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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상공인 여러분! 한인 가족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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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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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운영위원 소개 COMMITTEE

싱가포르상의
운영위원단 소개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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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운영위원 소개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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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운영위원 소개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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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운영위원 소개  COMMITTEE

New Committee MemberFare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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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코참 신년인사회 및 강연회 

강연자:

Dr Lawrence Wong

Korea Night 2017 :

법률세미나
코참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 기타 세미나 및 워크숍은 추후 공지

2018
코참 신년인사회 및

강연회 

2017 코참 정기총회

장소: Tower Club 62층 

KOCHAM Challenge 2017! 
Charity Golf & Gala Dinner 

장소: Singapore Island 
Country Club (SICC)

2017년 1월 5일(목)

2017년 11월 중 2018년 1월 4일(목) 2017년 5, 7, 9, 11월

2018년 1, 3월 중 (격월)

2017년 4월 6일(목)

11:00-14:00

2017년 9월 7일(목)

코참 행사달력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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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INSIDE KO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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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INSIDE KO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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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사 소개 INSIDE KOCHAM



17

신규회원사 소개INSIDE KO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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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사 소개 INSIDE KO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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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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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봉세종)은 9월6

일 SICC에서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대사 이상덕)과 공

동으로 제9회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관계 및 기업인 등 저

명인사와 각국 주요 대사를 초청해 ‘자선골프 및 만찬과 

상공인의 밤’을 개최했다.

싱가포르 사회를 위한 1부 자선골프 행사에는 140 여 명이 참석했으

며, 2부 만찬 및 상공인의 밤 행사에 봉세종 회장, 이상덕 대사, Dr Lee 

Suan Yew, Dr Lee Boon Yang 회장(전 장관), Ng Jui Ping 전 합참

의장, Lee Bee Wah 국회의원과 각국 주요 대사, 주요 한인단체장, 

한국 및 싱가포르 주요 기업인 약 40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상호 우호증진과 비즈니스를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장애인 후원단체 SPD(Society for the 

Physically Disabled)에 전달했다.

싱

 2016 KOCHAM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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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르-한국국제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시작된 개

막식에서 봉세종 회장은 개회 인사말로 “약 3만 명의 한

인과 많은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싱

가포르 현지 사회를 위한 상공회의소의 자선행사가 한-싱 우호증진

과 발전을 돈독히 하면서 타 민족에 모범을 보이는 명품 자선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상덕 대

사 및 Lee Suan Yew 박사의 축사, Mr Ng Jui Ping(전 합참의장), 노

종현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있었다.

이산요 박사는 명품 행사로 발전한 코참 자선행사가 싱가포르 내의 어

떤 행사보다도 품격이 높고 싱가포르 현지 지역사회를 위하는 것에 감

격하며 한국인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했다.

대사관, 삼성전자, CJ, SJJ Marine, 고려무역 및 Koh Brothers, 한인

회 등 60 여 개사(한국 기업 45여 개사, 싱가포르 기업 15개사)가 후원

했으며, 자선행사를 통한 한국 회사 이미지 제고와 싱가포르 사회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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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회장님의 열정적인 준비로 코참 채리티 골프 및 갈

라디너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 

짝짝짝.!!. 최근에 드물게 비도 오지 않아 18홀 무사히 

다 끝나고 맛있는 음식 / 공연도 많이 즐겼습니다..!! ^^

홋!

유리가락 흥겨운 뱃노래로 

분위기가무르익은 한때 !!

어이야디야 ~

어이야디야~

갈라 디너의 

흥겨운 분위기속에서 싱가포르 

한인간에 우정을 나눈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봉 회장님 코참채리티 골프&디너 성황리에 행사 잘 마

치셨네요.

봉 회장님, 큰 행사 치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곽 회

장님 노젓는 솜씨 좋았고요. 박재용위원님, 최남숙위원

님, 평통 멤버들께서 남여 골프 winner 싹쓸이 하셨네

요. 축하합니다.

봉 회장님 성황리에 코참 채러티 잘 마치신걸 축하 드

립니다. 

봉 회장님, 금번 9회 코참 행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성공리에 모든 행사가 진행되어서 좋았습니

다. ^^

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출장 중이라 참석할 수 

없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대신 참석했구요...제 아들도 

한국학교 합창단으로 참석했습니다.ㅎㅎ 

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고 없이 즐겁고 

멋진 공연과 화려하고 많은 경품까지..

근사한 채러티 이벤트였습니다.

회장님 바쁘신데...아주 좋은 행사 멋지게 하셨습니다. 

봉회장님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분위기도 넘 좋았어요!!

Wanted to thank you and your team for the most 

pleasan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Kocham 

event. I did enjoy the function very much.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on a great Gala 

dinner. I enjoyed it very much.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채러티 행사에 재

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행사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라 회장님께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내신 역량과 노고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코참 행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진당의 성분 및 효능

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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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행사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번 테이블에서 맛있게 식사도 하고 경품으로 쌀도 탔

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행사가 있을 때에 저도 기쁨으로 섬기

겠습니다~

봉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라운드 모두 잘치고,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행복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품

격을 유지하면서 여유로운 행사, 행복한 저녁이었습니

다. 감사합니다.

세련되고 멋진 행사였습니다. 보람된 밤이었습니다. 고

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 회장님 운영위원 및 서국장님께 좋은 행사 만들어 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 화이팅!!

테이블 36번누구시죠? 어제 럭키드로우 상품 다 쓸어갔

어요.., 테이블 상품을 포함 핵심 선물 3개.., 확실히 눈

에 띄는 테이블이었습니다. ㅎㅎ 축하 드립니다.

봉 회장님 이하 행사준비위원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KOCHAM 행사가 싱가포르에서 비중 

있는 이벤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회장님과 국장님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년에 비해 괄목할 만

한 행사 였던거 같습니다. 모두 회장님의  수고 덕분이

다 생각됩니다.

봉회장님,

큰 행사 정말로 잘된 것 축하 드립니다. 직접 챙기시고 서국장님과 팀이 애쓰신 덕분입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 같은데요. 들기름을 조금 더 찬조할 것을...등 아쉬움도 가지며 참석할 기회를 

주신데 회장님, 코참 임원께 감사 드립니다.

10가지로 좋았던 것을 적어 봤습니다. 

1.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청명해서 무사히 골프를 마칠 수 있었고, 진행 속도도 무난해서 좋았다.

2.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진 골프, 갈라디너, 구디백이 좋았다.

3. 진행 봉사 요원들의 접수부터 안내, 진행까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주어 좋았다.

4. 갈라 디너 개회사, 축사 등에서 골프 관련 발언이 적어서 좋았다.

5. 영어로 진행이 되어 초대 된 분들에게 편안한 자리가 된 것 같아 좋았다.

6. NUS 밴드 싱가포리안이 한국 노래를 불러 주어서 좋았다. 선곡도 좋았다.

7. 음식이 깔끔해서 김치가 없었어도 좋았다. (대부분 평이 깔끔했다)

8. 푸짐한 경품과 빠른 진행이 돋보였다. 전혀 지루함이 없었다. 팍 호텔의 깜짝 이벤트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9. 골프 시상이 간소하여 갈라 디너만 초대 된 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서 좋았다.

    (Winner상품을(OB로) Lucky draw로 넘겼는데.. 담에는 그 분에게 전달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배려)

10. 한국 상공인과 싱가포리안이 하나가 되는 좋은 장으로 계속 진화, 발전 되어가야 하는 꼭 필요한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 할 수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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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NUS - MBA 로렌스 웡 교수 강연회도 열려

월 5일 싱가포르 타워클럽에서 ‘2017년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및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2008년 이래로 매년 1월 첫째 주에 개최되고 있는 ‘신년인사회 및 강연회’에는 대한민국의 지상사, 공기업, 대사관, 한인

단체 및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주 싱가포르 대사관 이상덕 대사, 강연자인 NUS MBA 로렌스 웡 교수 

및 한인사회 주요 지도자와 상공인 90여 명이 참석했다.

봉세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생 최고 영양제라 할 수 있는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새해 덕

담을 전하며 “사회에 구조적 난관들이 많지만 단합하여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

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정호승 시인의 <봄길>을 낭송하며 “싱가포르 한인사회에 누군가에게 사랑의 길, 생명의 길, 

희망의 길이 되어주는 봄길 같은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싱가포르상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상덕 대사는 “싱가포르의 성장률도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자신

감을 가지고 준비된 인재인 대한민국의 인적 자산을 세계적으로 활용한다면 불확실성의 해가 미래의 희망을 다지는 해로 바뀔 것

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축사를 전했다.

1

▲ 축사 중인 주 싱가포르 대사관 이상덕 대사. ▲ 개회사 중인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봉세종 회장.

◀ 노종현 한인회 회장, 로렌스 웡 교수,
    이상덕 대사, 봉세종 회장(왼쪽부터)이
    참여한 떡케이크 커팅식.

2017 신년인사회 &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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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및 초청 강연회.

▲ 코참 운영위원 귀임자 감사패 증정. (왼쪽부터) 김선기 상무관, 
    노인호 상근부회장, 봉세종 회장, 이동규 감사.

다음 순서로는 새해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

원하는 의미에서 떡 케이크를 함께 자르며 상

공인의 화합과 발전을 다시 한 번 기원하는 시

간을 가졌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MBA과정 로

렌스 웡 교수의 강연도 진행됐다. 그는 성공적

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변화를 예측해 사

전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상공회의소 운영위원으로 3년여 간 봉사하고 떠

나는 노인호 상근부회장(코트라 본부장)과 이동

규 감사(KEB하나은행 지점장), 김선기 상무관

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에 이어 덕담과 행운권 

추첨으로 뜻 깊은 시간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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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1회 ~ 5회)
제 8 대 상공회의소 1회 운영위원회 및 이상덕 신임 대사 상견례

2016년 5월3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싱가포르에 새로 부임한 이상덕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9월 6일 예정된 ‘제9회 코참 자선골프 대회 및 회원의 밤 2016’ 

행사에 싱가포르에서 기업 활동하는 지상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공헌으로 싱가포르-대

한민국의 우정과 협력관계를 긴 히 하는 뜻 깊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주변국

가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코참 E-뉴스레터를 회원사 뿐 아니라 전체 한인사회에 배포해 한인기업의 소식을 

서로 공유하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하는 상의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싱가

포르 내 기업 정보를 담은 모바일 디렉토리(www.korchamdb.com)를 더욱 홍보하고 활성화 시켜 한-싱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끼쳐 양국 공동 번영의 기회를 높이자고 결의했다.

이상덕 대사는 “해외근무 생활 중 싱가포르처럼 대사관, 지상사 및 교민사회가 조화롭게 소통하고 유익한 

활동을 하는 곳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같이 소통하면서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

사는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모두가 불경기이고 회사가 어렵다

고 하는 이 시점에 서로 지혜를 모아 국익과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기업

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와 우리 기업의 최선

책을 찾아 싱가포르 지상사 및 교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이상덕 신임 대사 상견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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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1일(목) 창 한국식당에서 제 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소식, KOCHAM Challenge(자선행사) 진행사항 보고,

기타(사업실적, 각종 세미나, E뉴스레터 발송안내, 단합대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10월 20일(목) 타워클럽에서 제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소식, KOCHAM Challenge(자선행사) 결과보고, 2017 저명인사초청

신년인사회 안내, 2017-18 코참디렉토리 발간안내 및 기타(E뉴스레터 3호 발송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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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목) 고려무역 회의실에서 제4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신설 논의, 신임 운영위원 소개, 2017 저명인사초청 신년인사회 안내, 

2017-18 코참디렉토리 진행사항 보고, 기타(E뉴스레터 4호 발송안내)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7년 2월 16일(목) Auntie Kim 한국식당에서 제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귀임-부임하는 운영위원단 인사 및 소개, 2017 저명인사초청 신년인사회 결과보고, 

YA2017 회비책정의 건, 기타(정기총회 개최(안), 코참저널 및 주재원생활가이드 발간(안)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4회 운영위원회 개최

제5회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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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7일(월)
타워클럽에서 운영위원단 및 주요인사를 모시고 첫 해피

아워(단합워크숍)를 진행했다. 

이날 부회장으로 수고해 준 박무성 현대중공업 법인장의 

한국귀임으로 인사의 시간을 가지고 정치, 운동, 미식 등 

다채로운 주제로 네트워킹하며 다른 스킬과 시각을 가진 

운영위원단과 교류를 통해 단합을 높였다. 

2017년 2월 10일(금)
타워클럽에서 2차로 있었던 해피아워 모임에서 감사로 수고해 준 이동규 KEB하나은행 지점장이 

한국귀임으로 인사의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한국에서 온 인하대학교 김지훈 교수와 싱가포르 문화, 

정치, 사회 등 현지실정을 나누며 우리가 지양할 점과 발전시켜 나갈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건배하며 마무리 했다. 

코참운영위원단 해피아워 (단합워크숍)

코참운영위원단 해피아워 (단합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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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2일
한국국제학교와 한인사회단체장 미팅.  

2016년 4월 15일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by 법률분과 김성희 위원장.

2016년 4월 12일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계자 모임 

(재외선거관리위원장-봉세종코참회장)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에서 전

체 15만 4,217명 재외유원자 중 6만 

3,797명이 참여해 41.4% 전체투표율을 

보였고 특히 싱가포르는 2,324명 선거인

수에 1,435명 투표자로 62%에 육박하는 

투표율로 재외공관의 모범으로 손꼽힘.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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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5일
서정하 주 싱가포르 전 대사

(현 제주평화연구원장) 한국귀임 환송회.

2016년 4월 21일
해외항만물류회장단 접견 및 간담회.

2016년 4월 26일
Clyde&Co 업무협약 미팅.

2016년 5월 03일
회원사 방문 - 난타 BBQ

오른쪽 첫번째가 김진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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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4일
광주지역 유망기업수출및 업무협력 MOU

체결 (가운데 -봉세종 코참회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2016년 6월 03일
회원사 방문 - CJ Group 

(왼쪽부터) 김원상 CJ동남아지역본부 상

무, 이준 CJ대한통운 상무, 이동규 KEB하

나은행 지점장, 정영수 코참 명예회장, 봉

세종 코참 회장, 김선기 상무관.

 

2016년 6월 16일
STF(Singapore Taekwondo 

Federation)방문 Chairman Milan Kwee

를 만나 KOCHAM과 STF상호협력방안과 

KOCHAM Charity 참여 확인.

2016년 6월 09일
회원사 방문 - KEB하나은행

(왼쪽부터) 허남혁 KEB하나은행, 이현

경 코참 고문, 이동규 KEB하나은행 지점

장, 봉세종 코참 회장, 박무성 현대중공

업 법인장.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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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코참 & SBF(싱가포르전경련) 회장단 상호 협력 간담회 개최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봉세종)와 싱가포르 경제인 총연합회(SBF, 회장 Teo Siong Seng)가 지난 5월 9일 

‘상호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봉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발전과 경제인의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포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SBF 회장은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란 질문에 봉 회장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확

대되기는 쉽지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돈독한 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양국의 경제인들이 협력해 과실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더 큰 성장과 협력을 가져오는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2016 Budget 에서 발표한 대로 싱가포르 기업의 세계화를 모티브로 정부 지원이 있다”며 “이를 잘 협력해 

한국과 싱가포르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모색한다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BF 회장의 회사 역시 한국 기업의 IT시스템을 도입해 엔지니어링, IT, 미디어 및 F&B 등 몇몇 분야에서 한국의 젊은 인력이 높

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상공회의소 및 KOTRA와 협력해 한국의 인재들이 싱가포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적 교류의 

기회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BF의 2만 2천여 회원사 중 외국계 기업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싱가포르 내 기업 활동뿐 아니라, 오는 9월 6일에 

개최 될 ‘코참 자선행사’와 같은 사회적 활동이 필수”라며, “경제인들이 앞장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

정과 협력관계를 긴 히 하고, 양국 공동 번영의 기회도 살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른쪽부터) SBF Ho Meng Kit 최고경영자, Teo Siong Seng 회장, 코참 봉세종 회장, 윤덕창 수석부회장,

이동규 감사, 노인호 상근부회장, 김준성 코트라 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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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9일

싱가포르 한국 유기농 농장(G’Farm) 워크숍
싱가포르 유일의 한국 유기농 농장에서 한국품종농작물(들깨, 열무, 쌀 등)재배방법을 배우고 바비큐와 함께 재배

한 채소를 먹고 보고 즐기며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꾀하는 도시생활 속 힐링시간을 

코참 주최로 개최. (바비큐 고기 후원: 향토골)  

2016년 7월 13일
JCCI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ingapore) 간담회
-싱가포르일본상의 Kentaro Nagao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방안 모색. 

2016년 7월 20일
한-아세안센터투자조사단 간담회.

2016년 7월 26일
회원사 방문 - 대한항공 

(왼쪽부터) 양재필 대한항공 지점장, 

봉세종 코참 회장.

June /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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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8일
한국선급 싱가포르 기술 세미나 및 연례 리셉션 개최- 선급 전문

가 등 150여 명 참석하여 해양학술, 기술정보 등 공유함.

(왼쪽부터) KR 전무, 이형철 선급 해외 영업본부장, 곽명재 민주

평통 지회장, 봉세종 코참 회장, 이상덕 대사 내외, 박범식 회장 내

외, 노종현 한인회 회장 내외, 김성철 선급 아태지역본부장.

2016년 8월 1일
회원사 방문 - 아모레퍼시픽

(왼쪽부터) 이동규 KEB하나은행 지점장, 나정균 아모레퍼시픽 상무, 

봉세종 코참 회장, 아모레퍼시픽 김동섭, 곽영호 님.

August 2016

2016년 8월 11일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상대회 설명회
재외동포재단에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세계한상대회(회장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설명회를 타워클럽에서 개최.

세부 프로그램으로 인턴채용 프로그램 (한상 & 청년, Go Together)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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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1일

고려무역
Korean Food Fair 2016 개최
플라자싱가푸라에서 진행한 2016 한국 식품전은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규 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

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냄.

 

2016년 10월 10일
회원사 방문 - 한국관광공사

(오른쪽에서 두번째) 윤승환 지사장.

2016년 10월 14일
회원사 방문 - 김씨네 한국식당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명애 대표님.

 

2016년 10월 05일
자선행사 후원단체인 SPD(싱가포르장애인협회)에 

행사 후 후원금 전달.

September /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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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7일
재외선거간담회 개최

- 선관위, 재외선거 개선방향 청취를 위

한 싱가포르 단체장 및 언론과의 간담회 

가져. 

2016년 12월 01일
2016년 한국 전통주 홍보행사 개최 한

국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요

창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

재수)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aT, 사장 여인홍)가 주관하는 

“2016 한국 전통주 홍보행사”가 12월 

1일 싱가포르 파크로얄 호텔에서 개최.

2016년 10월 31일
회원사 방문 - Korchina Logistics

(왼쪽에서 두번째) 이승혁 지사장.

2016년 11월 01일
산업은행(KDB) 싱가포르지점 이전식

(오른쪽부터) 김보현 산업은행 싱가포

르지점 지사장, 봉세종 코참 회장, 산

업은행 이대현 수석부행장, 이상덕 대

사, 노종현 한인회 회장, 노인호 코트

라 본부장.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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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0일
지난 2월 10일(금)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졸업식이 진

행됨. 싱가포르상의에서는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장상’을 

초, 중, 고 우수 학생 각 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 앞날

의 번영을 기원함.

2017년 1월 13일
싱가포르대사관, 영사민원실의‘미디어사랑방’

재단장 개관식 참석.

2017년 1월 30일
아시아한인회장/
한상 임원회의 개최
지난 1월 10일에서 13일 3일간  태국 방콕에서 

3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한인회장/한상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11일 회의에서 각국정보공유를 통해 양적성장

에서 질적성장으로 발전적 변화필요성 및 임

원들의 동포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정신과 행

동실천이 필요함을 모두 통감하며 적극 지원

을 요청하며 마무리 했다.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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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5일
고려무역 윤덕창 대표가 제44회 상공인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싱가포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상공회의소와 한

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한국제품을 싱가포르에 소개하며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였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인의 입맛도 사로

잡으며 한류에 큰 도움을 준 공로로 표창됨.

March 2017

2017년 3월 20일

2017년 정세균 국회의장 주최 싱가포르 동포 간담회 및 만찬 행사
지난 3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현지 교민 및 진출 기업 만찬 간담회를 Shangri-la 호텔에서 개최했다.

정세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부터 권위주의, 정경유착 탈출하여 새로운 국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

다. 우리경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사회인데 지난 1년여간 외교 부재로 이번에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국회가 공

백을 메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싱가포르-말레시아 고속철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인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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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7

봉세종 코참 회장은 건배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존의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여 사물끼리도 소통하는 사물인터넷으로 사물

끼리도 소통할수 있는데, 우리와 우리나라는 대화와 소통이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고 전했다. 외국에 살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우리나라가 잘되어야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다며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성원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하며 우리모

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건배제의를 했다. 참석한 지상사 및 동포 분의 많은 건설적인 제안과 싱가포르 현황설명에 공감하며 정세균 

의장은 좋은 건설적인 의견에 감사하며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봉세종 상공회의소회장의 건배사.

▲ 조훈현 바둑 국수(국회의원)와 코참 회장.

◀ 봉세종 코참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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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1일 기준

2016-17 회비납부INSIDE KOCHAM

YA 2016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 YA 2016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과 친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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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사 소 식 INSIDE KOCHAM

회원사 주소이전

p81. Kiswire Singapore LTD / 고려제강㈜ *이메일 정정 : charleslee@kiswire.com

코참E뉴스레터는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에서 격월 첫째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메일 뉴스레터 

입니다. 회원사가 꼭 알리고 싶은 사안(공익성), 경제동향, 유익한 정보 및 인사동정 등 관련자료를 

info@korchamsg.org 로 보내주시고 코참E뉴스레터 아직 못 받아 보고 있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등록하겠습니다. 알찬정보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18 디렉토리 수정사항

코참E뉴스레터 발송안내

Coiltech Steel Pte Ltd 코일텍스틸
Ecotech@Sunview No.1 Sunview Road #05-11 Singapore 627615

GLM Marine & Offshore Pte Ltd 지엘엠 엔지니어링㈜
1 Sunview Road #03-36 Eco-Tech@Sunview Singapore 627615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현대중공업주식회사
5 Temasek Boulevard #04-02 Suntec Tower Five Singapore 038985

KNOC Trading Singapore Pte Ltd 한국석유공사
160 Robinson Road #26-11 SBF Center Singapore 068914 

The Korea Development Bank Singapore Branch 한국산업은행
138 Market Street #35-02/03 CapitaGreen Singapore 048946 (Tel 6320-7400 / Fax 6320-7413)

KISWIRE SINGAPORE LTD 고려제강㈜
35 Marsiling Industrial Estate Road 3 #05-05 Singapore 739257

KOREAN REGISTER OF SHIPPING ASIA-PACIFIC HQ(SINGAPORE) 한국선급 아태지역본부(싱가포르)
9 Raffles Place #16-20 Republic Plaza II Singapore 048619

Koryo Trading Pte Ltd 고려무역
4 Toh Tuck Link Koryo B/D #04-00 Singapore 596226 (Tel 6268-8846)

Koryo Mart Pte Ltd 고려마트 
4 Toh Tuck Link Koryo B/D #04-00 Singapore 596226 (Tel 6462-5331 / Fax 6268-7481)

Samsung C&T Corporation 삼성물산 건설부문
3 Church Street #11-01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Samsung C & T Singapore Pte Ltd (Trading & Project Division) 삼성물산 상사부문
3 Church Street #21-04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Samsung Reinsurance Pte. Ltd.  삼성재보험주식회사
3 Church Street #23-03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Tel 6645-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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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인사동정

INSIDE KOCHAM 회 원 사 소 식

대우증권(구) → 미래에셋대우 Mirae Asset Securities (Singapore) Pte. Ltd. 

현대로지스틱스(구) → 롯데글로벌로지스 LOTTE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

사명변경

모바일 기업명부(디렉토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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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Calendar

해외전시회정보 목록
Inside Singapore

2017-02-02

2017-02-23

2017-03-10

2017-03-15

2017-03-16

2017-03-16

2017-03-16

2017-03-21

2017-03-21

2017-03-29

2017-04-04

2017-04-04

2017-04-04

2017-04-06

2017-04-07

2017-04-18

2017-04-19

2017-04-25

2017-04-25

2017-04-25

2017-04-25

2017-05-16

2017-05-18

2017-05-23

2017-05-23

2017-05-23

2017-02-02

2017-02-25

2017-03-13

2017-03-17

2017-03-18

2017-03-18

2017-03-18

2017-03-23

2017-03-23

2017-03-30

2017-04-07

2017-04-06

2017-04-07

2017-04-09

2017-04-09

2017-04-20

2017-04-20

2017-04-27

2017-04-27

2017-04-27

2017-04-27

2017-05-18

2017-05-20

2017-05-25

2017-05-25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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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정보 목록
전시회 CalendarInside Singapore

2017-05-26

2017-06-01

2017-06-07

2017-07-05

2017-07-06

2017-07-18

2017-07-19

2017-07-26

2017-07-26

2017-07-26

2017-07-26

2017-09-05

2017-09-13

2017-09-27

2017-10-12

2017-10-31

2017-11-01

2017-11-01

2017-11-01

2017-11-01

2017-11-09

2017-05-28

2017-06-30

2017-06-08

2017-07-07

2017-07-09

2017-07-20

2017-07-21

2017-07-28

2017-07-28

2017-07-28

2017-07-28

2017-09-06

2017-09-15

2017-09-29

2017-10-14

2017-11-02

2017-11-30

2017-11-30

2017-11-30

2017-11-30

2017-11-11



50

투자지식 유용한 정보

싱가포르 회계기준 변경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도입 개요

최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9 (금융상품), IFRS 

15 (수익인식), IFRS 16 (리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2016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

하라고 알렸습니다. 동기준서는 대표적으로 개정기준서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기업

에서도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자문을 통해 관련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계적 효과는 비단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적인 요소는 물론 세무적

인 효과까지 함께 분석되어야 하는 바,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국

제회계기준의 도입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에 따른 분석 및 적

용을 준비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 로드맵

아래의 도시화된 Time table에 따라 싱가포르의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초적용시점의 비교기간(2017년, 단 리스기준서는 2018년)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에 대부분의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분석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각 기준서에 대한 요약

수익인식 기준서

2014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수익

의 원천이 된 거래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의 기준서인 IFRS 15가 적용되며, 이 기준서에 따라 5단계 

접근법으로 수익인식의 시기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위 단계중 기존 기준서와의 큰 차이점은 이행의무의 식별에 있어서 우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독

자적으로 고객에게 효익을 줄 수 있다거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이 다른 약속과 별개로 식별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행의무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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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계약상 거래가격이 특정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액인 경우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수령자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인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위험과 보

상의 이전여부’에 따라 인식하였다면, 새로운 기준에서는 ‘통제의 이전여부’로 수익인식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중요할 것인데, 이러한 가늠자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효과여부를 심도있게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통신, 소프트웨어, 부동산, 건설업, 방위산업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기준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른 회계기준 정비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손상 및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서인 IFRS9은 기존의 금융상품기준서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신용손실 인식시점의 지연, 수익비용인식의 불일치, 손상사

건 객관성 부족, 최초측정 기준과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분류기준 변경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사업모형 (금융상품의 보유목적)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원금과 이자의 구성)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가 결정됩니다. 

이로 인하여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이러한 분류의 변경은 이후에 설명될 기대손실의 적용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용한 정보 투자지식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에 다수의 재화 또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 고객과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 해당한다.

⊙ 거래의 대가 중 일정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가능 계약이다.

⊙ 수익이 라이선스 또는 로열티 계약에서 발생한다.

⊙ 계약획득을 위하여 원가가 발생한다.

⊙ 계약이 주기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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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인식기준의 변경

IFRS 9의 도입 효과 중 가장 중요한 변경 중에 하나로기존 IAS39 기준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에 근거하여 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

거(Objective evidence)가 있는 경우만 부실 여신 및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여 충당금을 반영했으나, IFRS9에서는 ⅰ)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을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을 항상 인식하여야 하며, ⅱ)매 보고 기간 말 신용위험의 변동을 갱신/반영해야 합니다. 즉 손상의 원칙이 

과거의 발생손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손실이기 때문에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기간에 대손경험이 없는 업체의 경우, 기존의 기준서에는 대손인식을 하지 않았으나, 신 기준서에 

따르면 향후에 신용등급 등 기타 전망자료를 고려하여 대손가능성이 있다면 과거 경험률과 무관하여 대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새로운 금융상품기준서의 도입으로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조기 기대손실의 반영으로 금융관련 회사와 같이 신용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회사

는 일시적으로 충당금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는 주로 금융기관 및 파생상품을 가진 기업은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스기준서

장기간의 논의끝에 지난 2016년 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새 리스기준서인 IFRS16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리스기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리

스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리스가 재무제표에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해 온 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산과 부채

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 위원회는 새 리스기준서가 모든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에 관련 리스자산/부채를 표시하도록 하

여 재무상태를 보다 투명하게 보여 주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2개월 이내의 단기리스나 USD 5000이하의 저가리스계약의 경우에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계약기간에 걸쳐 정액법 

등 그 밖의 체계적인 기준으로 관련 리스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관련자산을 이용

할 수 있는 기간동안 사용권자산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게 됩니다. 주도 동 기준서는 해운업 및 

항공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화주업체가 선박을 장기간 리스하는 경우에도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소개한 3개의 기준서외에도 특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기준서가 후속적으로 제정 혹은 개정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도입됨

에 따라 한국에 본사를 둔 싱가포르 진출기업은 동 변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혹은 본사와 지속적인 교신을 통해 도입효과를 분석

하고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지식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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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세무지식

2017년 싱가포르 정부예산 
지난 2월 20일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 주재로 발표된 2017년 정부예산은 미래를 위한 준비(Prepares us 

for the future economy and supports businesses), 고용 안정(Sustains employment and helps 

workers thrive), 사회 통합(Builds an inclusive society and strengthens our community), 환경 보

호(Protects our environment), 건전한 재정 확보(Ensures fiscal sustainability)라는 5가지 가치를 

토대로 발간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이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

제인 싱가포르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였으며, 기업과 개인의 재정적 부담

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 노력한 결과를 이번 정부 예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루는 것은 지면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비교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세액감면 제도

2016년도에는 총납부세액의 50%와SGD 25,000 중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총납부세액의 20%와 SGD 10,000 중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허용하게 됩니다. 표면적

으로는 단계적인 세액공제 축소이지만, 정부는 법인세 세액감면제도를 대신할 다른 종류의 세제혜택

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최근 구글과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회사들이 조세조약과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전체 이익의 

많은 부분을 저세율 국가로 옮기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BEPS의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조약 등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BEPS의 준수에 많은 신경

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BEPS프로젝트의 최소 이행 과제로 제시된 4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국가별 보고서)

2. Enhancing dispute resolution (효과적 분쟁 해결)

3.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 (유해조세 방지)

4. Preventing treaty abuse (조약 남용방지)

싱가포르는 상기 최소 이행 과제로 제시된 4개의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과제를 실행하였습

니다.

1. 2017년 1월 12일 Transfer Pricing Guideline의 전면개정

2. 다수의 국가들과 자동정보 교환협정 체결

3. 법인세 신고 서식에 Related party transaction 양식 추가

4. CbCR 도입

지적재산권 개발 incentive 제도 도입

최근 전세계적으로 영국의 Patent Box, 네덜란드의 innovation box regime과 같이 IT 업체들을 국내

로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도 전세계적인 흐름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여 지적재산권 개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Pioneer incen-

tive 및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와 같이 지적재산권 관련 세제혜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발표된 제도는 기존의 세제혜택들을 대체함과 동시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주관

하는 경제개발청(EDB)은 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늦어도 이번 5월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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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Sharing Agreement에 대한 Safe Harbour Rule 도입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격 연구개발비 지출 비용의 세부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않고도 지출 비용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장려하여 잠재적 GDP 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

한 내용을 늦어도 이번 5월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구조화 상품 비용에 대한 원천세 면제

금융섹터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구조화 상품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제도를 2021년 3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Finance and Treasury Centre 제도 손질

해당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의 Finance and Treasury Centre기능을 싱가포르로 유인하기 위하여Qualifying counterparty require-

ment의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홍콩도 기도입한 제도로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Reginal Headquarter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홍콩과의 경쟁을 위해 작년에 이 제도의 적용세율을 8%로 낮춘 바 있으며, 좀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올해

에도 일부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Project and Infrastructure Finance에 대한 Tax incentive

싱가포르 국내에서의 Project and Infrastructure Finance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Global Trader Programme의 개정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를 Trading herb로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적격 trading에 대하여는 5% 혹은 10%의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

하는 제도로서, 해당 기관인 IE Singapore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와 작년의 대략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ircraft Leasing Scheme(ALS) 조정

싱가포르를 비행기 리스 산업의 허브로 구축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5% 혹은 

10%의 저율과세를 8% 단일세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qualifying ancillary activity 범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지식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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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세 세액공제 

2016년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총납부세액의 20%와 SGD 500 중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Carbon tax 도입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톤당 10불~20불의 carbon tax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정부

는 청정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iesel tax 도입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 반해, 디젤유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lump sum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

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젤 소비를 억제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automotive diesel, industrial diesel 및 biodiesel에 대해 리터당 SGD 0.1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dditional Registration Fee for motorcycle

오토바이에 대한 세율이 기존 15%의 단일세율에서 15%에서 100%의 구간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2017년 싱가포르 정부예산안 중 한국 기업들에게 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예산

은 단순히 세법 개정안이 아닌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 싱가포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함과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향후 싱가포르 경제를 

이끌어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고용 안정(Sustains employment and helps workers thrive), 사회 통합(Builds an 

inclusive society and strengthens our community)의 가치는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로컬 싱가포르인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절실

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매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 예산안과 싱가포르 예산안을 비교해 보는 것도 각국 경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키우

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의 세입 항목 중 투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싱가포르가 한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바, 이에 대하

여는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세입 원천이 기존 세수에 집중되면 될 수록 조세저항이 극심해지는 바, 정부 세입 

원천의 다양화를 꾀해야만 한국 정부의 재정수지가 좋아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위에서 언급된 사항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전체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도 회사의 risk 파악 및 전략 수립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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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의 복수 의결권 주식

소개 

싱가포르 주식 거래소는 기업의 복수 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허가 하려고 한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상

장 자문 위원회가 발행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경영구조 보호장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복수 의

결권 주식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회사법 개정본(Cap 50, Rev Ed 2006) 내

의 회사법 64A에서도 (싱가포르에서는) 상장 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가하고 있다. 

복수 의결권 주식 제도에 하에 기업들은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첫번째 종류는 현재 싱

가포르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식 한 개당 투표권 하나인 주식(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이다. 두번째는 주

식 한 개당 복수의 투표권이 있는 주식(복수 의결권 주식)이며, 이러한 복수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

식은 주주(대개 창업주나 기업의 핵심 구성원)에게 보유 주식수보다 더 많은 투표권 혹은 기타의 관련

된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장점

복수 의결권 주식의 지지자들은 핵심 주주들이 기업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고수할 수 있는 동시에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다른 주주들로부터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수많은 주주들

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기업에게 잘 적용될 수 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또 다른 장점은, 기업의 성

장을 위해 주식을 상장(IPO)하고 싶지만, 기업 지배권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가족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도입은, 싱가포르의 주식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5년 싱가포르 주식 공개(IPO) 시장의 경우, 총 13개의 주식공개만이 진행되었고, 결국 총 S$430 

million을 유치하는 데에 그쳤으며 이는 17년만의 최저치였다. 

싱가포르의 복수 의결권 주식 제도의 또 다른 목표는, 싱가포르 거래소가 주식상장 시장의 허브로써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싱가포르의 자본시장을 더욱 다양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싱가포르 거래소는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을 상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수 의결권 주식을 허가하지 않아서, 이 기회를 뉴욕 거래소에 

빼앗긴 적이 있다. 홍콩거래소도 비슷한 이유로 알리바바의 기업공개를 놓쳤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거래소는 앞으로 다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 또는 알리바바와 같

은 거대 기업의 상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수 의결권 주식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이는 또한 경쟁자이기도 한 홍콩거래소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홍콩거래소

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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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의결권 주식을 반대하는 의견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지만, 반대로 복수 의결권 주식은 기업구조의 원칙에 위배되며, 투자자와 주주의 권리를 해친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진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입지가 굳건한 지배주주들은, 그 입지를 바탕으로 해고의 위험과 간섭으로부터 자유

로워진다. 그런데 복수 의결권 주식은,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일반 주주 들 중 주주지배들의 권리를 약화 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복수 의결권 주식의 허가가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유명하고 국제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오히

려 미심쩍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투자자들에게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S-Chip 스캔들이라는 중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상장하

기 위해 매출을 조작한 사례도 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거대하고 유명한 기업들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선호한다는 전제에도 의의를 제기한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찬성론자들은 구

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을 예로 들지만, 복수 의결권 주식을 채택하지 않은 아마존이나 애플 등은 거론하지 않는다. 

상업적 필요성과 기업구조의 균형

몇몇 기업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선호한다는 점은 자명하나, 핵심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과 그 핵심 구성원들이 견제받지 않는 통제권을 부여받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복수 의결권 주식 구조는, 내부 감사와 균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종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

다. 특히, 상장 자문 위원회는 복수 의결권 주식의 투표권 비율을 최대 10 대 1로 제한하고,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제

시한 기업지배 규정(Code of Corporate Governance)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이 싱가포르 시장에 소개된다 하더라도 상장사가 복수 의결권 주식을 선택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주식 하나 당 투

표권 하나의 구조가 싱가포르 거래소의 기본 상장구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정착의 목표를 위한, 싱가포르 거래소의 첫번

째 과제는, 복수 의결권 주식이 야기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탄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상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 상황을 염두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법적 자문으로 간주하거나 이와 유사

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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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거래 조건서(term sheet)는 언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가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거래의 양 당사자들은 계약의 주요 항목들을 기록하고 정식계약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

건서(term sheet)를 체결한다. 이러한 문서는 흔히 “의향서(letter of intent)” 혹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 일컫는

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정식 계약 이행에 불응할 경우 해당 주요 거래 조건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만약 법적구속력

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방 거래 당사자는 계약파기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적절한 예시를 통해, 주요 거래 조건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싱가포르 내에서 적용되는 법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시

국제 중재건과 관련하여, 그 항소인은 운송회사와 투자 지주회사이다. 그리고, 피항소인은 항소인들이 선박 두척을 소유하게 되는 공동 벤처 사업 

투자 계약과 관련하여, 항소인들과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양측은 투자금액에 따라 주주지분이 달라지는 상황이 명시된 “공동 벤처사업 주요 

거래 조건서(Joint Venture Term Sheet)”를 체결했다.

해당 주요 거래 조건서에 따르면, “그 법적인 효력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양측의 투자 자금조달 확보, 양측 이사회/주주의 승인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동 벤처 사업 계약이 진행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차후에 피항소인은, 항소인들이 은행으로부터 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주요 거래 조건서를 파

기하였다. 이에 항소인들은 주요 거래 조건서가 법적효력이 있으며, 그에 따라 공동 벤처 사업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근거하여 

피항소인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에서 거래위반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다. 

적용된 계약법 원칙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에서의 주요 쟁점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 있었기는 하지만, 거래 당사자 양측이 실제로 주요 거래 조건서가 법

적 구속력이 있는 벤처 사업 계약으로 간주한 의향이 있는지 여부였다.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먼저 싱가포르 항소 법원에서 판결한 Singapore Court of Appeal in Zurich Insurance (Singapore) Pte Ltd v B-Gold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Pte LTd [2008] 3 SLR(R) 1029 건에 적용된 원칙을 고려하였다. 해당 원칙은, 양측의 주관적인 의향은 고려되지 

않아야 하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양측이 서로 법적관계를 성립하려 의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 고등법원

의 Jewellery Industries (S) Pte Ltd v Sintat Rent-a-Car Pte Ltd [1993] 1 SLR(R) 744 와 Cendekia Candranegara Tjiang v Yin Kum Choy 

and others [2002] 2 SLR(R) 283 판결에서는, 합의서에 차후에 주요 항목(material terms)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해당 material terms

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지 “동의를 위한  동의”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판결한 Climax Manufacturing Co. Ltd v Colles Paragon Converters (S) Pte Ltd [1998] 3 SLR(R) 

540 and The “Rainbow Spring” [2003] 3 SLR(R) 362 도 감안하였다. 해당 판결에서 언급된 법에 따르면, 아직 합의하지 않은 조항이 있더라

도, 필요한 주요 조항들이 동의되었다면 법적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59

유용한 정보 경제동향

판결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본건의 주요 거래 조건서는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있는 벤처사업계약은 아니지만,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확보

되고 몇가지 조건이 성립 되었다면 벤처사업을 진행하기로 동의한,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서라 판단하였다. 이는 아직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앞서 말한 상황들에 따라 벤처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항소인들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점, 해외 위탁 업무가 쇠퇴한 점, 그리고 선박 전

달이 늦춰진 점을 미루어보아 피항소인이 거래를 파기할 권리가 있었고, 피항소인은 주요 거래 조건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결론

주요거래조건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만약 그 법적효력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동의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어디까지/어느 만큼이나 합의를 했느냐가 그 관건이다. 모든 판결에 있어서 싱가포르 법원이나 싱가포르 국제 중재소는 객관

적인 시각으로 증거를 검토하여, 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효력이) 명시된 조항 자체로는 양측의 

법적 효력 달성의 의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소나 중재소가 양측이 계약의 material terms에 결론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로 체

택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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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17/18년도 예산안
- 전년 대비 5.2% 증가한 S$750억 규모의 예산안

- 주요 키워드는 ‘혁신’과 ‘생산성’

□ 싱가포르, 2017/18년도 예산안 발표 
○ 2월 20일, 재무부장관 Heng Swee Keat이 2017/18년도 예산안 계획을 발표하고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 국회 토론을 거친 후 3월 16일, 싱가포르 Tony Tan 대통령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림

    - 이번 예산안은 크게 ‘혁신적이고 연계성 있는 경제’ 및 ‘배려있고 포괄적인 사회’ 

       등 2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글에서는 경제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룸

□ 변화 관리 (Managing the Transition)

○ 산업 분야별로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각 분

야별로 겪고 있는 특정 이슈에 맞춘 타겟화된 전략 필요 

○ 해양업 및 가공업 부문 외국인 고용부담금(levy) 인상 연기 

    - 건설업 WP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부담금(levy), 예정대로 인상 진행. 7월 1일부로 일반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부담금(levy) 기존 S$650에서 S$700으로 인상

    - 해양업 및 가공업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존 예정되어 있던 인상 연기

    - 기타 부문 및 SP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부담금(levy)은 변경사항 없음

             주^: 이번 예산안에서 수정된 사항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자료원: MOF

경제동향 유용한 정보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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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FY2017년과 FY2018년, 2년간 주민센터, 스포츠시설 등 공공부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S$7억 투자

    - 하지만 건설 생산성 향상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고용부담금(levy)은 2015년 사전 발표된 대로 인상 진행  

○ “적응 및 성장(Adapt and Grow)” 프로그램 강화

    - 작년에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 발표한 “적응 및 성장(Adapt and Grow)”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근로자들 특히, 다른 업계로 옮기고자 하는 근로자들 지원

    - Career Support Programme,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 Work Trial Programme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임금 및 

       트레이닝 지원 강화

    - 산업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아직 고용을 진행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Attach and Train 프로그램 신규 도입.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업계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해 향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이 

       성장하여 고용 니즈가 증가할 때 필요 인력 채용을 용이하게 함

    -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Lifelong Learning Endowment Fund 및 Skills Development Fund에 S$2천6백만 추가 지급

  ○ 기업 지원 정책 유지 

    - 과도기를 겪고 리포지셔닝을하면서 운영 비용 또는 현금 유동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지원책 제공

    - 임금 상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Wage Credit Scheme

    - 고령 근로자 채용 시 임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Special Employment Credit

    - 중소기업 대출금의 50%, 최대 S$300,000까지 디폴트 리스크를 정부에서 공동 부담하는 SME Working Capital Loan

  ○ 법인소득세 환급 강화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해 법인소득세 환급률을 최대 S$20,000 한도 내에서 기존 30%에서 50%로 올린 바 있음

    - 올해는 최대 한도를 기존 S$20,000에서 S$25,000으로 인상 예정. 환급률은 50% 유지

    - 기존 201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법인소득세 환급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 2018년에는 최대 한도 S$10,000, 환급률 20%로 운영할 예정

○ 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 연장 

    - 재고용 연령을 7월 1일부로 65세에서 67세로 올릴 예정 

    - 재고용 연령(67세)에 포함되지 않는 고령 근로자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의 3%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 을 2019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 

    - 해당 제도는 Special Employment Credit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기업들은 고령근로자 임금의

       총 11%까지 지원을 받게 됨

□ 기업 역량 강화 (Strengthening Capabilities in Our Enterprises)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SMEs Go Digital Programme 도입

    - 유통업, 요식업, 물류업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 디지털화

       조언 제공

    - 일반적인 기술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SME Centres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된

       중소기업들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에서 새롭게 설립할 예정인

       SME Technology Hub을 통해 전문가 조언을 얻을 수 있음

    - 새롭게 개발된 ICT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조언 및 자금지원을 제공할 예정

  ○ 혁신 강화 지원

    -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은 기업들이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운영 및 기술 

       로드맵핑(operation and technology road-mapping)’을 지원하고 있음. 해당 활동을 확장하여 향후 4년 동안 4백개의 기업을 지원할 것

    - 지적재산권(IP)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청(SPRING)과 연계되어 있는 Intellectual Property Intermediary(IPI)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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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매칭시켜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IPI는 앞으로 싱가포르 지적재산권 사무소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와 함께 싱가포르 및 해외의 상호보완적 지적재산권을 분석할 것임.

    - A*STAR 또한 Headstart Programme을 통해 중소기업들과 협업할 것. Headstart Programme이란 A*STAR와 함께 지적재산권을 공동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첫 18개월간 수수료 없이 A*STAR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기간을 현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릴 예정

    - 시제품화 및 테스팅을 위해 필요한 첨단기기를 사용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A*STAR는

       Tech Access Initiative를 통해 해당 기기에 대한 접근성, 트레이닝 및 조언을 제공할 것 

  ○ 세계화 지원 

    - 싱가포르 기업들의 세계화를 지원하는데 쓰이는 International Partnership Fund에 S$6억 투자할 것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 시장이 성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바, IE Singapore에서 진행하는 International Finance Scheme을 

       강화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을 공동 부담하고 사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는 등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장려 

□ 인력 역량 강화 (Deepening Our People’s Capabilities)

○ 글로벌 역량 구축

    - 싱가포르인들이 해외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혁신 도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Global Innovation Alliance(GIA) 

       구축. GIA는 교육기관, 경제기관 및 기업간의 협력 시스템으로 우선 베이징, 샌프란시스코 및 몇몇 아세안 도시에 구축할 예정. GIA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싱가포르 국립대학의 NUS Overseas College Programme을 기반으로

       Innovators Academy를 구축하여 싱가포르 대학생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5년간

       매년 300~500명의 학생 지원 예정. ②특정 해외 시장에 Innovation Launchpads를 설립하여 싱가포르 기업가들이 해외 멘토, 투자가, 

       협력사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③Welcome Centre를 통해 혁신적인 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 파트너사와 함께 혁신하고 신제품을 

       싱가포르에서 테스트하고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필요함.

       SkillsFuture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를 통해 기업들의 유망 인재 교육 및 해외 파견 근무 등을 지원하여 해외역량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함. 향후 3년간 800명의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함

    - Global Innovation Alliance 및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에 S$1억 투자 계획

  ○ 심화스킬 습득 및 활용 지원

    - 대학, 폴리테크닉, ITE 등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듈식 강좌, 이러닝 등을 늘려 싱가포르인들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SkillsFuture를

       통해 수강비 지원 및 노동조합원들에게는 NTUC-Education and Training Fund를 통해 특정 강좌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새롭게 배운 스킬을 실무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정부 간 협력 필요. 먼저

       National Jobs Bank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스킬을 갖춘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매칭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 성공을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s for Shared Success)

  ○ 산업 변환 프로그램 (Industry Transformation Map)

    -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예산안에서 각 산업 참여자들간 협력을 통해 구조적 개선을 꾀하는 산업 변환 프로그램(ITM)을 발표한 바 있음.

       총 23개 산업이 선정되었으며 2017년 3월 현재까지 6개 산업에 대한 전략이 발표되었고 나머지 17개 산업에 대한 전략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

  ○ 진보적 규제

    - 위험 관리와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간 균형을 맞춘 진보적 규제를 제시하는 정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예를 들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해 핀테크 신기술의 시장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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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무인자동차 테스팅을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한 바 있음

    - 혁신 장려 방안을 더욱 모색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더욱 빨리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공부문 건설 생산성 기금 (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ductivity Fund)

    - 정부기관들은 앞으로 싱가포르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것

    - 건설부문의 경우 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ductivity Fund를 도입 및 S$1.5억을 투자하여 정부기관들이 더욱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건설 솔루션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자금 지원

    - 혁신 장려를 위해 국립연구기금(National Research Fund)에 S$5억 투입 및 산업 변환 지원을 위해 국립생산성기금

       (National Productivity Fund)에 S$10억 투입

    - 미래경제위원회(CFE)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향후 4년간 S$24억 투입 예정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 전략 내용은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 싱가포르 장기 성장 전략 발표” 참조)

□ 시사점 및 전망

  ○ 미래에 대비하는 S$750억 규모의 예산안

    - 2016년, 싱가포르는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많은 개발국들이 1%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2~3%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작년보다 5.2% 증가한 S$750억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침체기를 딛고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싱가포르는 현 경기 침체가 단순히 순환적인(cyclical)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함께 구조적(structural) 요인도 있다고 판단,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자 함 

    -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 등 전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보호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International Partnership Fund를 신규도입하고 기존 Internationalisation Finance Scheme을 강화하는 등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하고자 함

  ○ 타겟화된 정책

    - 이번 예산안은 매우 타겟화된 양상을 보임

    - 먼저 싱가포르는 Industry Transformation Map을 통해 23개 산업에 대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는 한 거시적 트렌드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제각각 다르므로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구상 및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SME Go Digital Programme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기술,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나누어

       지원

    - 첨단기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위한 Tech Access Initiative는 단순히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A*STAR를

       통해 필요 기기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관련 트레이닝까지 제공함

  ○ 주요 키워드는 ‘혁신’과 ‘생산성’

    - 싱가포르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을 줄이고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신기술 개발 속도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번 예산안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Global Innovation Alliance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기업들의

       기술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또한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기술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노동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책을

       강화함

    - 싱가포르 정부가 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만큼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극 활용해야 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싱가포르 재무부(MOF),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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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특별칼럼

싱가포르 이전가격 규제 조망
다국적기업이 세계 각국의 관계사 간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거래할 때 그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합니다.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임의로 설정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 과세당국의 다국적기업

들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 세액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이 각국의 이전가격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딜로이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싱가포르의 독립

가격원칙과 이전가격 문서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Singapor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싱가포르 국세청 (IRAS)은 2006년 2월 23일에 발표한 싱가포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이하,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의 4번째 개정을 2017년 1

월 1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은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었거나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의 특수관계 거래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싱가포르 납세자는 거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이전가격 문서를 구비하도록 요구되며, 이는 국외 특

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정할 때 독립가격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립가격원칙이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라면 합의되었을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되었을 조건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은 특수관계자 간의 재화와 용역 및 금융거래, 무형자산의 거래에 싱가포르 납세자가 포함된 경우, 독립가

격원칙과 문서화 요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은 싱가포르의 소득이전을 위한 세원잠식방지(BEPS) 프로젝트의 Action 8-10의 최소 기준 적용을 반영합

니다. IRAS는 독립가격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Action 8-10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익이 가치창출과 연관되고 실

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에 맞추어 TP 분석 목적의 리스크 측정에 대한 내용 또한 Action 8-10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은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독립가격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전가격산정방법을 설

명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독립된 거래에서의 조건과 같이 발생했는 지 여부). 특히, 가이드라인은 전통적 거래접근법과 거

래이익법으로 분류되는 다음의 5가지 이전가격산정방법을 제시합니다. 

전통적 거래접근법 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CUP”)

■ 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RPM”)

■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CPM”)

거래이익법 Transactional Profits Methods
■ 이익분할법 (Profit Split)

■ 거래순이익율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TNMM”)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은 상기 5가지 방법 중 특정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의 질과 조정(adjustment)의 정확성 등을 고

려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이전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든 상관없이, 특정 TP 방법을 선택한 이유 또는 그 외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는 독립가격원칙을 

준수하여 이전가격이 결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은 아래 중 어느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TP 문서의 구비 의무를 면제합니다. 

a) 납세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고, 이러한 국내 거래 (local transaction) 

(특수관계자 간의 대출 제외)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싱가포르의 세율이 적용된 경우.

b) 특수관계자 간의 내국채 (domestic loan)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 13.3항에 정의)가 납세자와 싱가포르에 있는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제공되었으며, 채권자가 대차거래 (borrowing and lending)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 13.7항에 설명) 

c) 납세자가 싱가포르 TP 가이드라인 12.26항에 명시된 행정 관행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관련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서비스 (routine service) 활동에 대하여 5%의 마진 (cost mark-up)을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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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칼럼 이전가격

면책조항 :

해당 한국어 버전은 한국인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략적인 번역을 한 정보이므로 오류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이 자료는 일반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자료의 내용이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사, DTTL의 회원사 또는 이들의 관련 사업체 (총

체적으로 “딜로이트 네트워크”)의 전문적인 조언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재무상태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딜로이트 네트워크 내의 각 구성원 누

구도 이 자료를 이용한 개인의 전체 손실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 납세자가 13.27 항에 명시된 행정 관행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대출에 대해 예시적 마진 (indicative margin)을 적용하는 경우.

e)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사전승인(APA)가 체결되어 APA합의 조건 (terms of the agreement) 및 

중대한 가정(critical assumption)의 준수 여부를 설명하는 연례보고서(annual compliance report)를 준비하고 보관하는 경우.          

f) 당해 회계연도에 공시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치 또는 금액 (상기 (a)호에서 (e)호의 가치 또는 금액 제외)이 

다음 표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더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 싱가포르 KSG (Korean Services Group)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Lily Park           부장 / Associate Director       +65-6531-5229         lilpark@deloitte.com

정주은 June Chung      사원 / Associate                   +65-6530-5531         junechung@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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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의 각 항목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계산과정에는 엄격하게 통과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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