더불어 하루 두 편의 다양하고 

편리한 스케줄로 상용수요 또한 확 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 입니다.

저희 한항공은 언제나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항공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미주행 스케줄

<정규2편> (2012년 8월 20일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 운항 됨)

<정규1편>

출발지

싱가포르

인천

출발지

인천

싱가포르

편명

KE 642

KE 641

출발시간

01:10

18:40

도착시간

08:25

23:50

운항횟수

매일

매일

출발지

싱가포르

인천

출발지

인천

싱가포르

편명

KE 644

KE 643

출발시간

22:35

14:40

도착시간

05:50 +1일

19:50

운항횟수

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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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조직에 대한 이해 II

사람과 조직 이해를 위한 관점

<Summary>

사람과 조직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현상에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조직경제학’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관점은 1986년 Barney와 

Ouchi에 의해 처음 주창된 이래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 리인이론(agency theory)’ 등으로 세련화 되고 있다. 

‘조직이란 무엇이며 사람은 왜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 존재하는가?’

이에 한 답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통상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물리적 힘, 속도, 

내구성, 기술적 적응이 필요할 때 공식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이 있는 경우에 

협동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되며, 이 협동에 한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공헌하는 것보다 조직이 더 큰 유인가를 제공하게 될 때 조직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은 

조직이 지속되는 이유를 일부 설명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조직이 왜 창조되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 

사실 모든 조직현상에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과정에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함께 적용됨과 동시에 인간의 협동행위에 따르는 사회심리적 행위도 수반된다. 따라서 사람과 조직에 해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한 균형 갖춘 관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은 오랜 기간 동안 각각 

미시경제학과 조직이론이란 이름으로 나뉘어져 분절적으로 고찰되어 왔었다. 즉, 미시경제학자들은 조직의 사회심리적 현상을 거의 

무시하고 수학적 모델에 입각한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조직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였고 조직론자들은 경제학의 추상성과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조직의 사회심리적 측면만을 중시하고 다른 연구의 결과나 통찰력을 받아 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 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이 두 입장은 결국 각자의 한계를 확인하고 상보적인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내게 된다. 정,반,합의 결과를 낸 셈이다.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은 완전경쟁모델 하에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해 왔다. 완전경쟁모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에는 수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둘째 교환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동질적이며, 셋째 교환에 참여하는 비용이 없어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완전경쟁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게 되어 시장은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진다. 또한 균형점에서 가격은 기업의 평균생산비와 일치하기 때문에 단지 정상이윤(normal profit)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완전경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가정들도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일이 반박 논거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시장 내 수 많은 기업들이 엄존하고 있으며 초과이윤 또한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 올려 보라.) 이러한 

비현실성으로 인해 완전경쟁모델만을 가지고 조직과 시장 현실을 제 로 설명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전통적 

이론을 수정한 새로운 미시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몇몇 학자들은 전통적 조직이론들이 채택하여 온 가정들과 개념을 

활용하여 조직 내 및 조직 간 현상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과 리인이론(agency 

theory)으로 변되는 조직경제학적 관점의 탄생으로 연결되게  된다.

조직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첫째 특징은 조직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시경제학 시각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기존 조직론자들의 접근은 

존재조건이나 조직화 과정에 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조직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에 효율성(비용)개념을 

도입하여 그 해답을 구하고 있다. 

둘째, 조직경제학은 전통적인 조직개념을 확장하였다. 기존의 조직이론들은 조직을 단순한 협동적 실체로만 간주해 왔으나 

조직경제학은 제도의 집합체(a set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조직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광의의 

조직개념은 실체로서의 조직뿐만 아니라 제도, 형식, 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내부조직과 외부조직 또한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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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 Leadership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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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조직은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서 보상 및 승진체계, 고과 및 평가 시스템, 의사결정구조, 문화요소를 지칭하며, 외부조직은 기업의 

구매계약, 인수 및 합병, 고객의 충성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내부조직 및 외부조직 모두 교환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직경제학은 하나의 이론적 틀 속에서 개인 행동과 집단행동을 통합하고 있다. 조직경제학은 개인적인 이해의 립에서 조직의 

존재이유를 찾고 있다. 조직의 목표는 개인적인 이해의 립을 잘 조정하여 협동적인 행동을 유도해 내는 것이며 따라서 조직형태는 

실행 가능한 체 안들과 그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조직경제학은 개인 행동에 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

가정 1. 개인은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선택한다. 개인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 조직은 

개인의 이기심과 이에 따른 목표불일치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효율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가정 2.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정보의 불균등성 때문에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거나 완전정보를 갖고 있다면 개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억제될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 제한된 

합리성, 정보의 불균등성으로 말미암아 거래의 비용이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 3. 전통적인 미사경제학의 가정과는 달리, 현실의 교환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러 형태의 교환메커니즘 간의 비교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교환비용이 저렴한 교환메커니즘이 선택되며, 교환의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조직형태가 선택 되어진다. 

조직현상에 한 효율성 개념, 특히 비용개념의 도입이 조직경제학의 본질적 특징이 되는 것이다. 결국 교환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통제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되며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선택되게 되는데, 그 효율성은 비용에 의하여 결정 되어진다는 

것이다. 

즉, 조직경제학은 조직 내 개인행동의 특성으로부터 조직 및 조직 간 행동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경제학은 이직과 보상, 

몰입과 같은 개인 수준의 주제와 라이센싱,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등 조직 간 관계 수준의 주제까지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즉, 개인 행동에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조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호에서는 사람과 조직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을 고찰해 보았다. 

무엇이 되었든 보는 관점(흔히 렌즈로 표현되기도 한다)을 취하는 것은 강요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다. 그리고 선택의 몫은 고스란히 

선택한 자의 책임으로 귀착된다. 적절한 렌즈는 현안에 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부적절한 렌즈라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필자는 조직경제학이란 렌즈를 독자에게 제안하였다. 앞 서 살핀 조직경제학의 태동사와 터하고 있는 기본 가정들을 볼 때, 조직과 조직 

내 사람들의 메커니즘을 제 로 이해하는데 적절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조직경제학이란 렌즈를 통해 이제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기 바란다.

    조직으로 일하는 이유는?

    조직으로 일하기에 발생하는 주요 이슈는?

    그 이슈 발생 이유는?

    그렇다면 그 이슈 해결 방법은?

(다음 호에 계속)

*본 내용은 KPMG KOREA(삼정회계법인)에서 발간하는 월간 뉴스레터 ‘Channel’ 5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내용에 한 문의: 

KPMG KOREA Learning & Development Center 박정열 부장 (jeongyoulpark@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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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가 포 르  투 자 지 식

싱가포르 투자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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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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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e and Treasury Centre (“FTC”) 
기업들의 국제화와 동남아 및 각 륙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국제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증 됨에 

따라, 지역본부에서 자회사들의 재무 및 자금관리 등을 집중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Finance and Treasury Center (“FTC”)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FTC기능과 효익
일반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FTC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Cash Pooling을 통한 그룹 유동성 관리 및 이자비용 등 

  타인자본비용의 최소화

• FTC에 외환 및 이자율 위험 관리 기능을 집중하여 그룹의 

   자회사들에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관리 서비스 제공

• 자회사 자금조달 기능을 일괄하여 수행함으로써 금융 기관에 

  한 협상력 증

• 그룹 내부거래 및 외부와의 거래에 한 재송장 

  (re-invoicing) 전략, 그룹사들에 한 팩토링 및 자산 

  유동화 전략의 수립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그룹차원의 Global Tax를 최적화하는 세무전략 수립 및 

  각 국에 한 투자 (Investment) 및 투자회수 (Repatriation of profit) 시 최적 방안 제시

• 각 자회사의 재무구조에 한 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

• 해당 관리 지역에 한 지식 축적 및 해외인력 양성의 허브기능 수행 

FTC설립 모델
그룹 차원의 경영스타일에 따라, FTC 설립 모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FTC가 각 자회사들의 리인 (Central agency)으로서 모든 재무관련 활동을 FTC명의로 행하는 모델

• FTC가 그룹 내의 내부결제은행 (Inhouse clearing bank) 또는 Shared service center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

어느 모델을 선택하고 어느 범위까지 FTC 기능을 구현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FTC를 설립하는 지는 각 그룹사의 처한 환경과 FTC에 

참여하는 자회사들이 속한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FTC Tax incentive: FTC Award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는 싱가포르에서 FTC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FTC Awar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TC Award를 EDB로 부터 부여받으면, 아래와 같은 Tax incentive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소득에 한 10%의 법인세율 적용

  ○ EDB로부터 승인받은 적격 서비스 및 활동에 관련하여 그룹내 자회사, 관계회사 등 으로부터 받은 수입

  ○ 주식, 여금, 채권, 외환거래, 스왑 등으로부터 획득하는 이자, 배당 및 관련 거래 손익

• 아래의 거래에 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에 한 면제

  ○ FTC가 적격 서비스 및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외 소재 은행, 승인된 그룹내 자회사, 관계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비용 지급

위와 같은 Tax incentive는 싱가포르에 설립된FTC활동의 수준과 인력 상황에 따라 5년에서 10년동안 부여됩니다. 

이러한 FTC Award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S$750,000의 연간 총 사업지출액 (Annual total business spending)

• 3명의 전문인력

• 3가지 적격 활동을 3개 이상의 자회사, 관계회사 등에 제공

이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에서 FTC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수의 일본계 기업들 역시 싱가포르에 지역거점을 

두며 FTC를 설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둔화가 예상되는 시기일수록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그룹 전체적인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도 인근 국가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회적 인프라가 다른 인근의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자유로운 외화거래와 낮은 금리를 통한 자금조달에 유리한 싱가포르에 FTC를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Cash
Pooling

Interest rate
Management

FX
Management

Bank
Relationship
Management

Account
Payables/

Receivables

Tax
Management

Finance and Treasury Centre
(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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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그린카로 지속가능성장의 시동 거는 싱가포르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배출제한제도 시행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량 수출길 활짝 열려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값이다. 현재 판매되는 2천cc급 소나타 승용차(현지 

브랜드명 i45)의 가격이 15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3,500만원)라고 하니 한국보다 무려 네 배 이상 비싼 셈이다. 자유무역항이라 

부분의 수입품에 해 무관세인 싱가포르에서 유독 자동차 값이 이렇게 비싼 점에 해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만 깨끗하고 편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주도면 한 노력을 알고 나면 납득이 된다. 싱가포르는 굴뚝 있는 제조공장이 드물어 자동차 매연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서울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500만의 인구가 집되어 있다 보니 자칫하면 심각한 

교통체증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차량 수를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수를 총량제한하고 있으니 차량운행에 꼭 필요한 

등록증(COE: Certificate of Entitlement)은 입찰을 통해 사야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1,600cc 이상 승용차의 등록증 가격이 약 9만 

싱가포르달러(약 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구나 금융위기 이후 입찰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어 등록증과 각종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되는 자동차 가격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꼭 차를 몰 사람만 사라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는 주택 렌트비와 함께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글로벌 기후변화 응에 동조하고 범국가적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통해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도로교통청은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량의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배출제한제도(CEVS: New 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인데 승용차 및 택시를 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차량에 해서는 차량 구입 시 세금을 폭 감면해주는 반면 탄소배출이 많은 차량은 고율의 할증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자동차시장의 판도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낙 자동차 값이 비싼 나라이다 보니 이번 제도를 통해 고율의 세금이 

차등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 하고 있다. 일반승용차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기준치인 161∼210Co2g/km2 보다 낮을 경우 최  2만 싱가포르달러(약 1,800만원)까지 등록세를 할인해 주며, 반 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초과량에 따라 최  3만 싱가포르달러(약 2,7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택시차량은 주행량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세금의 차등 폭을 일반차 보다 50% 높게 책정했다. 싱가포르 정부정책의 특징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항상 

예측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도는 친환경차량 우 에 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내년 

CEVS 시행에 맞춰 하이브리드 카, 경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싱가포르 도로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입된 다양한 자동차들이 누비고 있어 마치 모터쇼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훼라리, 

람보르기니와 같은 수퍼카에서부터 1,000cc 미만 경차까지 온갖 차종을 볼 수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작년 

말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이 11.2%에 달하고 제조사로는 현 와 기아차가 각각 4위와 8위에 랭크되는 등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 일찍이 프리우스와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 일본과 달리 현재 한국 제조사들의 주력 차종들은 CEVS가 

시행될 경우 세금감면의 혜택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BENZ, BMW, AUDI

와 같은 고급차들도 CEVS의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저탄소 디젤차량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기업들도 CEVS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차량의 시장진출 등 사전 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 허인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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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VS 시행 시 자동차 세금 감면 및 할증 내역>

등급

A1

A2

A3

A4

B

C1

C2

탄소배출량
(Co2g/km2)

0~100

101~120

121~140

141~160

161~210

211~230

231~250

승용차

S$20,000

S$15,000

S$10,000

S$5,000

-

승용차

-

S$5,000

S$10,000

택시

S$30,000

S$22,500

S$15,000

S$7,500

-

택시

-

S$7,500

S$15,000

감면액 할증액

자료: 도로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      환율: 1S$≒900원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이번에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과 관련된 이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소득이 납세자의 고의 또는 실수와 상관없이 제삼자 간 거래소득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이액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국세청과 

관세청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기 마련인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

수입거래에 한 이전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이라는 절차를 두어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이전가격과 관련되어 기업들에 한 세무조사를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TP 전담팀에서 각 산업별로 구분하여, 매출규모가 큰 회사, 

손실규모가 큰 회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만, 근례에는 법인세 담당팀에서 법인세 

검토서류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보고서상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규모, 형태 및 이익률 등에 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면질의에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TP 전담팀에 상세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는 기한은 신고기한 이후에 4년까지이나, 때로는 그 기간을 

넘겨서까지 다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IRAS가 흔히 하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TP관련한 문서화(documentation)이 되어 있는지 여부 있다면 3주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TP관련한 문서에는 회사의 기능, 특관자와의 계약관계 그리고 가격설정방법론, 비교 상 

  선정 방식이 나열되어 있는지 여부

• 싱가포르법인의 TP관련한 검토 주기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유형별로 가격을 설정방법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N”), 원가가산방법인지 여부 등)

• 싱가포르 법인의 기능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해외자회사에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인지, 또는 위험을 수반하는 또는 제한적으로 수반하는 판매조직인지, 또는 해외자회사와 

  비용을 분담하여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조직인지 여부

• 싱가포르 법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management기능이 있는지 여부

• 종업원의 수

• 과거 4개연도의 매출 /매출총이익 / 총이익률 / 영업이익률 자료

• 과거 4개연도의 총 특수관계자 매출 규모 자료

• 특관자의 리스트와 해당 특관자가 각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으로부터 TP관련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과거 4개년 동안)

• 특관자가 APA를 신청한 사례

• 과거 4개년 동안 싱가포르법인의 기능 및 TP 관련한 가격설정방법이 변경된 사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처럼 법인세 신고시 TP관련한 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요청하지는 

않으나, IRAS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TP관련한 문서를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입장에서도 사전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IRAS의 질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당장 TP문서화를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용이한 자료, 예를 들어 제 3

자회사로부터의 거래가격 또는 제안가격 등을 비교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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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회계사

삼일회계법인에서 파견되어 PwC 
Singapore office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소재 한국법인에 대한 회계, 세무 
등의 business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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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가 포 르  세 무 지 식

이전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비교 상 회사를 찾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거래순이익률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베리비율(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리비율은 회사가 중요한 마케팅 및 판매기능을 수행하는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라고 알려져 

있지만, IRAS는 재고에 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총영업이익률법 등으로 위의 베리비율에 의한 가격설정의 근거를 보완하여 산출된 비교가능회사의 사분위 

범위(하위 25%와 상위 25% 사이 구간)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IRAS는 사전에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정상가격산출 방법 사전승인제도) 등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과세당국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에게는 이전가격 조사에 한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당국에게는 조사에 따른 세무행정력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PA은 통상 6개월이내에 마무리 된다고 하나, 과세당국의 입장에 따라 그 기간이 

유동적입니다.

반면에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는 예를 들어 인도 국세청이 현지법인에 100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 방인 싱가포르현지법인이 IRAS에 100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무상비용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그룹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이 MAP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과세관청과 달리 싱가포르 IRAS는 TP에 해서도 기업들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업들이 응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서는 각 종 세무상 인센티브에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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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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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 (Du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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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강 상 식

1. 두리안의 종과 그 어원은 어떻게 될까?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 그리고 “과일의 왕”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두리안 (Durian)은 아욱과의 상록교목과 그 열매이다. 

생물학적으로 서른 종이 구분 되어 있으며 모두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이 중 봄박스과에 속하는 한 종(Durio zibethinus)의 

열매가 전 세계의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리안이다. 

두리안이라는 이 이름은 말레이시아어로 ‘가시’를 뜻하는 

두리(Duri)에서 왔다고 전해진다.

2. 두리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두리안의 표면은 이름의 유래처럼 온통 뾰족한 가시로 덮여 

있으며, 그 커다란 가시투성이 껍질을 벗기면 마치 스파이크로 

덮여 있는 축구공처럼 보이는 크리미한 속살이 들어난다. 이 

열매의 지름은 30-40cm 크기까지 자라며, 무게는 보통 1-5kg 

정도이다. 모양은 타원형에서 원형, 껍질의 빛깔은 녹색에서 갈색, 

속살은 노르스름한 흰색에서 붉은색에 이르기까지 종에 따라 

다양하다.

3.  두리안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두리안은 열 지방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신선한 것을 

그 로 먹는다. 익지 않은 것은 야채로 먹으며, 단백질이 풍부한 

씨앗은 삶거나, 말리거나, 튀기거나, 구워서 먹는다. 또한 

두리안은 향료, 조미료로 쓰이기도 하고 잎과 수피(樹皮)는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두리안의 맛은 어떨까?

두리안의 매우 독특하며 유일무이한 향과 환상의 맛에 해 많은 

유명인들의 기록이 있다. 1856년, 영국의 자연학자 앨프리드 러셀 

윌리스는 두리안의 맛을 “아몬드로 향을 낸 진한 커스터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깝겠지만, 크림 치즈와 양파 소스 그리고 셰리 

와인 및 기타 서로 안 어울리는 음식물을 떠올리게 만드는 향이 

간혹 나기도 한다. 과육에는 끈적끈적하고 부드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진미라고 할 만하다” 라고 말했다. 그의 자세한 묘사가 

두리안의 맛을 정확히 표현한 듯 하지만 영국의 소설가 앤서니 

버제스의 말 보다 두리안을 정확히 표현한 사람은 없다고 사람들은 말 

하곤 한다. 그는 두리안을 먹는 것을 두고 “바닐라 커스터드를 

변소에서 먹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 했다.

5. 두리안의 제철과 보관 방법은 ?

천상의 과일 두리안의 제철은 5월부터 8월까지다. 보관시엔 폐 

용기에 담아 1°c- 5°c에서 냉장보관 하도록 한다. 

6. 두리안은 누구에게, 어떻게 좋을까?

극단적인 평가를 남기곤 하는 두리안은 일반적으로 생과일이나 주스 

등과 같은 후식으로 섭취한다. 당분이 높아 포도당을 빨리 공급하여, 

지친 기운에 원기를 불어 넣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열량 과일로 

술과 함께 먹는 것은 금지 되어 있으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유혹이다. 우유와 함께 섭취 한다면 두리안에 

부족한 칼슘(Ca)을 보충 할 수 있다고 하니 주목해보자. 

   영양 성분 : 100g 기준

출처: 쿡쿡TV, 이화여  식품영영학과, 죽기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 재료 1001(저자 프랜시스 케이스) 

니아신
1.4mg

비타민 B1
0.33mg

식이섬유
1.30g

철분
0.30mg

나트륨
0.00mg

비타민 B2
0.20mg

아연
6.00mg

칼륨
510.00mg

단백질
2.30g

비타민 C
31.00mg

인
36.00mg

칼슘
5.00mg

당질
27.00g

비타민 E
0.10mg

지질
3.30g

콜레스테롤
0.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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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참 소 식

노동부(MOM) 초청 세미나 Q & A 보기

한국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4일 SICC(Singapore Island Country Club)에서 노동부(MOM) 담당자를 초청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준과 정책 

방향”에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2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MOM 측의 브리핑에 이어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싱가포르 

내 한국 기업인들 및 상공인들의 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일 Q & A 시간에 다루어진 내용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Q 1. F&B 분야에서 싱가포르 직원 고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직원 채용에 관한 좋은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월급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F&B 산업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Industry Size도 급격히 증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로 인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은 인력의 Pool은 비슷한데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판단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엔 정책적인 부분도 일부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식당뿐만 

아니라 현재 F&B에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서 비즈니스와 Operation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현지인과 PR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Q 2.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EP 신청을 했는데 S-Pass가 나왔습니다. S-Pass 기준보다 훨씬 높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S-Pass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신청자 국적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A) 국적은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E-Pass 같은 경우 학력, 직종, 경력, Salary 등 부문에 매우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혹시 정책 변경 

후 예전과 똑같은 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신청 접수 당시 혹은 접수 후 Processing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MOM측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Q 3. EP 를 소지한 직원이 갱신할 때 REJECT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갱신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A) 보통 reject가 나는 경우는 새로운 정책 기준에 미달되거나 정책 변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전 기준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정책 

변경날짜를 조금 앞둔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Q 4. Reject가 나올 때는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MOM 측에서는 결과만 통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OM에 방문해도 직원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보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Platform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A) 직원들에 따라 다른 답을 하는 것에 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외국인 근로자 정책 규정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MOM 직원들 조차 세부사항을 100%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 본인도 어느 정도로 정보를 오픈 해야 하는 지 판단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보안 문제로 100% 이유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Quota가 모자라서 Reject가 된 거라면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몇몇 

경우 정부의 보안 문제로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MOM 같은 경우 Security 쪽 정부와 Immigration 정부와도 친 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Immigration이 급증하는 요즘 같은 시기엔 그로 인한 사기, 부정 행위 또한 많아지기 마련이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우려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룰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Business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많은 문제점과 마주하고 있는 이 시기에 방안을 좀 더 보완할 방법들을 모색 

중이니 지속적인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5. 싱가포르에 HQ를 세울 초기에는 한국에 있는 본사와의 많은 Communication이 요구되고 그로 인해 한국인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정책을 따르자니 업무 진행이 힘들어 지는데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이는 아이러니 하게도 중국 회사들로부터도 자주 듣는 불평입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 DRC(Dependency Ratio Ceiling; 외국인 근로자 

Quota)가 굉장히 많이 감소 됐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정책은 50% cut이 아니라 5% cut이라는 점을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

년이란 적응 기간 안에 5% 감소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새로운 정책에 잘 적응하여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현지 직원을 

교육시키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엔 큰 기업들은 EDB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Spring Singapore(중기청)로 연락 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세미나 내용은 한국상공회의소 웹사이트(www.korcham.org.sg)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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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참  포토스토리 및 회장동향

노동부(MOM) 초청 세미나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정영수 회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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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수석부회장 인사말 오준 대사 인사말

질의 및 응답 세션
통역사 및 MOM 측 패널리스트(질의 및 응답 세션)

통역사및MO 측

만석이 된 객석 모습과
경청하는 참가자분들MOM 측 브리핑

6월  7일(목) ~ 14일(목): 중국 방문

- 연태, 련, 북경, 천진

6월 22일(금) ~ 23일(토): 운영위원회 워크숍

- 빈탄

6월 25일(월): SICC AGM 참석

6월 27일(수): SBF AGM 참석

6월 29일(금) ~ 7월 4일(수): 베트남 방문

- 호치민, 하노이

7월  7일(토) ~ 18일(수): 한국 방문

- 베트남 문화체육부 장관 미팅

7월 26일(목) ~ 29일(일): 미얀마 방문 예정

- 미얀마 교통부 장관 면담

8월  3일(금): 한국 방문 예정

8월  5일(일): 여수엑스포 싱가포르의 날 

                   참석예정 

8월  6일(월): 여수엑스포 베트남의 날 

                   참석예정

8월 14일(화): 홍콩 방문 예정

8월 31일(금) ~ 9월 4일(화): 중국 방문 예정

- 연길, 련, 훈춘, 단동

6월 7월 8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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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사무실 이전

백  봉  원 (Paik Bong Weon)

Securitas Singapore (시큐리타스 싱가포르지부)
19 Tai Seng Avenue #05-10 Singapore 534054

여  리아  (Leah Yo)  Marketing Executive

Oon & Bazul LLP (운&바즐 법률사무소)
36 Robinson rd #08- 01/06 City house Singapore 068877

 

장  에스더 (Esther Chang)

Eversheds LLP (에버쉬드 LLP)
1 Finlayson Green, Singapore 049246

T. 6572-5555/5596    F. 6572-5550
estherchang@eversheds.com
http://www.eversheds.com

T. 6338-8217    F. 6338-8927

T. 6223-3893    F. 6223-6491

bongweon.paik@securitas-singapore.com
http://www.securitas.com

P a g e

김  병  용 (David Kim)  Partner

Nabarro LLP
50 Raffles Place 22-01 Singapore Land Tower S048623

 T. 6645-3286    F. 6725-0507
d.kim@nabarro.com        www.nabarro.com

2012년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SK에너지
에스티엑스팬오션 싱가포르 법인
현대상선
한국관광공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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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012 농수산물유통공사 싱가포르 지사
장수 숯불갈비
고려무역
대천실업(싱가포르) 사인유한공사
하나투어 싱가포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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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연회비

대경 싱가폴 법인
아리랑 트레이딩
미디어키즈
코일텍스틸
팬우드엔지니어링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회원사

CJ그룹
GS칼텍스 싱가포르
삼성전자
쌍용건설㈜
삼성물산 상사부문 
LG 상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은행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
하나은행 싱가포르 지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5,000.00 
3,000.00 
3,000.00 
 2,500.00 
 2,500.00 
 2,000.00 
2,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052012 SK가스
화천기계
SK해운㈜
㈜ 동아지질 싱가포르 지사
삼성자산운용 싱가포르 법인
아랍은행
한국투자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
메이팀교역
현대종합상사
쉥커 싱가포르
토다이 싱가포르
대림코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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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EA Pte Ltd
(사단법인) 한국선급 싱가포르 사무소
코리안리재보험, 싱가포르지점
다이나믹스코스모 ㈜
퀴네+나겔 싱가포르
한송야마가타 인텍
Eversheds
JAC Singapore Pte Ltd
대양 엔지니어링
셈콥 파크 매니지먼트 유한공사
오션링 마린

10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삼성전기(주) 동남아 판매 법인
피엠케이상사
코차이나 로지스틱스

2,500.00 
500.00 
500.00 

062012 JK 종합보험
고려제강㈜

   500.00 
 500.00 

대우인터내셔날
PG 홀딩스
셈트란스
법무법인 스콰이어 샌더스

  2,500.00 
  2,500.00 

 500.00 
500.00 

072012

(7월 13일 기준)

*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주신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발행인 편집인 인   쇄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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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수 회장 이현경 수석 부회장 
김규식 상근 부회장
박세경

아트페이지 2012년 7월 27일 

Samsung Electro-Mechanics Pte. Ltd. 
3 Church Street #23-01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