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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에서 기업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

끼지 않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2015년 상의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코참저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원 여러분께 싱가포르 투자지식, 세무지식, 법률 및 말레이시아 소식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5년은 싱가포르 건국 50주년이면서 한·싱 수교 40주년임과 동시에 연

말을 기점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 만

큼, 우리 기업인들에게도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싱가

포르는 작년 340억 달러를 웃도는 교역액을 달성하면서 아세안 최대 교역

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5대 건설시장일 뿐만 아니라 금

융, 해운, 항공, 물류의 중심지로서 이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

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이 금년도 좋은 실적을 거둘 때 

우리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코참 회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며, 기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코트라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청소년 취업에까지 

힘쓰는 등 여러분의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재료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버무림을 통해 새로운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양념이 고기에 스며들어 융합되는 불고기처럼, 기다림과 끈기가 

필요한 숙성의 과정이 필요한 김치와 같이 새롭게 개편된 운영위원들과 마음

과 힘을 모아 조화롭게, 회원을 하나로 융합하여 기다림과 끈기로 발전하는 

코참이 되겠습니다. 이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회  장   이   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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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에 오시게 된 경위와 싱가포르에 대한 소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오고 싶어서, 그리고 회사가 허락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트라를 다니는 동안 L.A, 모스크바, 멜버른, 미얀마 등을 다녔

는데 아이들 둘도 다 커서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도 가까운 싱가포

르가 좋았습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지요. 조그만 어촌에 불과

했던 이 곳이 50년만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된 것은 8할

이 현명 했던 지도자 덕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가 문제 일 겁니다. 계

속해서 현명한 지도자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고 국민들도 지금까지와

는 다른 그 무엇을 바라고 있을 테니까요.  

 

2. 코트라는 싱가포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며,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코트라는 Korea Trade &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를 한국말로 줄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KOTRA 이지요. 1962년 한국

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출범했지요. 그 당시에는 자원도 없

고,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가 맨땅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했는데, 외국에

서 돈을 빌려와 공장을 지었지만, 내수시장이 워낙 작으니 해외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되고(수출입국), 우리 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팔려면 현

지 시장이나 바이어 정보가 필요하니 이를 위해 나라에서 코트라를 만

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코트라는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지원에 가장 큰 역점을 두

고 있으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시에는 외국인투자유치 기능이, 그리

고 지금은 해외 청년취업 창업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여개국에 120여개 코트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EDB(투자유치), IE Singapore(수출), Contact Singapore 

(인력), Spring Singapore(창업) 등 여러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나라는 코트라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외 인프라라고 보

시면 되지요. 

 

3.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효율성입니다. 정부 기관간, 정부와 기관간 칸막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재의 채용이나 활용에 있어 능력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고려사

항이고,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그 업종이 무엇이든 싱가포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물불 안가리고 유치합니다. 

노인호 
KOTRA 
Director General of ASEAN & 

OCE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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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평소 코참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싱가포르 코참은 규모에 있어서 크지도 작지도 않고, 구성원이 또 국내업체의 해외지사와 교민기

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코참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코참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도 안되고, 그 정도 규모에서 할수 있는 일을 잘 하면 될 것입

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영세규모의 식당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

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코트라는 저에게 첫번째 직장이니 오래 다닌 셈이고, 싱가포르가 저의 마지막 해외근무처가 될 것 

같으니 잘 마무리를 해야지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싱가포르 교민 모두와 

함께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집사람하고 즐겁게 지내고, 또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 이 행

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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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싱가포르 정부예산 
 
지난 2 월 23 일 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재경부 장관 
주재로 발표된 2015 싱가포르 정부예산은 Building Our Future 와 
Strengthening Social Security 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크게 
사람(People)과 기업(Enterprises), 인프라(Infrastructure) 및 
사회(Fair and Inclusive Society)에 중점을 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의 정부예산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책들은 많지 
않으나, 한국 기업들에게 비교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ition Support Package (TSP) 
 
2013 정부예산에 발표된 다음의 제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지속하여 
적용할 예정이나, 2015 정부 예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점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Wage Credit Scheme (WCS) - $4,000 이하의 월급여를 받는 
싱가포르 근로자들 (Singaporean employees)의 월급 인상분에 
대한 정부보조 제도를 당초 40%에서 20%로 조정하고 2016년과 
2017년까지 2년 연장함.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Bonus – PIC 
Bonus 제도는 YA2015까지만 적용하되, PIC Scheme과 PIC+ 
Scheme은 YA2018까지 그대로 유지함. 

 Corporate Income Tax (CIT) Rebate – 기업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과세금액의 30%를 공제하고, 당초 $30,000의 한도에서 
$20,000의 한도로 조정하여 YA2016과 YA2017까지 2년 
연장함. 

 

 

김왕문 이사 
Kim Wang Moon 

 
KPMG SINGAPORE 
Global Korea Practice, Director 
 
Office   (65) 6213-3019 
Fax        (65) 6225-2230 
Mobile (65) 9189-8531 
E-Mail: wangmoonkim1@kpmg.com.sg 
 
 

 

Temporary Employment Credit (TEC) 

 

2014 정부예산에서 발표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고용보조제도 

(Medisave contribution rate 의 1.0% 상승효과를 완화시키려는 목적 으로 Singaporean and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employees 의 급여에 대해 0.50%를 지원하는 제도) 는  

다음과 같이 연장 및 보강되었습니다. 

Year 2015 2016 2017 

Support for labour costs +0.5% - - 

Additional Support for CPF changes - 1.0% 0.5% 

 

Managing Foreign Workforce Growth 

 

건설부문을 제외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순유입 인원은 2011 년 60,000 명에서, 2014 년 16,000 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 정책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 

이라, 다음과 같이 산업 영역별로 외국인 노동자 부담금 인상에 대한 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 

Type Sector 변경 내용 

S-Pass Holders All Sectors 2016년까지 외국인 부담금 인상 유보 

Work Permit 

Holders 

Manufacturing 

Sector 

2014년도 수준을 2016년까지 유지 

Services, Marine 

and Process sectors 

2016년까지 외국인 부담금 인상 유보 

Construction sector  R1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 축소 (2015/2016) 

 R2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은 2017년까지 인상 

 기타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은 현수준 유지 

 

 

mailto:wangmoonkim1@kpmg.c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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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Support for Innovation 

 

싱가포르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혁신과 연구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기업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 내용입니다. 

 CDG (Capability Development Grant) –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서부터 

새로운 브랜드(new brand)까지를 혁신활동으로 보아, 이들 활동에 투자하는 SME 의 $30,000 

미만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018년 3월까지 3년 동안 비용의 약 

70% 지원 

 CIP (Collaborative Industry Projects) 및 PACT (Partnerships for Capability 

Transformation) scheme – SME와 대기업간 협력 강화 지원 제도 

 신생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 Startup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 (SEEDS), 

Business Angel Scheme (BAS) and Venture Debt Risk-Sharing Programme 

국제화에 대한 지원 (Go Beyond the Shores) 

 

SME 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IE Singapore 의  Grant Scheme 지원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제도(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Scheme)를 적용하며, 새롭게 International Growth Scheme 

(IGS)을 도입하여, 적격 활동(Qualifying Activities)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M&A를 촉진하기 위해 지분취득율을 50%에서 20%로 완화하고, 취득대가의 25%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CPF 분담율의 변경 

 

50 세 이상 근로자들의 CPF rate 을 아래 표와 같이 조정할 예정이며, 동 조정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 근로자 연령 
Increased CPF Contribution Rates 

회사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2016년 1월 1일 이후 

50세 ~ 55세 +1% +1% 

55세 ~ 60세 +1% 0 

60세 ~ 65세 +0.5% 0 

 

Personal Income Tax (PIT)  

 

중산층 (middle-income tax payer)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YA2015 에 한하여 개인소득공제를 

50% (한도 $1,000) 지원할 예정이며,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YA2017 부터 기존 20% 세율을 22%로 

상향조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2015 싱가포르 정부예산안 중 우리 기업들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정부예산은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하여 SME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 

그리고 혁신과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포괄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은 향후 몇 개년 동안 정부가 이끌어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싱가포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한국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지향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정부 역시 SME 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단 위에 언급된 사항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싱가포르 정부예산안 전체를 각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해보는 것도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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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1.  배경 

 2015년 2월 24일자 Channel Asia 뉴스를 보면Wheelock 

Properties (Singapore) 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Scotts Square의 

공정가치를 S$312million에서 S$260million으로 S$52million 

손상처리하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손상처리의 가장 큰 이유는 “poor 

business condition”이며, 이는 쉽게 말하자면 Scotts Square의 

영업이 신통치  않아 Scotts Square의 금전적 가치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손상처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의 재고자산평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평가등도 모두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상 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하겠다는 의도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공정 

가치는 기업 및 산업뉴스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임과 동시에 국제회계 

기준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한국과 싱가포르가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바로 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폭넓게 도입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장부금액과 시장 

가치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 

하게 되면 기업간 재무제표의 비교가 수월해지고 과거 혹은 미래의 가치가 

아닌 현재의 가치를 재무제표 상에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가치의 정의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이나 부채가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들간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려는 정상거래에서 교환된다고 가정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은 측정일에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즉, 유출가격(exit price)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상거래 

는 측정일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되는 거래를 위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가정하는 거래이며, 비자발적인 거래(예를 들어, 강제 청산 또는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가 아닙니다. 유출가격의 개념은 시장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자산과 관련된 미래순현금유입액과 부채와 관련된 미래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기대에 근거합니다.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 

(유입가격)입니다. 기업들이 반드시 자산을 취득(부채를 발행)하려고 의도했던 

가격으로 자산을 매도(부채를 이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입가격과 유출가격은 

개념상 다른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최초 인식시점에 유입가격과 유출 

가격은 동일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유입가격은 공정가치를 반영할 것입니다. 

 

3. 가치 평가(Valuation)의 방법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아래서 설명하듯이 일반적으로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원가접근법 

(cost approach) 등 세 가지의 가치평가 방법이 사용됩니다. 가능하다면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의 세가지 접근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가치평가 대상의 본질이나 성격에 따라 어떠한 접근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욱 회계사 
Jung Ki Wook 
 
PwC  
Korea Business Desk 
 
Office   (65) 6236-3019 
Mobile (65) 9838-0893 
E-Mail: ki.wook.jung@sg.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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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공정가치의 추정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각각의 추정치는 가치평가에 사용된 

가정이나 투입변수(inputs)의 질에 따라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투입변수와 평가에 사용된 가정을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업은 평가한 가치의 범위(range)가 넓을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결정되는 
공정가치의 값은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가치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수익접근법은 미래의 현금흐름(future cash flows)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의 값은 시장참여자들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수익접근법은 현금흐름할인(DCF) 모델을 사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i) 별개의 기간별 
현금흐름 예상치; (ii) 신뢰성 있게 측정된 잔존가치(Terminal value)의 추정치를 구한 후; (iii) 예상된 
현금흐름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이용해 할인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로 수익접근법을 통해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무형자산 평가방법 

고객관계, 미래 예상 기술 다기간초과이익법(Multi-period excess earnings) 

상표권, 브랜드, 기술자산 로열티공제법(Relief-from-royalty) 

장기 정부 면허 그린필드법(Greenfield) 

비경쟁적 계약, 고객관계 위드앤위드아웃법(With and without) 

 
수익접근법은 부채의 가치, 사업의 가치(예를 들어, 내부수익률(IRR)이나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비지배지분 
(NCI) 혹은 기존 보유지분(PHEI)의 계산), 그리고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2)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시장접근법에서는 동일하거나 비교 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이들의 집합(예를 들면, 하나의사업)들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가격이나 관련정보를 이용합니다. 시장접근법은 가치평가 대상의 공정가치가 비교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의 관측 가능한 거래 가격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조정을 가해서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장접근법은 동일한 혹은 비교 가능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관한 정보가 사용가능할 경우에 종종 최우선 
순위로 가치평가에 이용되며, 부동산과 같이 비교 가능한 거래와 가격이 존재하는 자산의 평가에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 이 방법은 사업의 평가나 자본의 구성요소(예를들면, 비지배지분)의 가치평가에도 역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접근법은 수익접근법에서 평가된 결과를 분석하거나 지지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사업결합에 있어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취득자산이나 부채의 
평가에는 최우선 순위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자산이나 부채,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자세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동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원가접근법은 대체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공정가치 평가의 지표로 대체원가(replacement cost)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접근법은 시장참여자가 어떠한 자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해당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이상으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념을 전제로합니다. 원가접근법은 전문화 된 
자산, 공장이나 기계장치, 기업내부적으로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자산 및 기여자산원가(contributory asset 
charge) 측정을 위한 집합노동력의 공정가치 측정에 종종 이용됩니다. 이 방법 하에서 공정가치는 한 
자산의 기능적 유용성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비용을 현재 통화 단위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출됩니다. 
원가접근법은 계속 기업의 가정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거의 선 순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대체원가의 합은 성숙된 영업의 집합체인 사업 
가치보다 적은 값을 가집니다. 
 
4. 맺음말 
  최근 한국에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어 배당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회사의 배당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 중 하나 입니다.  
반면,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회사의 부채비율이 감소하여 추가 차입 여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정가치 평가가 회사의 재무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고찰은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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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6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소송에 적용되는 신규 간이절차 

(New Simplified Process) 

 
증가일로에 있는 법무비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규모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장한다. 고등법원 판사가 사건 개시 시점부터 소송비용 억제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소송에 
대한 소송 절차가 간소화 신속화되었다.   
 
싱가포르 법원은 2014년 11월 1일부터 6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모든 
민사소송에 대하여 신규 간이절차를 도입했다. 만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최대 250,000 싱가포르 달러의 소송까지도 본 신규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순다레시 메논(Sundaresh Menon) 대법원장이 2013년도 연설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관련 소송 대다수(거의 10건 중 9건)가 판결 이전에 화해 
/합의된다.    
1이러한 상황에서 본 간이절차는 법적 절차 초기의 화해 가능성을 더욱 제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소송가액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가 많은 각종 
비용과 자원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본 간이절차는 싱가포르 법원규칙 신설명령 제 108 호에 규정되어 있다. 본 

절차의 주요특징은 아래와 같다:  

 

a) 우선 공개 – 당사자들은 소송서류와 함께 관련 문서 목록을 정리〮

송달함으로써 관련 문서 일체를 우선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목록에 기재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요청 당사자가 그 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법적 절차 초기에 상호간의 논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각각의 논거가 지니는 강점과 취약점에 

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나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b) 견실한 조기 소송관리 – 사건관리협의(case management 

conference)에서 판사들이 각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 당사자들간의 쟁점을 구체화 하고, (2) 당사자들을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관리협의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소집되며, 사건관리협의 

개최일 약 21일 이전에 출석요청 통지서가 발송된다. 당사자들은 

사건관리협의 개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1) 쟁점 확인 및 구체화, (2) 중간신청(interlocutory 

application)의 필요성 등 관련 중간절차의 처리와 (3) 후속 사건관리의 

논의를 지원한다. 당사자들의 원만한 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원은 

사건관리협의에서 당사자들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가 사건관리협의에 출석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도 출석을 

지시할 수 있다. 변호사는 고객이 사건관리협의에 출석하기 이전에 재판 외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용방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1 
http://www.gov.sg/government/web/content/328a320046c922d29411b51ceb4b1b00/20150102_ST_Simpler+State+Court+proces

s.pdf?MOD=AJPERES&useDefaultText=0&useDefaultDesc=0 

 

mailto:shkim@duanemorrisselvam.com
http://www.gov.sg/government/web/content/328a320046c922d29411b51ceb4b1b00/20150102_ST_Simpler+State+Court+process.pdf?MOD=AJPERES&useDefaultText=0&useDefaultDesc=0
http://www.gov.sg/government/web/content/328a320046c922d29411b51ceb4b1b00/20150102_ST_Simpler+State+Court+process.pdf?MOD=AJPERES&useDefaultText=0&useDefaultDes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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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분쟁을 재판 외 분쟁해결 과정에 회부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들은 사건관리협의일로부터 7일 이전에 “without 
prejudice(관련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음)”를 조건으로 제안서를 교환하고, 최대한 신속히 
화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E-litigation웹사이트를 통해 재판 외 
분쟁해결 서식과 더불어 분쟁사안 목록과, 당사자들이 채택하기를 희망하는 증인의 명단이 기재된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관리협의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송 사건을 관리할 수 있다: 
i. 당사자들이 법적 절차 진행에 협력하도록 권유; 
ii. 당사자들의 (1) 쟁점 확인 및 구체화와 (2) 사건의 일정 결정 등 향후 쟁점 처리 방향 결정을 지원; 
iii. 필요한 경우 증거개시의 지시 등 중간신청 및 쟁점을 처리; 
iv. 당사자 일방이 제안한 조치의 예상비용이 예상효과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당사자들과 함께 

검토; 
v. 당사자들이 쟁점 및/또는 사건 해결을 위해 협상하도록 권장하거나, 적절한 경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을 촉진; 
vi. 당사자들의 사건 전부 또는 일부 화해를 지원; 
vii.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지시(재판에 채택될 증인 명단, 적절한 

경우 단일 공동전문가의 선임, 주요증거진술서(Affidavits of Evidence in Chief)의 교환 및 
제출과 재판 기일 지정 관련 지시 등)를 내림; 그리고 

viii. 비용제재(costs sanctions) 또는 조건부 제재명령(unless order) 등의 상황에서 법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조치를 시행하거나 지시를 집행함. 
 

타당한 이유 없이 사건관리협의를 연기할 수 없다. 단순히 양 당사자가 사건관리협의의 연기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충분한 연기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손해사정이 수반되는 책임문제에 관해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손해사정협의(Pre-Assessment of 
Damages Conference)가 개최된다. 예비손해사정협의는 사건관리협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필요 시, 수정이 이루어진다. 금액과 관련한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사정심리가 신속히 진행된다.    
  
a) 간이재판 –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여 사건을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경우, 사건관리협의 

판사는 간이재판이나 정식재판을 지시한다. 해당사건의 재판일정은 간소화되고 시간제한이 적용된다. 
증인반대신문에 60 분, 증인 신문 및 재신문에 10 분, 최종변론에 30 분이 부여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건관리협의에서 쟁점이 구체화되고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증인은 명령 제 38호에 따라 주요증거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중간신청의 제한 – 중간신청으로 인하여 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관리협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한다. 일례로 현행 즉결심판절차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의 연속적 진술서 제출로 인하여 중간신청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심리에 반나절이 
소요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약식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당사자들을 위한 보다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하여 신속한 간이재판을 실시하는 “견실한 소송관리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약식재판, 법률상 쟁점에 대한 사안 처분, 증거개시, 문서 및 
질의서 검토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없다.   

 
c) 조정 – 조정은 사건관리협의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존속될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을 활용하는데 동의하거나 법원이 재판 외 분쟁해결 회부가 신속한 분쟁해결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건관리협의에서 취급되는 모든 사건을 가장 적절한 형태의 재판 외 
분쟁해결에 회부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재판 외 분쟁해결 방안으로는 State Court의 주요분쟁해결센터(Primary Dispute 
Resolution Centre)에서의 조정, 주요분쟁해결센터에서의 중립적 평가, 변호사회 중재제도를 통한 
중재 또는 민간 조정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조정 등이 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조정은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식임이 확실하다. 우리는 대체로 법정다툼을 위한 
법무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대신 동일비용을 화해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을 고객에게 
권유한다. 숙련된 조정자의 도움을 통하여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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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조세 인센티브 
 

2015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 예산안 발표에 언급된 이후, 말레이시아 국제 
통상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새로운 조세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습니다: 

ㅇ중점허브육성인센티브 (Incentive for Establishment of Principal Hub) 

ㅇ저개발 지역 인센티브(Incentive for Less Developed Areas) 

ㅇ산업 지역 관리 인센티브 (Incentive for Industrial Area Management)  

ㅇ노동 집약 산업 부분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 삼각한도  

  (Capital Allowance to Increase Automation in Labour Intensive Industries) 

 

중점 허브 육성 인센티브  

 

중점 허브의 정의  

중점 허브 (Principal Hub)는 리스크 관리, 의사 결정, 전략적 비즈니스 
활동, 무역, 금융, 관리, 인사를 비롯한 사업 활동의 주요 기능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위해 현지에 설립된 기업으로, 다시말하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이 지역과 글로벌의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점 허브 인센티브는 2015년 5월 1일부터 기존의 국제 조달 센터 
(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s, "IPC"), 지역 물류 센터 
(Regional Distribution Centers, "RDC"), 운영 본부 (Operational 
Headquarters, "OHQ") 인센티브를 대체하게 됩니다. 2015년 4월 30일 
이후에는 IPC, RDC 혹은 OHQ에 대한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점 허브 인센티브 

중점 허브 인센티브는 Income Tax Act 1967 (소득세법)의 127(3)조에 
따라 제공되며, 국가 투자 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n 
Investment, "NCI")가 승인합니다.  

중점 허브로 승인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3 종류의 법인세율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급수 3 급 2급 1급 

인센티브 기간 (년수) 5 +52 5 +5 5 +5 

법인세율 10% 5% 0% 

그 외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00% 외국인 소유 
 신청 기업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인재 포스트 (expatriate post) 제공 
 신청 기업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외국 기업은 고정 자산 매입 가능 
 현지에서 해당 서비스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외국의 서비스 사용 가능 
 최종 소비자로 전달하기 전, 생산, 재포장, 화물 콘솔 (혼재), 통합을 위해, 

원자재, 부품 혹은 완제품을 자유 산업 지역 (FIZs), 자유 상업 지역 
(FCZs), 허가된 제조 보세 창고 (LMWs), 보세 창고 (bonded 
warehouse)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  

 유연한 외환 관리 

  

                                            
2
인센티브를 받는 기간은 기존의 조건을 준수와 해당 기업이 년간 사업 비용 증대 (base commitment에서 30% 

증가) 및 고부가가치 직업 창출 (base creation에서 20% 증가)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Adeline Wong 
Wong & Partners 
Managing Partner 
Tax Practice Group, Head 
  
Office: (603) 2298- 7880 
E-mail: 
Adeline.Wong@WongPartners.com 
  

Korea Desk  

기소예부장 

Office: (603) 2298 7903 
E-mail: 
Soyeh.Ki@WongPartners.com 

 

mailto:Adeline.Wong@WongPartners.com
mailto:Soyeh.Ki@Wong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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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허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점 허브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총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RM 2.5 million 이상 

 최소 연간 판매 매출액이 RM 300 million 이상 (재화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만 적용됨) 

 말레이시아 외 최소한 3개국에 있는 "네크워크 기업들"3 지원 및 관장: 

o 3급: 최소 3개국 

o 2급: 최소 4개국 

o 1급: 최소 5개국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전략적 서비스를 포함한 세 가지 이상의 유자격 서비스를 수행  

전략적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공유 서비스 

1. 지역 P&L4 / 사업 단위 

관리 

1. 입찰 관리 1. 기업 트레이닝 및 HR 관리 

2. 전략 업무 계획 및 기업 

개발 

2. 재무 및 자금 관리 2. 재무 및 회계 (거래, 내부 

감사) 

3. 기업 재무 자문 서비스 3. 연구 개발 및 혁신 3. 일반 행정 

4. 브랜드 관리 4. 프로젝트 관리 4. IT 서비스 

5. 지식재산권 관리 5. 세일즈 및 마케팅  

6. 고위직급 인재 인수 및 관리 6. 사업 개발  

 7. 기술 지원 및 자문  

 8. 정보 관리 및 처리  

 9. 경제 / 투자 리서치 분석  

 10. 전략적 소싱, 조달 및 

유통 

 

 11. 물류 서비스  

o 3급: 전략서비스 +2; 

o 2급: 지역 P&L +2; 

o 1급: 지역 P&L +2. 

 고용 요건: 

o 3급: 3 개의 핵심 전략 / 관리 직급5을 포함한 15 개의 높은 가치의 일자리6 

o 2급: 4개의 핵심 전략 / 관리 직급을 포함한 30개의 높은 가치의 일자리 

o 1급: 5개의 핵심 전략 / 관리 직급을 포함한 50개의 높은 가치의 일자리 

높은 가치의 일자리들 중 최소한 50%는 3년째 말까지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3 네트워크 기업들 (Network companies) 은 관련된 기업들, 자회사, 지사, 조인트벤쳐, 프랜차이즈, 혹은 신청 기업의 공급선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를 의미함 

4 P&L 관리는 기업의 자원이 어떻게 분배하고, 지역/글로벌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 지출 및 순이익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의 성장과 관련됨 

5높은 가치 일자리에 대한 최소 월 급여는 RM5,000, 전략 / 관리 직급 일자리에 대한 최소 월 급여는 RM25,000 

6 "높은 가치 일자리" 는 보다 높은 그리고 다양한 관리 / 기술 / 프로페셔널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로 정의되며, 관리직,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 IT 숙달 기술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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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사업 지출액: 

o 3급: RM 3 million 

o 2급: RM 5 million 

o 1급: RM 10 million 

 말레이시아의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을 주로 사용 (예, 무역 및 물류 

서비스, 법률 및 중재 서비스, 재무 서비스) 

 말레이시아 및 해외 서비스 / 재화 기반 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법인세 면제 임계 비율은 30:70 

(국내:해외) 

 

중점 허브 인센티브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말레이시아 투자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IPC, RDC 및 OHQ 지위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 

기존의 IPC, RDC 및 OHQ 지위 기업들은 승인받은 기간동안 세금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기업들은 1급 분류의 년간 사업 지출액 및 높은 가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면 5년의 추가 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개발 지역 (Less Developed Areas, "LDA") 인센티브 

 

LDA 인센티브의 목적 

균형잡히고 통합적인 국가의 지역 발전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저개발 지역으로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LDA 인센티브 

LDA 인센티브는 Income Tax Act 1967 (소득세법) 127(3A)조 및 Stamp Act 1949 (인지세법) 

80(1A)조를 근거로 제공됩니다. NCI이 결정한 추천 기업은 재무부에서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LDA 인센티브는 신청 기업들의 유익에 따라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정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 첫번째 해로부터 과세 년도 15년 (5+5+5) 까지 100% 법인세 

면제, 혹은 

 10년간 발생한 유자격 자본 지출 (투자 세금 공제)의 100%에 상응하는 법인세 면제. 투자 세금 

공제는 과세 년도에 발생한 법정 소득 100%를 공제할 수 있으며, 당 해에 사용하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완전히 사용 가능  

기업은 조건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며, 관련된 핵심 성과 지표 (Key Performance Index, 'KPI")를 

달성해야 합니다. 

법인세 면제에 더하여, LDA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조 및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개발을 위해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 혹은 임대시 인지세 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 관련된 기술 자문 / 지원 / 서비스 혹은 로얄티 

지불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관할 정책, 가이드라인, 절차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완제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 수입시 관세 면제  

 관할 정책, 가이드라인, 절차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 분야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비류 수입시 관세 면제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MIDA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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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해당 인센티브는 '경제 성장 강화' 전략의 하나로 분류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업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 해야 합니다: 

o 기존의 기업이 사업 운영 (제조업 영역이나 서비스 영역 중 하나)을 저개발 지역으로 확대, 혹은 
o 새롭게 설립된 기업 

 
 충분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 지역 개발을 이루는 저개발 지역에서의 제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활동 및 관리직, 기술직, 자문직 (MTS 지표)에 현지 고용을 비롯한 재무부의 특정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 지역 관리 (IAM) 인센티브 

 

IAM 인센티브 도입 목적 

말레이시아에서 산업 단지 (Industrial Estates, "IEs")의 적절한 관리 및 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산업 단지 내에서의 관리, 업그레이드, 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IAM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산업 활동7을 수행하는 구역으로 규정된 지역, 즉 산업의 성장을 위해 도로, 전력 및 기타 
공공 서비스와 같은 제반 시설들이 제공되는, 600개 이상의 산업 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제 계획부 (Economic Planning Unit8)의 연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산업 단지의 
개발, 운영, 활용 및 유지 비용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고,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산업 단지 관련하여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산업단지 운영 비용 및 운영 환경의 질 지표를 결정하기 어렵게 합니다. 

해당 연구는 산업 단지의 각각 다른 단계에 대한 관리 과정들로 초기, 개발, 거래, 적용,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제안하며, 산업 단지의 프로젝트 인계가 이루어진 후 유지 관리를 비롯한 통제 및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산업 단지 개발자들은 이슈 발생시 이를 담당하는 곳을 지정하지 
않고 지방 의회로 프로젝트를 이관하고 떠남). IAM 인센티브는 산업 단지 관리 정책의 일부로 발표된 
것입니다. 

 

IAM 인센티브 

IAM 인센티브는 Income Tax (Exemption) (No.11) Order 2006 (소득세 (면제) 명령)에 따라 
제공되며, 기업이 해당 활동을 시작한 날짜로부터 5년간 법정 소득에 대해 100% 세금 면제되고, NCI가 
승인됩니다.  

IAM 인센티브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업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단지는 주 관청에 의해 산업 토지로 관보에 고시되어야 함  
 새로 설립된 기업이건 현지 관청이 지정한 기존의 기업이건 관계없이 신청 기업은 산업 단지의 

관리에 대한 계약서를 보유해야 함 
 신청 기업은 현지 관청이 규정한 기존의 산업 단지에 대한 관리를 수행해야 함 
 신청 기업은 Companies Act 1965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의거 설립되어야 하며, 현지 관청에 

의해 승인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 기업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함 

 

                                            
7 MIDA 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제조업 분야와 프로젝트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금속 (basic metal), (ii) 전기 전자 

(electrical & electronics), (iii) 공학 기술 지원 (engineering support); (iv) 식품 가공 (food processing); (v) 

기계류 및 장비류 (machinery & equipment); (vi) 의료 장비 (medical devices); (vii) 석유 화학 및 고분자 화학 

(petrochemicals and polymer); (viii) 제약 (pharmaceuticals); (ix) 고무 (rubber products); (x) 섬유 의류 

(textiles & apparel); (xi) 우드 기반 (wood based). 

8 http://www.epu.gov.my/c/document_library/get_file?uuid=f98ae2e5-e169-4233-ad6c-8f20ac5c6b71&groupId=283545 

http://www.epu.gov.my/c/document_library/get_file?uuid=f98ae2e5-e169-4233-ad6c-8f20ac5c6b71&groupId=2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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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은 규정된 관리,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 활동들 (아래 표의 관리 서비스 참고)을 산업 단지내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규정된 유자격 서비스들 중 몇몇 (아래 표의 유자격 서비스 참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 서비스 유자격 서비스 
다음의 관리,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 활동들: 
 도로, 길의 조명 시설 및 배수 시스템 
 공공 시설물 
 조경 관리 - 초목 유지 및 관리 
 쓰레기 수거, 운송 및 처리 
 세입자 및 공업 단지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산업 지역의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건물들의 유지 및 보수 
 보안 및 경비 
 관련된 논의 
 공공 시설물의 임대 
 공장 근로자의 기숙사 임대 
 관련된 운송 / 수송 
 환경 관리 
 주된 제반시설 지지체 건설 
 청소 관리 서비스 
 IT 제반시설 
 단지의 세입자 및 근로자를 위한 휴식 및 

레저 지역  
 세입자가 요청한 편의 시설 

추가 조건으로 신청 기업의 연소득의 최소한 70% 이상은 반드시 위의 표 "관리 서비스"에 규정된 의무 

활동에서 파생되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MIDA 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업은 MIDA 에 

신청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 집약 산업 부분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 삼각한도 

 

지동화 인센티브의 도입 목적 

자동화 설비투자 삼각한도는 다음과 같이 제조 분야의 자동화를 위해 제조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활동 참여 

 특히, 노동 집약 산업들의 자동화 채택  

 지동화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동화 인센티브 

자동화 설비투자 삼각한도 계획은 서로 다른 산업들을 타겟으로 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제공됩니다: 

 카테고리 1 - 높은 수준의 노동 집약 산업군 (i.e., 고무 제품, 플라스틱, 우드, 가구 및 섬유)  

 카테고리 2 - 다른 산업군 

카테고리 1에 속하는 기업들은 과세 년도 2015년에서 2017년간 처음 지출되는 RM 4 million에 대해 

200%의 자동화 설비투자 삼각한도가 제공됩니다. 카테고리 2에 속하는 기업들은 과세 년도 2015년에서 

2020년간 처음 지출되는 RM 2 million에 대해 200%의 자동화 설비투자 삼각한도가 제공됩니다.  

 

자동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화 설비투자 삼각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업은 반드시 Companies Act 1965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제조 기업 

 신청 기업은 반드시 현지 관청 및 MITI로부터 유효한 인허가를 취득 

 신청 기업은 반드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최소한 36개월 이상 운영해 온 기업 

 설비투자 자동화 삼각한도와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관련 과세 년도에 발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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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 자동화 삼각한도와 관련된 자동화 장비는 반드시 제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설비투자 자동화 삼각한도와 관련된 자동화 장비는 생산성을 증진시켜야 함, 즉, 노동 시간 감소, 

근로자수 감소, 생산량 증대 

 설비투자 자동화 삼각한도와 관련된 자동화 장비는 반드시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는 기술보다 선진 

기술을 채택한 것이어야 하며 SIRIM에서 확인되어야 함 (생산성 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존의 기계류와 장비류와 유사한 기계와 장비를 2년간 매입하는 것이 허가됨 

 

 

요 약 

많은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ASEAN 지역에 본부를 세우거나, 이동하는 방안을 고려해온 바, 중점 허브 

육성 인센티브는 올 해 기업들이 가장 기다려 온 인센티브들 중 하나입니다. 

기업들에게 중점 허브 인센티브를 제안함으로서, 기업이 이 지역에 있는 관련 법인들을 지원하는 지역 본부 

설립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는 지역 본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는 핵심 위치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자격이 강화된 조건을 보면, 기업들은 반드시 말레이시아에서 높은 가치의 일자리들를 

창출하여야 하고, 핵심 인력을 말레이시아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높은 가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고, 

지식 기반 사회로 발전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의 의지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된 다른 제조업 관련 인센티브들을 볼 때, 제조업은 여전히 핵심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산업으로, 

정부는 국가의 제조업에 지속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가능한 정확히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나,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9여기를 클릭하여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Wong & Partners 에게 있습니다.부분 혹은 전문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Wong & Partners 는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의 말레이시아 멤버 펌입니다. 

  

                                            
9 http://f.datasrvr.com/fr1/815/53886/New_Tax_Incentives_in_Malaysia_English.pdf 

http://f.datasrvr.com/fr1/815/53886/New_Tax_Incentives_in_Malaysia_English.pdf
http://f.datasrvr.com/fr1/815/53886/New_Tax_Incentives_in_Malaysia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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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에서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기업과 단체와 속한 개인들간의 

친목을 도모함. 단체, 개인별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실행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해 유일하고도 공식적인 단체로서 재마 한인상공인 여러분들의 기업차원은 

물론 개인차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체가 지향하는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제반 공

식, 비공식 채널을 통한 협상과 대화의 창구의 역할을 함 

 재마 한인상공인에게 필요한 제반 비즈니스 활동을 돕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 대한민국 정부, 

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관광공사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한국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진출은 물론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말레이시아 기업들과도 다양하고 폭넓

은 관계형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모임과 활동들을 펼쳐 나가도록 함 

 현지정부 및 각종협회/위원회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기업이나 정부기관 방문을 주선하며 

대사관의 각 주정부 방문시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함. 또한, 주재국 통상장관과 코참 및 한국 대사

관이 정기적 미팅을 통해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함 

 세미나주관 및 후원: 회원들의 현지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노동, 세제, 비자,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 또는 후원함 

 아침편지: 매일 아침 “코참 아침 편지’를 통해 전 회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주요 뉴스, 생활 상식, 각

종 정보를 제공함 

 네트워킹 강화: 매년 정기 총회 및 한마음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고다토 이

상배 코참 초대회장 기념골프대회 등을 개최하여 현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의 자리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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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지원 법률 세미나 개최 
 
싱가포르 주재 한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지원 법률 세미나’가 2014 년 11 월 20 일 Park 
Royal on Pickering 호텔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로펌인 Baker & Mckenzie 와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 코참 이현경 회장, 
주 싱가포르대사관 서정하 대사, 베이커 앤드 맥켄지의 웡키엔콩 회장, 찬렝순 변호사, 싱가포르 주재 우리 
기업인 등 약 100 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의 노동 개혁 및 
각종 세금 인센티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우리 
기업인들의 사전 수요를 바탕으로 3 가지 주제를 정해 기업들의 법률 분쟁 해결 사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고용 관련 법률 정보 및 세금 인센티브 현황 등에 대해 현지 법률전문가들이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단체사진 이현경 회장 인사말 
	

⃒2014 년도 제 4,5,6 회 운영위원회 개최 
  

제 4 회 운영위원회 
2014 년 11 월 13 일(목) 
Oasia Restaurant	 

제 5 회 운영위원회 
2015 년 2 월 10 일(화) 

코트라 회의실 

제 6 회 운영위원회 
2015 년 3 월 24 일(화) 

창 레스토랑 

 

 

 



  

KOCHAM Journal 
 

  Page l 20 

코참 포토스토리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2015 신년하례식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에서는 2015 을미해를 맞이하여 1 월 6 일(목) St. Regis Hotel 에서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싱가포르 주재 한국기업인과 교민 등 8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이현경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와 서정하 주싱가포르 대사의 축사, 단체장들의 새해 떡커팅, 카이스트 & NUS 장세진 
경영대 교수의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장세진 교수는 ‘2015 년 경제전망과 불확실성하의 경영전략’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통해 “금년에도 
여전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3%로 예측되고 우리 경제는 3.5%의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노동의 글로벌화 촉진, 생산시설의 자동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라며 “창업 촉진, 서비스 산업 육성 등 고용유발형 투자 및 산업육성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연 후 오찬을 진행하며 새해 따뜻한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신년하례식을 마무리 했다.  
 

이현경 회장 개회사 장세진 교수 강의 서정하 대사 축사 

 

  

떡케익 커팅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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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2015 정기총회 개최 
 
2015 년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정기총회가 4 월 7 일 Alkaff Mansion Ristorante 에서 개최됐다.  
싱가포르 주재 한국기업인과 교민 등 7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리콴유 전총리를 
추모하기 위한 묵념의 시간으로 시작해, 회장 개회사, 공사 축사, 2014 회계연도 사업실적,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5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새롭게 개편된 2015 코참 운영위원조직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정기총회 단체사진 

노인호 코참부회장  
결산, 사업계획(안), 예산(안) 보고 

 
이현경 회장 개회사 

	
  

강윤철 코참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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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 Douglas Foo 회장 및 부회장단 미팅 (2015 년 2 월 26 일(목)) 

SMF 방문: Douglass Foo 신임회장 인사 회장단 미팅 

⃒Hyflux Innovation Centre-회장단 미팅  
코참은 지난 4 월 17 일(금) 하이플럭스 이노베이션센터 Olivia Lum 회장을 예방했다.  이현경 회장은 
Lum 회장이하 임원단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기업과 사업연계 가능성, 우리 청년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채용기회 확대 등의 의견을 나누며 교류했다.	
 

하이플럭스 방문: Olivia Lum 회장 인사 회장단 미팅  

⃒싱가포르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 발족 
코트라는 “싱가포르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 발족식” 4 월 27 일(월) 개퇴했다. 우리 청년의 
싱가포르 진출을 위해 서정하 대사 참관 하에 이현경회장, 코트라 노인호 본부장, 옥타 오명섭 대참, 
KSEA 윤호섭 박사 등 유관기관 업계인사 및 민간전문가와 협력 MOU 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 
인력의 싱가포르 진출을 위해 우리 기업과 한인 단체가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단체사진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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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년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2014 04 

장수갈비 3,000 삼성물산 건설부문 2,500 

하나투어 500 대한항공 2,500 

CJ 그룹 3,000 현대중공업 2,500 

POS-SEA Pte Ltd 1,000 메이팀교역 1,000 

PG 오토모티브 홀딩스 2,500 아시아나항공 2,500 

고려무역 1,500 산업은행 2,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00 외환은행 2,000 

코일텍스틸 500 한진해운 2,500 

신한은행 2,000 한국석유공사 1,000 

대림코퍼레이션 1,000 한맨 인터내셔널 500 

범한판토스 1,000 SK 가스  3,000 

 한국선급 1,000 

2014 05 

삼성전자 3,000 한국타이어 1,000 

현대상선 2,500 현대정유 2,000 

대경 500 에이온 500 

LG 상사 2,500 DB 쉥커  1,000 

팬우드엔지니어링 500 롯데마트  500 

컴속테크놀러지 500 하나은행 2,000 

넥시아컨설팅 500 파이브로지스틱 500 

고려제강 500 아모레퍼시픽       2,000 

향토골 1,000 코리안리재보험 1,000 

대우인터내셔날 2,500 삼성전기 2,500 

대양엔지니어링 500 화천기계 2,000 

두산엔진 1,000 팬오션 2,500 

대한학원 1,000 Gems World Academy  1,000 

2014 06 
삼성화재해상보험 2,500 현대종합상사 1,000 

SK 에너지 3,000 Duane Morris & Selvam LLP 1,000 

코트라 2,000  

2014 07 

오션링마린 500 창 한국식당 1,000 

대우건설 2,000 CCI Logistics Pte Ltd 500 

PMK 상사 500 ACCISE Asia Pacific 500 

Beaucre Singapore 500 리앤김 컨설팅 500 

S Travel 500 재동실업 1,000 

2014 08 티맥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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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2014 09 현대건설 2,500 SK 해운 2,000 

2014 10 

벤트리 500 코차이나 500 

GS 칼텍스 3,000 다이나믹코스모 500 

우리은행 2,000 삼보 E&C 1,500 

한국투자증권 1,000 K.S.M Engineering  500 

Ernst Young Solutions LLP 500 QLICK 1,000 

2014 11 아트페이지 500 에스제이제이 마린 1,000 

2014 12 
현대미포조선 500 JK 종합보험 500

한국도자기 500  

2015 01 
코트라 2,000 삼성 C&T(상사) 2,500 

글로벌텍스프리 500 캐논 1,000 

2015 02 
한국관광공사 2,000 효성 1,500 

흥아해운 1,000 코트라, 싱가포르 수출인큐베이터 500 

2015 03 
AIA Company 500 한국무역협회 3,000 

SpecOG/ APBA 1,000  

 
* 2014 년 회계연도에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과 

친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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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대한항공 한상욱 지점장 귀임 양재필 지점장 부임 

삼성재보험 강신홍 법인장 귀임 최태용 법인장 부임 

삼성전자 김성진 상무 귀임 오세용 상무 부임 

현대상선 최준영 법인장 귀임 성혁제 법인장 부임 

현대정유 오태길 법인장 귀임 임주명 법인장 부임 

현대종합상사 김재우 법인장 귀임 서여재 법인장 부임 

흥아해운 최승혁 법인장 귀임 이종범 법인장 부임 

POS-SEA 이광우 법인장 귀임 지명길 법인장 부임 

PWC 김재헌 회계사 귀임 정기욱 회계사 부임 

한국무역협회 김규식 지부장 귀임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위강순 (WI Kang Soon/ Director) 

대한 무역진흥공사, 싱가포르 수출인큐베이터 
KOTRA, Business Incubation Service(Singapore)  

438 Alexandra Road, #17-02/03 
Alexandra Point, S119958 
Office: (65) 6270-8903/4 
E-mail: Hannahwi@kotra.or.kr 
 

Brian Richards 
SpecOG  
10 Anson Road, #34-01, International 
Plaza  S079903 
Office: (65) 6220-3208 
E-mail: info@specog.com 
 

박방수 (Roy Park/ Director) 

굿힐 코리아센터 
Goodhill (Korea Centre) Pte Ltd 

35 Marsiling Industrial Estate Road 3 
#05-04A S739257 
Office: (65) 6362-3515 
E-mail: LOUIS@KOREACENTRE.NET 

최보성 (Choi Bo Sung/ Managing Director) 

대우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 
Daewoo Securities(Singapore) Pte. Ltd. 

6 Battery Road, #11-01 S049909 
Office: 6671-9844 
E-mail: dwsec@dwsec.com.sg 
  



  

KOCHAM Journal 
 

  Page l 26 

회원사 소식 

 

⃒주소이전 
 
 Woo Rack Shon/ AIA Singapore Pte. Ltd 
  371 Alexandra Road #09‐08 AIA Alexandra Building S159963 

 Arirang Trading Pte Ltd/ 아리랑 트레이딩  
  No.2B.Bury Road S119821 Tel: (65)6273‐5760 

 Hannah Press Singapore/ 한나프레스   
  80 Genting Lane, Rubi Industrial Park, 10‐02 S349565 
  Tel: (65) 6547‐8642 Fax: (65) 6252 5565  

 Korean Air/ 대한항공  
  360 Orchard Road #03‐11/12/13 International Building S238869  

Tel: (65) 6796‐2001 

 Pantos Logistics Singapore/ ㈜  범한판토스 

  HQ/Sea Freight: 7 Changi South Street 2, Xilin Districentre Building C 
  #01‐02(Office) #04‐01(Warehouse) S486415  

Tel: (65) 6546‐0733/ Fax: (65) 6546‐6587 

 SK energy International/ SK 에너지 
  138 Market Street #08‐01&04 Capital Green S048946 

 KSE MARINE WORKS PTE.LTD./ 케에스이 마린 
  7, Soon Lee Street, #04‐42, iSpace. Singapore 627608 

 
 
⃒혜택안내 
 
 SERICEO서비스(경영, 경제 핫이슈, 산업별 동향, 인문학 등 사업창출에 필요한 인터넷 동영상)를 

삼성경제연구소와 파트너쉽을 맺어 제공 (자세한 내용은 를 클릭하여 참조하세요.) 여기
 1. 서비스 방법 : PC 에서 www.sericeo.org 접속 or 모바일 어플 sericeo 앱 다운로드  

 매일 4편의 온라인 신규 콘텐츠 제공(年1.040편) 
 매월 2편의 온라인 세미나 제공 (경영의 脈/인문의 샘) 

 2.		서비스 기간 : 2015 년 5 월 1 일 ~ 2016 년 4 월 30 일 (총 12 개월) 
 3.		서비스제공기준: 회원가입 후 2013 년부터 1 년 이상 회비 납부 사 

 
 이메일로 안내 못 받아보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영수 과장 6220-2220 
 
 기업명부 발간/배포안내: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 내 한국기업 및 한국인이 활동하는 기업의 정보를 담은 2015-
2016 기업명부를 6 월 중에 발간 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관련 주요기관 및 기업체에 배포될 
기업명부에 자사정보를 무료로 게재하여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5 년 5 월 22 일(금) 까지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http://www.korchamsg.org 작성  

 

http://www.sericeo.org/ceoAro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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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소식 
 
⃒코참 사무국 주소이전 안내 
 
7 Temasek Boulevard ,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 
Tel: 6220‐2220/ Fax: 6223‐5850 
 
⃒2015 코참 운영위원 인사동정 안내 
 
부회장단 10 명, 18 개분과위로 개편 
 
 부회장 임명 

대우인터내셔널 강의환 법인장, 창레스토랑 문희찬 대표, 고려무역 윤덕창 대표,  
현대중공업 박무성 법인장, 삼성전자 오세용 상무 
 

 신규분과위원 선임 
법률분과 : 듀엔모리스 김성희 변호사 
의료분과 : 에이온 김지효 박사 
제조분과 : KCC 정재훈 상무 
투자분과 : 대우증권 최보성 법인장 
한류분과 : 아모레퍼시픽 김영수 상무 
체육분과 : 현 태권도 임현 대표 
 

 기존분과위원 교체임명 
무역분과 : 현대종합상사 서여재 법인장 
물류분과 : 아시아나 김광현 지점장 
일반서비스 분과 : 위드어스 오명섭 대표 
홍보분과 : 옐로우싱 박형석 대표 

 
 
 

네팔의 빠른 복구를 기도합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거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들의 고통과 두려움,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하루빨리 네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금후원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내 성금후원:  
Nepalese Consulate in Singapore 
주소 04-11 Peninsula Plaza, 111 North Bridge Road, Singapore 179098  
전화 (+65) 6337 9169   팩스 (+65) 6337 9043    
이메일 nepalconsulatesg@gmail.com 
Check Payable to: NEPAL CONSULATE  

온라인 후원 (상세내용은 각 기관 클릭)
 유니세프  
 월드비젼 
 굿네이버스 
 해피빈기부  

http://www.unicef.or.kr/nepal/?TrackCode=nepal_sem&utm_source=Naver&utm_medium=SEM_PC&utm_campaign=AD&NaPm=ct%3Di9du3tps%7Cci%3D0DC1003s3OHj%5FGO%2D006Y%7Ctr%3Dsa%7Chk%3Deb32a0f2ae5c6979537cf788f4c473fea41d552e&NVKWD=%EC%9C%A0%EB%8B%88%EC%84%B8%ED%94%84+%EB%84%A4%ED%8C%94&NVADKWD=%EC%9C%A0%EB%8B%88%EC%84%B8%ED%94%84%EB%84%A4%ED%8C%94&NVAR=PL&NVADID=1008893858+0DC1003s3OHj%5FGO%2D006Y
http://www.worldvision.or.kr/campaign/2015/nepal.asp?mcode=2893&utm_source=naver&utm_medium=cpm_brand&_CAD=nvbstitle
http://www.goodneighbors.kr/support/campaign/campaignView.gn?top=3&left=2&seq=4727894&curPage=1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DonateSubMain.nhn?thmIsuNo=703&orderType=dontnAmt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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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발행일자

장단 기업방문 및

년 1월 27일(화) 

년 2월 4일(수) 

년 2월 17일(화) 

년 2월 17일(화) 

년 2월 26일(목) 

년 3월 3일(화) 

년 3월 12일(목) 

년 3월 16일(월) 

년 3월 18일(수) 

년 3월 19일(목) 

년 3월 30일(월) 

년 3월 30일(월)

년 3월 31일(화) 

년 4월 1일(수) 

년 4월 2일(목) 

년 4월 16일(목) 

년 4월 28일(화) 

참 주요행사 안내

년 1월 6일(화) 

년 2월 10일(화)

년 3월 24일(화) 

년 4월 7일(화) 

년 4월 27일(월) 

년 5월 1일(금)

년 5월 12일(화)

년 7월24-25일(

년 9월 22일(화)

자 2015년 5월

및 미팅 

 코트라 BI 방문

E1 방문 

 삼성재보험 방문

 삼성중공업 방문

 SMF Dougla

LG전자 방문

 POS-SEA 방

 SCCCI 58주년

 현대중공업 박무

 대우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김

 SK하이닉스 방

 해운분과 회의 

대림산업 홍경선

대우증권 방문

 하이플럭스 Oli

 금융분과 회의

내 

을미년 신년하례
(카이스트&NU

제5회 운영위원

 제6회 운영위원

2015년도 코참

 싱가포르해외취업

삼성경제연구원 S

제1회 운영위원회

금-토) 싱-말 코

제8회 한·싱 저

회원의 밤 개최예

월 8일 

문 

문 

문 

as Foo 신임회장

문  

년 행사 참석 

무성 지사장 미팅

 방문 

김영수 상무 미팅

방문 

선 상무 미팅 

ivia Lum회장 예

례식 및 명사초청강
S 장세진교수)

원회 개최 

원회 개최  

참 정기총회   

확대를 위한 민관협

SERICEO 서비스

회 개최 

참 친선교류회 개

저명인사 초청 자선

예정 

 

 

 

장 예방 

예방 

강연 

의회 발족 

제공시작  

개최 예정 

선골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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