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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된 냉장육만을 사용하는 육류 전문점에서
  최상의 제품을 추천받으십시오"

K&J 부쳐리가 새롭게 확장이전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K&J Butchery는 이전 전까지 계속 운영합니다. 
122 Upper Bukit Timah Road, Goh&Goh Buliding, S588175

영업시간 : 매주 10AM -10PM 

(6월 초 오픈 예정)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K&J Butchery가 되겠습니다.”  

위치 : 1st Martin’s Drive, 
           Singapore 257989. 
(미얀마 대사관 1분거리, Tanglin Mall 1분거리,
Tanglin Place 맞은편)

Premium BBQ 레스토랑Premium BBQ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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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FIRSTWORDS

2018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Annual KOCHAM Journal을 

발간합니다. 2016년부터 한인사회 전체 이메일망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KOCHAM 

eNews를 보내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며 상공회의소 활동에 대한 공감대와 

인지도를 높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참저널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경제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코참이 주최하

고 후원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주요 행사 및 각종 활동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회

원사의 소식 및 유용한 정보를 전하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되새겨보며 기록을 남

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에 의한 보호주의 

확산과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등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

히 저 출산율과 청년실업이 심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와 안보환경이 심

각합니다. 

평화스럽고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

쳐서 4면 초과의 위기가 극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실업 타개와 아세안을 중요한 파트너로 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지

난 2월 출범한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다른 지역의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 상의 활동과 외연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

의 발전에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샤방 샤방 KOCHAM!!!

  친애하는 상공인 가족 여러분! 한인 여러분!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봉 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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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저널 2018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대사대리         
강 주 홍

인사말 GREETING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봉세종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코참저널 2018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벌써 1분기가 지났지만, 2018년은 정말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는 한해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들 간

의 회동, 미국 철강 보호관세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와 CPTPP 서명으로 대변되는 자유무역주의 간의 긴장 고조 등 그 

어느 때 이상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그 가운데서 조심스럽게‘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의 

싹을 마음 속에 심어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지속가능하고도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활

동하고 있는 KOCHAM 회원사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올해에는 아래 3가지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내 못지않게 여기 주변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는 젊고, 열정이 가득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음을 목도합니다. 

KOCHAM 회원사에서 리쿠르팅이 필요하거나, 거래처에서 한인 인재추천을 요청해 올 때 이러한 우리 청년들을 먼저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도 KOCHAM 등 여러 경제단체들과 함께 체계적인 취업정보를 전달하고, 이미 진

출한 우리 청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년들의 애로에 귀 기울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면 싱가포르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 남방정책의 실현입니다.

작년 문 대통령님은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외교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한-싱 양

국이 상호호혜적 관계 안에서 교역을 더욱 늘려가고, 인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도록 지금처럼 비즈니스에 힘써주시

고, 현지 기업과의 협작사업도 더욱 확대해 가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도 양국 중소 벤처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과 스마트네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양국 공통 관심분야에서 협업과 우리 기업 진출을 위

한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OCHAM의 다음 세대 강화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한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

어야 합니다. KOCHAM도 새로운 회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롭고, 가

치있는 경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이미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은 오픈 이

노베이션 형태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행사를 더욱 다채롭고, 혁신적으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저력 있는 KOCHAM이 이러한 우리 경제와 한·싱 관계 발전의 첨병이 되

어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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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코참 신년오찬 및 강연회 
강연자: 조성희마인드스쿨

대표 조성희
2018 코참 정기총회

Kocham Sponsor Night!

ASEAN+3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EAS)

2019 코참 신년
오찬회 및 강연회

코참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아세안 코참
1-2개국과

세미나 및 교류

KOCHAM Challenge 2018!

* 기타 세미나 및 워크숍은 추후 공지

아세안 코참회장단과
한국 경제장관 간담회

장소: 싱가포르

『한·싱 저명인사 초청 자선골프 
및 자선만찬 / 상공인의 밤』

문재인 대통령과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협약식 및
비즈니스 포럼과 오찬

2018년 1월 4일(목)

11:00-13:30

2018년 5월 중

2018년 11월 중 2019년 1월 8일(화) 2018년 5,7,9,12월2018년 12월 중

2018년 8/9월 중 2018년 9월 6일(목)

2018년 3월 23일(금) 2018년 4월 18일(수)

11:00-13:30

코참 행사달력 Calendar

장소: Tower Club 62층 장소: Tower Club 62층

장소: Singapore Island 
Country Club (SICC) 

장소: 베트남 하노이

2018 사업연도

2019년 2,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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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코트라

상 근 부 회 장

우리 코참이 신남방정책을 

리드하여 한-아세안 인적 및 

물적교류 확대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 회 장

한국상공회의소 회원사 모두가 

더욱 더 잘 소통하고 경청하여,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늘 

최선을 다해 동참하겠습니다. 

김성철
한국선급 아태지역본부

부 회 장

문희찬
창 레스토랑

부 회 장

부 회 장

신용섭
코브라더스 건설그룹

오세용
삼성전자

부 회 장

부 회 장

싱가포르내 한국 기업들의 

주축이 되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코참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번창하시기 기원합니다.

이승훈
GS칼텍스

이용석
포스코대우

코참이 한국-싱가폴-동남아 기업 

및 국가단체간 인적 물적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협력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회 장

봉 세 종

SJJ마린

대한민국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GS 칼텍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부 회 장

황주섭
NCS Line

여러 분야에서 기업운영을 하는 

우리 회원사들이 코참 우산 

아래에서 하나 되어 한국기업과 

한국문화를 싱가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지킴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 사

이 종 혁
KEB하나은행

“對 아세안진출전략, 

‘신남방정책’의 전초기지로서의 

‘싱가포르’ 그리고 ‘KOCHAM’의 

핵심역할을 기대합니다!”

We Together

샤방 샤방 Kocham!!!

코참 운영위원 소개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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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한상현
대우건설

교육

곽하림
대한학원

무역

서여재
현대종합상사

법률

김성희
법무법인 듀안 모리스

일반서비스

오명섭
위드어스

코칭과 참여가 있는 코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싱가포르내에서 한국어 

학습를 통한 한국문화 체험 

기회와 싱가포르와 국제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코자 

함. 코참 2018년에도 순항하고 

건승하기를 바라며!

아세안 시대의 지평이 활짝 
열리고 올해 그 중심이 되는 

이곳 싱가포르에서 모든 
회원사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풍성한 결실로 

연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서가는 싱가포르의 

중심에서, 역사를 호흡하는 

코참을 위해, 머슴이 

되겠습니다.

관광항공

양재필
대한항공

금융

박정원
신한은행

물류

정진학
아시아나항공

여성

채희경
KHI Global Consulting

우리 모든 교민 및 상공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코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진출 한국기업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는 금융분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8년 

싱가포르 코참의 더 큰 영광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코참의 모든 회원사 및 

회원님들이 건승하시고 

행복한 무술년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에서 

한국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코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무관

배준형
주싱가포르대사관

신남방정책의 실현,
우리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주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MAJULAH, KOCHAM!

코참 운영위원 소개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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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박충렬
LG전자

조선해양

우권식
현대중공업

한류

나정균
아모레퍼시픽

홍보

박형석
옐로우싱 디자인

제조

최성길
KCC

청년

원정식
K&J Butchery

해운

김 신
현대상선

편집

이병주
BJ Photo

2018년 무술년에도 코참의 

회원님들의 건승과, 

동남아에서 한국 기업들의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코참과 더불어 한싱가포르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코참이 되길 

바랍니다.

코참과 같이 해운강국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기업 (특히 

중소기업) 의 등대가 되는 코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아세안시대의 선봉에 선 

코참을 응원합니다. 저희 

아모레퍼시픽도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코참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더 큰 성장을

위해 2018년에도 열심히 

뛰어봅시다!

건설분과 김호준 (대우건설) 

제조분과 정재훈 (KCC)

석유분과 강동수 (SK에너지)

전기전자 박윤철 (LG전자)

건설분과 한상현 (대우건설)

제조분과 최성길 (KCC)

석유분과 진재상 (SK에너지)

전기전자 박충렬 (LG전자)

여성분과 채희경

New Committee MemberFarewell

모든 코참 회원사 및 

회원님들께서 올 한해 

목표하신 바 대로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믿음 열정 의로 작게는 

코참 크게는 교민사회에 

도움이 되는 한해을 보냅시다.

코참 운영위원 소개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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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청년 일자리란?
아세안 진출한 우리기업 1개사 당 1명의 한국 
청년 채용을 실천함으로써 국내외 구직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에 동참하는 운동

그간 해외취업 관련 지원정책이 구직 희망 청년을 양성, 
발굴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해외진출 성공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 
인재와 매칭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하여 “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요술방망이는 없다”며 일자리 
하나, 열개, 백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모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청년들의 시야를 넓혀 더 넓은 
세상과 경쟁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에 진출한 청년들이 잘 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실하며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참여 요청 

드립니다.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참가신청서를

코참 홈페이지 www.korchamsg.org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사무국 이메일 

info@korchamsg.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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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골프대회

2018년 9월 6일(목) 11:00 – 17:30 
SICC ( Island Course )
Island Club Road/Venus Drive
144명 내외

2018년 9월 6일(목) 18:15 – 21:30
SICC The Grand Ballroom 
(3rd floor, Island Club House)
400명 내외

회원의 밤

후원현황 (2018년 4월기준)

● 참가신청 마감 : 2018년 8월 16일(목)

● 보다 즐거운 행사 진행을 위해 경품협찬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 만찬테이블배정은 행사신청 순으로 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신청 바랍니다. (ASAP)  

● 참가신청 : 참가 희망자는 info@korchamsg.org or 9139-8011(서영수 사무국장)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1 (한 구좌당 S$2,300)

스폰서 포함 3명까지 골프 참석가능
(싱가포르 저명인사 1인과 한 팀 구성)

+
스폰서 포함 6명까지 만찬 참석가능

선택 2 (한 구좌당 S$2,300)

스폰서 1인만 골프 참석 가능
+

스폰서 포함 10명까지 만찬 참석가능

선택 3 (한 구좌당 S$2,700) 선택 4(개인)

스폰서 포함 3명까지 골프 참석가능
(싱가포르 저명인사 1인과 한 팀 구성)

+
스폰서 포함 10명까지 만찬 참석가능

1인 : S$700 (골프+디너)

1인 : S$300 (디너만)

다이아몬드 파트너 – 후원금  S$15,000 & above 

플래티넘 파트너–후원금 S$10,000 골드 파트너–후원금 S$5,000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후원 및 “Korean Festival 2018” 행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한·싱 저명인사 

초청 자선 골프 및 자선 만찬/상공인의 밤』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사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 기업과 한인사회를 

널리 홍보하고, 주요국 대사, 정·재계 인사 및 기업 거래선과의 품격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가 마련됩니다. 싱가포르 현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하고 뜻깊은 행사로 한인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발전시켜나가야 할 행사라고 자부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거행하는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사, 각 한인단체와 기관, 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싱가포르상의(코참)회장-SJJ Marine: S$10,000

싱가포르한인회: S$5,000

제11회 한-싱 저명인사 초청 자선골프 및 자선만찬 &
상공인의 밤 2018 개최안내 및 후원요청2018 코참체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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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열개, 백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모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청년들의 시야를 넓혀 더 넓은 
세상과 경쟁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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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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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에 오시게 된 경위와 싱가포르에 대한 소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싱가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법인 설립을 하

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상황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초창기 3년 동

안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한편으론 그것을 통해 또다른 경험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폴 시장은 타 동남아에 비해 이미 안정되어 있기에 신규업체가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싱가폴 현지 협력업체들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부

터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싱가폴 법인개설 후에는 동 경험

을 바탕으로 도쿄지점, 양곤지점 등을 차례로 개설할 수 있었던 것도 싱가폴이 벤치마킹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싱가포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며,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

1996년 자카르타(본사)에서 freight forwarder 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복합운송업체로 거

듭나 싱가폴법인의 경우도 Logistics 사업이 주요업무가 되었으며, 현재 Ubi 지역에 하나, 

Jurong지역에 하나, Tuas 지역에 두개의 창고운영을 통해서 화주측의 요청사항을 무난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폴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특수화물을 주

로 취급하면서 Local Market 특성을 빠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폴의 지

정학적 특성을 살린 삼자물류도 주요 업무중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전 부터 단순한 화물운송이 아닌 고객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운송하는 식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맞춤형 화물운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계 물류회사

로서 싱가폴 국책사업인 전력과 통신사업에 공급되는 화물울 운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

부심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3.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그리고 담당자 분이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의 해외진출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싱가폴 생활이 이제 훌쩍 10년이 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인으로서 낯설게 느껴지는 것

들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가 한국에 비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특히 관공서의 명괘한 서비스는 아직까지도 큰 불만

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은행 등 일부 서비스는 아직도 불만이 있는 편이지요. 전반적

으론 싱가폴이 동남아 여타 도시나 국가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특히 사업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꽤 매력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장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race가 함께 하는 곳이기에 직원들도 그에 맞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넘어설 수 있

는 전문인력으로 대응해야 하고 관리자나 경영자의 생각도 항상 다양성에 촛점을 두어 어

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싱가폴 진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James Hwang (황주섭)

Managing Director (법인장)

NCS LINE SINGAPORE PTE LTD
10 Ubi Crescent - Lobby A
#04-08 Ubi Techpark
Singapore 408564
 
Tel. : +65-6338-1676 (Hunting)
Fax. : +65-6338-1696
Internet Phone :
070-4009-3575 / 070-5015-1851
Website : www.ncsline.com

기업탐방 KOCHAM INSIDE

NCS LINE
SINGAPORE
PT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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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KOCHAM INSIDE

4.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평소 코참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면이 너무도 많은데 무거운 직책을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할 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다양한 회

사가 참여하고 있는 코참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론 새롭게 부

상하고 있는 신시장에 맞추어 분과위원회도 세분화 되기를 바랍니다. 통신사업, 전력사업 그리고 고속철사업 등에서의 한국기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이 우리 코참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법인설립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싱가폴 진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시작되었던 사업이기에 동남아 타지역으

로의 network 확장을 계속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이미 그 기반은 어느정도 닦아 놓고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

국, 그리고 말레이지아 까지 자체 지점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 취급을 많이 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를 최대한 화주와 공유하면서 윈윈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으며 올 10주년을 새로운 원년으로 생각하고 기

초부터 다시 다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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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 부장  (Lily Park / Associate Director)
딜로이트 싱가포르 한국사업본부(KSG)
Deloitte Singapore, Korean Services Group
6 Shenton Way, #33-00 OUE Downtown 2, Singapore 068809
Phone: (65) 6530-5531 / Mobile: (65) 8136-4366
Email: lilpark@deloitte.com, junechung@deloitte.com

딜로이트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성공적인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
요 도시에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글로
벌 사업본부 (Korean Services Group)를 두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싱가포르의 한국사업본부(KSG)는 한국 기업의 법인, 지점 설립 컨설팅부터 설립 후
의 세무 및 감사업무, M&A 자문 등 현지에서 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이용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 회원사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품격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딜로이트의 차별성으로 고
객들은 사업진출이 이루어진 현지에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회원사 소개 KOCHAM INSIDE

김상록 (SR KIM)
Kinsale Maritime Pte Ltd
51 Bras Basah Road, #08-04 Manulife Centre, Singapore 189554
Mobile: (65) 8168-5957 / (65) 8457-7671
Email: project@kinsalemaritime.com

Kinsale Maritime은 깊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의 신조선 프로젝트,
중고선 매매, 선박 금융, 탱커 및 벌크선 용선, LNG Infrastructure 등에 관한 전반적인
해운중개 서비스 및 Consultin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해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송영호 (Song Young Ho)
뉴포유 시스템 / New4U System Pte Ltd
1 Coleman Street #09-09 The Adelphi Singapore 179803
Phone: (65) 6468-3852
Email: business@new4usystem.com / Website: www.new4usystem.com

New4U System은 2000년 5월 싱가폴 법인설립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에 
직접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검증된 파트너들과 제휴하여 동남아
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기업들의 IT업무를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
습니다.

● IT솔루션: 네트워크 솔루션, 서버&스토리지 구축, IT 컨설팅, 유지보수, IDC 운영, 모니터링/
DRC 운영, 전화시스템 구축, 사무실보안시스템 구축, 호스팅 서비스

● 모바일서비스: 싱가포르 현지 라이센스 취득으로 기업 통신서비스 & 글로벌로밍 서비스 제공

● Web/App 서비스: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자체 웹사이트 ‘코닷싱 www.korea.com.sg’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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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k Salleh-Chew (잭 살레츄)
CA 인터내셔널 컬리지
CA International College Pte Ltd
116 Middle Road, #07-02/03/04 ICB Enterprise House, Singapore 188972
Phone: (65) 6536-2193
Email: kr@caic.com.sg / Website: www.caic.com.sg

저희 CA International College는 싱가폴에서 신뢰받는 영어교육 전문어학원 중의 한 곳으로
써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등록되어있는 센터입니다. 기본 ESL 코스 외에도 비지니스영어, 개인 
혹은 그룹레슨 및 IELTS 시험준비 과정을 제공하며, 저희 어학원의 차별점은 수준높은 테솔
(CELTA) 코스와 기업교육(WSQ)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임병욱  (Im Byung Wook)
두리엔지니어링 & 트레이딩(주)
Doo Ree Engineering & Trading Pte Ltd
4009 Ang Mo Kio Avenue 10, #03-31 Techplace 1, Singapore 569738
Phone: (65) 6552-2527 / Fax: (65) 6552-8586
Email: general@doree1995.com

CW01 - General Building
CW02 - Civil Engineering 
General Builder Class 1 

신규회원사 소개KOCHAM INSIDE

송성도 (Song Sung Do)
Agro Genesis (g’farm Singapore)
391B Orchard Road, #23-01 Ngee Ann City Tower B, Singapore 238874  
Phone: (65) 6733-0867 / Email: agro@agro-genesis.com
Website: www.agro-genesis.com / www.gfarminc.com / www.koreafarm.sg

농장에서 식탁까지 아시아 농업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일꾼입니다. 소규모 상업농경영부터 플란
테이션 비즈니스까지 농업비즈니스 솔루션도 포함한 일괄서비스 제공합니다.

● 전문분야 작물: Food commodities (벼, 과수, 채소),  Industrial crops (사탕수수, 오일팜, 
옥수수, 바이오에너지 작물), Ornamental & golf course (잔디 및 화훼)

● 서비스 내용: 토양조사, 적지 적응작물 추천, 농장개발, 식물생산 및 보호, 농산물 일차가공, 
유통지원 마케팅, 에그리-에듀테인먼트

● 유관회사 & 브랜드: AG Life Sciences, AG Enviro, g’farm.inc, 싱가포르한국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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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영 (Dante Kim)
리조트 월드 센토사 / Resorts World Sentosa
8 Sentosa Gateway, Singapore 098269
Phone: (65) 6577- 9627
Email: dante.kim@rwsentosa.com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아시아 최고의 MICE와 레저의 중심에 있으며 동남아시아 최초이자 유
일하게 건설된 Universal Studios Singapore, 세계적인 규모의 S.E.A.Aquarium, 동남아시아 
최대규모인 Adventure Cove Waterpark와 각기 다른 테마의 호텔들과 60여개의 레스토랑, 최
고급 스파인 ESPA를 보유한 아시아 최고의 복합리조트입니다.

Resorts World Conventions Centre의 Resorts World Ballroom은 6,000m2의 면적으로 동
시에 6,500명이 착석가능하며 행사에 따라 3개의 큰 연회장이나 9개의 중소 연회장으로 나누
어 사용 가능합니다.

엄수형 (SooHyung Um / Director) 
보렐리 월시 / Borrelli Walsh 
One Raffles Place Tower 2 #10-62, Singapore 048616
Phone: (65) 6327-1211 / Mobile: (65) 9824-4936
Email: shu@borrelliwalsh.com

Borrelli Walsh 는 구조조정 및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컨설팅사로 공인회계사, 변
호사, 컨설턴트 등 약 1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자카르타, 베이징, 
상하이, BVI, 케이먼군도 등 전세계 7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APAC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하고 있습니다. 재무 및 오퍼레이션 개선, 기업회생 및 파산, 부실기업관리, 기업 가치평가 및 
실사 등을 통해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은행, 사모펀드, 대기업집
단, 중소기업, 정부기관, 로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시라 (Nam Sira)
코리아뷰티센터 / Korea Beauty Centre Pte Ltd
5 Koek Road, #05-05 Cuppage Plaza, Singapore 228796
Phone: (65) 9732-3029 / (65) 6734-6037
Email: siranam3029@gmail.com

올해 13년째로 한국인 테라피스트들이 관리하는 경락마사지 전문 관리샵 입니다.
코리아뷰티센터 경락마사지는 근육을 릴렉싱하고 몸매 균형을 잡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굴 경락 / 바디 경락 / 슬리밍 관리 / 비타민 관리 / 화이트닝 관리 / 여드름 관리 / 레이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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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우 (Moon Seong Woo)
김재호 (Kim Jae Ho)
법무법인(유한) 바른 / Barun Law LLC
Quahe Woo & Palmer LLC, 180 Clemenceau Avenue #02-02 Haw Par Centre Singapore 239922
Phone (Singapore): (65) 6622-0391
Phone (Korea): (82) 2-3479-7510
Email: hijoung.oh@barunlaw.com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 중 하나로, 완벽한 전문성을 갖춘 최정예 변호
사들이 송무, 분쟁 예방과 사후처리, 각종 기업자문 등에 걸쳐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굴지의 기업, 금융, 펀드기관 및 해외 정부기관들부터도 실력을 인정받아온 
바른은 ‘코리아데스크’ 운영을 통한 싱가포르 현지 진출로 아세안 시장에서도 전문성을 발
휘하며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엄재현 (OHM, JAE HYON (SEAN))
롯데호텔 / Lotte Hotels & Resorts 
71 Robinson Road #14-01 Singapore 068895
Email: jhohm@lotte.net
Web: www.lottehotel.com/global/ko/

롯데호텔은 2018년까지 국내외 40여개 체인호텔을 갖춘 ‘아시아 TOP3 브랜드 호텔’로 성장
한다는 비전 아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문에 걸친 Quality-
Up을 위한 철학을 바탕으로 더욱 세련되고 정교한 품질의 서비스와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
다. 이제 롯데호텔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리딩 체인호텔로 발돋움하며 그 브랜드 가치
를 세계적으로 더욱 높일 것입니다.

신규회원사 소개KOCHAM INSIDE

이태현 (Lee Tae Hyun)
(주)비엘에스코리아 / KS LINK PTE LTD
20 TOH GUAN ROAD #04-01 SINGAPORE 608839
Phone: (65) 6265-0146
Email: kcs@blskorea1.com
Web: www.globalbls.com

BLS KOREA(KS LINK) is a distribution company of Korean Consumer Goods at O2O 
platforms. We are handling F&B, Cosmetics, Consumer Electronics, Household/
Kitchen, Fashion, and Miscellaneous goods, etc. Our main distribution channels are 
E-commerce platforms such as Qoo10, Shopee, Lazada, etc for online and Hyper/
supermarkets, Department stores, Drug stores, etc for Offline. Besides, we are also 
carrying out sales of promotion for Korean Fair/Road shows in the main atriums at big 
Shopping malls.   

비엘에스코리아는 한국소비재상품 O2O 유통기업으로, 식품, 화장품, 소형가전, 가재/주방기
구, 패션, 잡화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유통망으로는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쇼피, 라자다 등)이며, 오프라인으로는 하이퍼/슈퍼마트, 백화점, 드러그 스토어와 같은 
대/중/소 유통망 판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형쇼핑몰 아트리움에서 한국상품 판촉
을 위한 한국상품전/로드쇼 활동을 별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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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2017 정기총회 개최

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2017년 4월 6일, 

Tower Club 62층에서 2017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관계자, 주요 한국 기업인, 한인회

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과 교민 등 80여 명이 함께했다. 총회는 봉세종 

회장의 개회사, 이상덕 주 싱가포르 대사의 축사, 2016 회계연도 사

업 실적,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7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노종

현 한인회장의 건배사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정대균 군의 ‘

희망의 나라’ 개회 공연으로 힘차게 시작한 정기총회는 봉세종 회장

의 개회사로 이어졌다.

봉세종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어려울수록 리

더십을 세우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라며 싱가포르 상

의에서 회원사에 정기적인 코참 eNews Letter발송을 통해 유관단체

와 기관들의 유익한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안내하겠으며, 현

지 지역사회에 호평을 받고 있는 자선행사를 알차고 품격 있게 2017

년에도 9월 7일 목요일에 개최하여 한인사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

고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개회사

▼ 2017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싱

2017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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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권추첨 

▼ 신임 인사 소개(김승오 한국국제학교 교장) 

▼ 감사발표 (이종혁 KEB하나은행 지점장)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상공인들이 주축으로 이루

어진 상공회의소가 우리 경제를 다변화 시키고 한-싱 관

계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고 당부하며 인사말을 끝맺음 했다.

이어서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이상덕 대사는 축사

를 통해 다변화 등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대사관 등 공공

기관을 적극 활용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에 분담을 잘해 기회의 땅 싱가포르에서 노력하여 성

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순서로 FY2016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 회계 감사보

고, FY2017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안)을 인준했다. 노종

현 한인회장의 건배사로 2017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의 

힘찬 2017회계연도가 시작됐고 오찬과 함께 싱가포르에 

부임한 신임 인사 소개, 중간 공연(정대균 군의 아름다운 

나라 와 정경화 교수의 판소리 한마당) 및 행운권 추첨으

로 총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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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제10회 2017 특별 자선행사 대 성황리 개최
자선골프ㆍ상공인의 밤 만찬 수익금은 장애인 단체 SPD에 전달

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회장 봉세종)은 9월7일 SICC에서 주

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이상

덕)의 후원 제10회 한국과 싱가포르

의 정관계 및 기업인 등 저명인사와 각국 주요 

대사를 초청해 ‘자선골프 및 상공인의 밤 만찬’
을 개최했다.

싱가포르 사회를 위한 자선골프와 자선 만찬에 

봉세종 회장, 이상덕 대사, Dr Lee Suan Yew, 

Ms Chia Yong Yong SPD 회장 겸 국회의원, 

Ng Jui Ping 장군 (전 합참의장), 각국 주요 대

사, 노종현 한인회장 및 주요 한인단체장, 한국 

및 싱가포르 주요 기업인 약 560명이 참석했다.

▲ 여흥 순서에서 민요공연(정경화 교수)을 즐기는 참석자들

▼ 이상덕 대사(오른쪽),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왼쪽)이 장애인 단체 SPD의 Chia Yong Yong
회장에 후원금을 전달. 

싱

 2017 KOCHAM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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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개막 인사말

▼ Chia Yong Yong SPD 회장에게 청자 전달    

▼ 노종현 한인회 회장 건배사

이날 행사에서 상호 우호증진과 비즈니스 협력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

졌으며, 행사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3만 5천불)은 장애인 단체 SPD 

(formerly known as Society for the Physically Disabled)에 전달

했다.

Julie Yoo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 봉세종 회장은 개

회 인사말로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3만명의 한인과 많은 

한국 기업을 대표해서 한국상공회의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자선행

사 한-싱 우호증진과 발전을 돈독히 하면서 타 민족에 모범을 보이는 

명품 자선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외국인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격조 높은 자선행사로 더욱더 발전

시켜 나가자”라고 말했다.

Chia Yong Yong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인들의 현지 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별히 한국말로 고마움을 전해 참석자

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어서 이산요 박사, 노종현 한인회장의 건배

사가 있었다.

▲ Lee Suan Yew 박사의 건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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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월드 공연 (오른쪽부터 리치, 신나라, 언페어)

▼ 만찬 베스트 드레서 시상

▼ 골프대회 Champion시상. 이상덕 대사(왼쪽)가 챔피온 볼빅 
문경안 회장(오른쪽)에게 시상

자선 만찬 및 상공인의 밤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서 리치월드(가수: 

리치, 신나라, 언페어)가 코참 자선행사 특별 10주년 기념을 축하해 

주기 위해 출연했고 이어진 정경화 교수의 국악한마당과 함께 참석

자들의 열기와 흥을 높였다.

대사관, 한인회, 민주평통, 삼성전자, LG 전자, SJJ Marine, Koh 

Brothers 등 61개사(한국 기업 48개사, 싱가포르 기업 13개사)가 후

원했으며, 자선행사를 통한 한국 회사 이미지 제고와 싱가포르 사회

에 기여하는 행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선행사에 후원하고 참석한 10여 개 회사 및 참석

자들은 코참 행사의 성대한 규모 및 즐거운 행사 진행에 놀라고 현지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위해 힘쓰는 모습에 감격하며 싱가포르에서 

참석한 최고의 행사라고 극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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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

F O U N D A T I O N
GOLD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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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큰 행

사 잘 치르신데 함께 축하 드립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

이 붐볐음에도 에러없이 훌륭하게 된 점 좋았습니다. 

예술 공연 프로그램이 정적인 것과 동적안 것, 한국인

을위한 내용 과 외국인을 위한 것의 비중을 조율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서국장님 임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Hi Dr Song, thank you so much for your invite... We 

really enjoy and think that the program for the gala 

is very well organised...cheer to the Korean Cham-

ber of Commerce for an excellence organisation.... 

Thank you again.Thank you very much Dr Song for 

the invitation to dinner last evening. We enjoyed 

very much and appreciate the contribution of  KO-

CHAM to Singapore Community. 

Thank you again for your  generous contributions.  

Cheers and have a  blessed day. GS & Annie.

행사 후기 메시지
2017 KOCHAM Challenge Congratulatory Messages

회장님 감사합니다.  멋진 골프행사와 즐거운 갈라디너

쇼였습니다.  촬영하면서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나 즐거워 했던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촬영팀이 

처음이라 진행이 좀 느렸던거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인화된 사진에 대해서는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셨었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거 같

습니다. 회장님의 리더십으로 좋은 행사 잘 이끌어 주

셔서 멋진 행사가 된거 같습니다.  훌륭하게 행사가 잘

되었고 회장님이 직접 챙기기고 하셔서 감사하단 말밖

에 없읍니다

회장님, 덕분에 코참 행사 재밌었습니다. ^^ 그리고 그

날 가수들이랑 함께 찍은 사진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합

니다 ~ ^^

일본 친구 함께 골프 쳤는데 행사가 참 좋았다는 feed-

back이 있었습니다. 

대만 친구의 feedback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봐도 행사가 꽤 알차고 진행도 매끄럽고..이런저

런 선물도 많고...외국 친구들한테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행사 같았어요

큰 행사 준비하신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서국장도 그렇

구요. 행사는 비도 안오고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더 빛이 나셨습니다 .멋진 밤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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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성공적인 행사 축하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어

려운곳에 유익한 후원도 하시고 선한 뜻이 깊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행사도 훌륭했지만, 올 

해는 공연도 훨씬 세련되고, 음식도 맛있는 등 더욱 성

공적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싱가폴 교민분들이 너무나 큰 환영과큰박수를 주셔서 

저희도 즐거운 공연을 하고왔습니다 좋은에너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코참 1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 봉 회장님

을 비록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참 행사는 상공인의 밤을 초월한 한

국인의 문화와 예술을 현지 싱가포르 사회에 전파 하

는 메신저 역할은 물론 한국인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

는 주역이라 칭할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코참의 지속적

인 발전과 함께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기

원 합니다.

회장님, 뜻깊은 행사 잘 마무리된것 같습니다. 너무 노

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감사

합니다.

봉회장님, 감사합니다. 멋진 행사 기획하시느라 고생하

셨습니다. 다행히 어제 저희 고객이 럭키드로를 하나 타

서 더욱 기분이 좋고요.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 이었습니다:-)

귀한 자리를 불러주신 회장님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

다.

한인들과 싱가폴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이 하나되는 귀

한 자리를 베풀어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제가 본 행사중 최고였습니다..

싱가폴교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 훌륭하십니다.

봉회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구디백에 많은게 들어있던데요..ㅎㅎ 덕분에 좋은시간 

가졌읍니다.

봉세종 회장님 어제 정말 행사 재미 있었어요 ^_^ 작년

도 좋았지만, 굳이 꼽자면 이번 행사가 더 활기 넘쳤던 

것 같아요 ^

요물 행사  훌륭했습니다  편한밤 되시고 푹 쉬십시오

어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그 시간만큼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자리를 채우며 다들 즐거워하

시고...싱가폴땅에서 저희 한인들이 정말멋찌고 한인들

의냄새를 제대로 만끽할수있었던 자리가아니였나..싶

었습니다~

특히~봉회장님 이곳 싱가폴땅에서 그 많은 한인들과 싱

가폴사람들 사이에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봉회장님 정

말 멋있으셨습니다~~

회장님 너무 재미있게 골프치고 저녁 만찬도 넘~ 좋았

습니다. 상품도 두개나 받았습니다. 

어제 행사는 퍼펙트했습니다. 

회장님이 행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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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3일
아세안 진출 韓기업,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펼치기로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순방의 첫 경제 일정으로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 참석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대표 봉세종)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코트라와 함께 2018년 3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1기업 1청년 일자리 

  운동’을 펼치기로 협약을 맺었다.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 대표단 단체사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 임석하에 서명하는 대표단: (오른쪽부터) 캠시스 박영태 대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및 싱가
포르상의 봉세종 회장, 문재인 대통령,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코트라 이태식 사장 대행 

이번 협약을 기념하는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기업인과 청년들을 격려했다.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봉세종 아세안 한인상의 연합회 대표(싱가포르 상의 회장) 및 9개국 회장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태

식 코트라 사장대행 등 지원기관 대표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우종 LG전자 사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등 

기업인 7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아세안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6명 참석했다.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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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계기로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대한상의, 코트라와 아세안 진출기업들은 ‘1기업 1청년 일자리 운동’

에 나선다. 아세안 진출기업 하나당 청년 한 명을 채용하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를 늘린다는 목표다.

일자리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며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대한상의, 코트라는 아세

안 진출 기업의 인력수급과 국내외 한국 청년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는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들의 인력수요가 한국 구직 청년들의 해외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아세안 진출 기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대한상의는 아세안 한인상의 간 의사소통과 네트워킹을 중개하고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여 양측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코트라는 각국에 설립된 무역관을 활용하여 청년 수요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1기업 1청년 일자리 

운동 동참 기업에게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할 예정이다.

봉세종 회장은 청년실업문제가 글로벌 경제의 현실임을 공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기

업들의 인력 수요를 만족시키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더 많은 우

리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고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의 “1사 1청년” 운동(송창근 인

니 상의 회장이 제안함)의 노력이 촉매제가 되어서 유능한 우리 청년들이 전세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750만 재

외동포사회가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역량을 믿는다고 했다.

▲ 협약식에서 발언 중인 봉세종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대표

▲ 아세안상의 회장단과 대한상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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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신년오찬회 및 강연회 개최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봉세종)은 2018년 1월 4일 싱가포르 타워클럽 62층에서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이상덕 대사, 

강연자인 조성희 마인드 스쿨 조성희 대표, 동계올림픽의 영웅인 전이경 감독, 몸살림운동의 김철 선생님, 한인사회 주요 지도자와 

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신년 오찬회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봉 세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지구촌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고 힘의 논리에 의한 보호주의 

확산,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외에 우리나라는 위중한 안보상황, 저출산율과 저성장 정체기로 인한 청년실업 등 대내외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만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인용하며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함께 힘을 합치고 전진하면서  작은 일에도 최대한 기뻐

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이 지구촌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홍보하고 성원하자고 전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우리들 사이가 되고, 한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오고 싶은 샤방

샤방한 상공회의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어 이상덕 대사(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는 축사에서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현재 중국 수준인 2천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고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구체

적으로 조직 위원을 보강하며 외교 지표를 확장하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주요 거점 국으로 유기적 협력이 더 커질 

예정이며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 방문을 위해 11월 경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때 싱가포르 한인 커

뮤니티의 우수성과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조성희 마인드스쿨 조성희 대표의 ‘Amazing Mind for Global Leader’란 주제의 강연에서 글로벌 리더로써 갖춰

야 할 마인드는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 했다. 어려운 시기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인드의 힘이다. 나

폴레온 힐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역사상 모든 성공한 이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

던 원칙 또한 매우 심플했다. 학창 시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노동일을 하면서 몇 센트를 받으며 힘겹게 살았지

만 1904년에 지금 가치로 3100억 달러를 가지며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역시 이 원칙을 적용했다. 이 원칙

을 싱가폴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리더분들께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예시들과 함께 알아보았다. 또한 요즘 한국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마파영(마인드파워로 영어먹어버리기)으로 수없는 영어포기자들이 영어스피킹을 술술 하게 된 비밀에 대해서도 알

▲ 개회사 중인 싱가포르상의 봉세종 회장 ▲ 강연중인 조성희 대표

2018 신년오찬회 &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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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새해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샴페

인 Pouring식을 진행했으며 상공인의 화합과 발전을 다시 한번 기

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 새롭게 부임한 신임 인사 소개 및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조재경 이사장의 명문학교로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학

교 소개에 이어서 행운권 추첨으로 신년 축원행사를 마무리 했다. 

싱가포르 상의 주최로 열리는 ‘신년오찬회 및 강연회’는 대한민

국의 지상사, 공기업, 대사관, 한인단체 및 한인사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2008년 이래로 매년 1월 첫째 주에 열리고 있다. 

▲ 샴페인 Pouring Ceremony: (왼쪽부터) 노종현 한인회 회장, 
    이상덕 대사,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조성희 대표

▲ 국민의례

아보았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 이란 말처럼 사람은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

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룰 수 있다. ‘기적’은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마음가짐과 매일의 행동이 모여 자신

이 ‘일으키는’ 것이다. 두려움의 장벽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1도의 힘’은 마음 근육에서 나온다. 결국 자기 자신

에게 ‘할 수 있다!’고 외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기꺼이 넘는 사람에게 승리는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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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2016회계연도 제6회 운영위원회 개최

2017년 3월 24일(금) 2016회계연도 제6회 운영위원회를 타워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사업실적 및 2017회계연도 예산, 사업계획 등을 토론했다. 

2017년 5월 18일(목) 향토골 레스토랑에서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BJ포토스튜디오의 후원으로 운영위원 프로필 사진 촬영 후 시작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인사 및 소식으로

시작하여 각종 현안을 토의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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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목) 안티김 한국식당에서 열린 제2회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단합워크숍 겸 개최하여 회의 후 만찬 

함께하며 단합했다.  

2017년 9월 21일(목) 황실에서 제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 소식, 신규회원사 

가입현황, 제10회 코참 자선골프/만찬 및 회원의 밤 

행사 결과보고, 2018 신년오찬회 및 강연회 안내 및 

코참 e뉴스레터 발간(안)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7년 11월 28일(화) 장어나라 2018년 2월 22일(목) 황실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

제4회 운영위원회 개최 제5회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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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업연도 마지막 제6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3월 29일 

목요일 타워클럽에서 개최했다. 새롭게 부임한 신임 운

영위원 인사로 시작된 회의에서 신규 회원사 가입현황,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 실적,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 계획, 회장선임 및 차기집행부 구성 등의 안건을 논

의, 의결했다. 특히 각 분과별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며 

청년취업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데 청년분

과 위원장의 주재로 싱가포르의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듣

고 소통하며 타진하기로 했다.

제6회 운영위원회 개최

2018년 1월 23일(화) 창 한국식당

코참운영위원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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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최성길 법인장 부임

대우건설 한상현 지사장 부임

KCC 정재훈 상무 귀임

대우건설 김호준 지사장 귀임

2018년 2월 2일 북창동순두부에서 운영위원단 모시고 오찬 함께하며 귀임/부임 운영위원들과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코참 운영위원 귀임/부임 오찬회



38

2017년 3월 29일
싱가포르 페어몬트호텔에서 슈퍼오닝 대한민국 농산물

을 식재료로 사용한 슈퍼오닝데이 오찬식을 개최   

2017년 3월 30일
창원 세계한상대회 제30차 운영위원회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임)과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2017년 4월 11일
기업방문-한국선급

(왼쪽에서 세번째) 한국선급 김성철 본부장  

2017년 4월 20일
기업방문-아시아나항공

(왼쪽에서 세번째) 아시아나항공 정진학 지점장

2017년 4월 25일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왼쪽부터) 곽명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회장,  

이상덕 대사,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April 2017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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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8일
PWC에서 코참 회원사 대상으로 ‘주재원으로서 

알아야할 싱가포르 법인세 (우대세제 정책 및 세

무 조사 등) 및 한국 과세당국 리스크 (경과세국 합

산과세 제도 리스크 등)’의 주제로 세미나 개최 

2017년 4월 25일
Sea Asia 2017 싱가포르 조선해양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관 참가업체 방문 및 미팅

2017년 4월 27일
기업방문-코트라 싱가포르

(오른쪽에서 네번째) 코트라 싱가포르 김기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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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기업방문-SM라인

(왼쪽에서 두번째) 백남훈 법인장 

2017년 5월 16일
기업방문-Kinsale Maritime방문 

(오른쪽에서 두번째) Kinsale Maritime 김상록 대표

2017년 5월 12일
기업방문-우리은행  

(오른쪽에서 두번째) 우리은행 조세형 지점장 

2017년 5월 23일
센토사 유니버셜스튜디오에 있는 트릭아이뮤지엄에서 싱가포

르 AR뮤지엄을 새롭게 개장하여 Opening Ceremony 개최 

(왼쪽에서 두번째) 트릭아이뮤지엄 싱가포르 이시내 법인장

2017년 6월 28일
기업방문-LG전자 

(오른쪽부터) LG전자 이호 부사장, 배준형 상무관,  

LG전자 박충렬 법인장, 싱가포르상의 봉세종 회장,  

KEB하나은행 이종혁 지점장 

May &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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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4일
기업방문-삼성전자

(오른쪽에서 두번째) 삼성전자 오세용 전무

2017년 7월 28일
한국선급 싱가포르 기술 세미나 및 연례 리셉션 개최 - 선급 전

문가 15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학술 및 국제해사기구 최신 협약

과 기술정보의 공유뿐 아니라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네트워크

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장으로 입지를 굽히며 성황리에 마침.

(왼쪽부터) 김성철 선급아태지역본부장, 이상덕 대사, 이정기 한

국선급 회장,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July 2017

2017년 7월 13일
기업방문-강원랜드 (왼쪽에서 두번째) 권창섭 소장

2017년 7월 18일
싱가포르 선텍 전시장에서 ‘Specialty Find Food Asia’ 

식품박람회에 우수의 한국기업 참가하여 제품을 선보임. 특히 

코참자선행사에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활발한 Komega 

생들기름에 많은 관심 보임. 

2017년 7월 25일
기업방문-아모레퍼시픽

(왼쪽에서 두번째) 나정균 법인장 

  

2017년 7월 28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싱가포르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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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7

2017년 8월 4일
싱가포르창이공항 터미널4 가오픈 설명회 (대한항공초청)  

2017년 8월 8일
기업방문-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점 방문

(왼쪽에서 세번째) 관광공사 윤승환 지사장 

2017년 8월 31일
싱가포르 방문한 반기문 전 UN총장과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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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17

2017년 9월 5일
SCCCI회장단과 만찬 간담회 

2017년 9월 5일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SBF)-싱가포르경제인연합회 Official Opening with Prime Minister 

2017년 9월 8일
아세안 상의회장단과 김현종 산자부 통상본부장이 마닐라에서 간담회 가져, 현안에 

대해 미팅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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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세계한인의 날 및 2017세계한인회장대회
2017년 9월 26일~29일
나흘간 진행된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에 80여 개국 400여명 한인회장이 참석하여 

지역별 현안토론, 주요정당 정책포럼, 정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현안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짐.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은 아시아 한인 총연합회 고문으로 참석함.

▲ 2017세계한인회장대회: 지역별 현안토론-아시아 ▲ 2017세계한인회장대회

한싱 친선협회 회장 이석현 6선의원과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 세계한인회장단과 단체사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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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17

2017년 10월 6일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SBF) Annual Gala Dinner를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

(왼쪽부터) 신용섭 Koh Brothers Eco Engineering 대표,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Tony Tan 전 싱가포르 대통령,  

Teo Siong Seng SBF 회장 

2017년 10월 19일
자선행사 수익금을 SPD(싱가포르장애인협회)에 전달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과 Chia Yong Yong SPD 회장

(싱가포르 비례대표 국회의원)

2017년 10월 25일
경남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16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상대회는 정부의 국정기조

와 발맞추어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개최지 연계관광 등 경제네트워크의 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으

로 자리매김 했다. ‘한상’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 혈통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업종을 불문한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는 

재외동포를 일컫는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 신임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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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17

2017년 10월 31일
기업방문-코트라BI (Business Incubation) 

(왼쪽에서 첫번째) 이기석 코트라BI 센터장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네트워킹 디너

2017년 11월 3일
2017년 11월 3일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SBF 및 싱가포르 상공인 단체는 할리마 야콥 신임 싱가포르 대통령과 네트워킹 만찬 

및 대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및 외국계 경제단체와 4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비즈니스 주체로서의 역할

은 경제성장 견인뿐 아니라 이익에 대한 사회 공헌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담 후 특별하게 한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기념촬

영과 인사를 했다. 할리마야콥 대통령은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 

▲ 할리마야콥 싱가포르대통령과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2017년 11월 3일 

기업방문-롯데글로벌로지스 

(왼쪽에서 두번째) 이수영 롯데글로벌로지스 법인장

2017년 11월 13일
기업방문-NCS Line

(왼쪽에서 두번째) 황주섭 NCS Line 법인장 

▲ 싱가포르 내 한국기업 대표단과 할리마야콥 싱가포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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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17 & January 2018 

2017년 12월 15일 싱가포르 방문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의 간담회 

2017년 11월 14일
(왼쪽에서 첫번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한기열 본부장   

2018년 1월 26일
싱가포르 이상덕 대사 송별만찬

한인회 고문단 (왼쪽부터) 정건진 고문, 김기봉 고문, 최석 고

문, 이상덕 대사, 봉세종 고문(현 싱가포르상의 회장), 노종현 

한인회 회장

2017년 11월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싱가포르상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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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3일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AAKC: Association of ASEAN KoCham) 출범식 개최 

2월 3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 레전드 호텔에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인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공식 출범하여 출

범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

부의 신남방정책 파트너 역할을 맡는다. 연합회 구성원은 아세안 지역 9개국 한인상의(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

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로 사무국은 대한상의에 설치된다.  

▲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준동 대한상의 상

근부회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베트남 호치민 롯데 레

전드 호텔에서 아세안상의 회장단과 기념촬영 

▲ 현판식 (오른쪽부터) 봉세종 아세안상의 회장,  

백운규 산업통산부 장관,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18년 2월 13일
SBF(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TACs(Trade 

Association & Chambers) 신년 미팅 및 로헤이

싱가포르의 조합과 싱가포르 내 각국상의 사무국대표가 

모여 일정을 공유하며 협력방안 강구하는 미팅으로 특별

히 신년맞이 복을 비는 로헤이행사를 하며 각부처의 번영

을 기원함.

2018년 2월 20일 
제 6회 국제친선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싱가포르에서 개최하

여 성황리에 마무리

대한학원(곽하림 코참 교육분과 위원장 주관)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사상과 지혜를 담은 한글의 

우수성을 싱가포르에 널리 알리고 서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마당이 되었고 싱가포르에 한국

어와 한국 문화를 전하여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

고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

록 노력 중이다.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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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중인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Mr Lim Swee Say)

▲ 간담회에 참석한 코참 회원사

2018년 3월 8일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우리기업 해외진출과 시장개척 활동에 공헌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아래 기업대표들이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함. 

(왼쪽에서부터) 코트라 김기준 본부장, 삼성물산 홍정석 상무, GS건설 이호형 지사장,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SK

건설 윤정욱 지사장, 아시아나항공 정진학 지점장 

2018년 4월 5일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세미나

MOM(싱가포르 노동부) 새로운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싱가포르 노동부 Mr Lim Swee Say장관을 초청

하여 간담회 진행함.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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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코참회계연도 : 2017년 4월 ~ 2018년 3월 (단위 SGD)

2017 회계연도 회사별 회비납부              

         회 원 사

현대중공업㈜

대림 코퍼레이션

SK하이닉스아시아

대한항공

SJJ마린

GS칼텍스싱가포르

하나투어싱가포르지사

두리엔지니어링&트레이딩 *신규

고려무역

팬우드엔지니어링

한국촌

뉴포유시스템 *신규

현대종합상사

이김컨설팅

에이치앤프랜즈GTL싱가포르

로터스 여행사                                        

한국석유공사

아리랑 트레이딩

화천기공주식회사

파이브로직스

㈜한국투자증권싱가포르

쌍용건설㈜

SK가스

동아지질

현대오일뱅크싱가폴

NCS Line Singapore *신규

메이팀교역

코일텍스틸

고려제강㈜

현대건설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싱가포르 법인

DKC스틸

다이나믹스코스모 ㈜

LG상사

코차이나 로지스틱스

효성

Baker & Mckenzie.Wong & Leow

COSMO SCM 

Schenker Singapore

법무법인(유한)바른 *신규

딜로이트 *신규

Borrel l iWalsh Limited *신규

팬오션싱가폴벌크캐리어

한국투자공사 *신규

PG Automot ive Holdings 

한나프레스

ComSoc Technology 

아시아나항공

신라면세점

리조트월드센토사 *신규

안티김 코리안 레스토랑 

트릭아이뮤지엄

비엘에스코리아

         회 원 사

신한은행

대림산업㈜

현대상선

CJ무역법인

에이온

산업은행

삼보이엔씨(주)

KEB하나은행

삼성 재보험사 주식회사

CJ동남아 지역본부

흥아해운

대양 엔지니어링

우리은행

창 한국식당

케이에스엠 엔지니어링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고려마트

한국관광공사

K&J Butchery 

SK 에너지 인터내셔널

KCC

BJ Photo Studio

LG전자

KINSALE MARITIME *신규 

아그로제네시스 *신규

미래에셋대우 

포스코대우

아모레퍼시픽 싱가포르

JK 종합보험

Duane Morr is & Selvam LLP

삼성전기

대우건설

Bol lore Logist ics 

향토골

두산엔진

NPC산셍

PHILIP MORRIS SINGAPORE

AIA Company Limited 

굿힐코리아센터

Food Hub A&E *신규

대한학원

삼성물산 상사부문

CA Internat ional *신규

국민손해사정

아그로제네시스 *2018회비

KOH BROTHERS Group 

코리아뷰티센터 *신규

롯데호텔 *신규

옐로우싱

판토스 

2017  04

2017  05

2017  07

2017  08

2017  09

2017  11/12

2018  01

2018  02

2018  03

연 회 비

2,500 

1,000 

1,000 

2,500 

3,000 

3,000 

500 

500 

2,000 

500 

1,000 

500 

2,000 

500 

500 

500 

1,000 

500 

2,000 

500 

1,000 

2,500 

3,000 

1,000 

2,000 

500 

1,000 

500 

500 

2,500 

3,000 

1,000 

500 

500 

2,500 

500 

1,500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2,500 

1,000 

2,500 

500 

500 

2,500 

2,000 

1,000 

300 

1,000 

500 

연 회 비

2,000 

2,000 

2,500 

1,500 

1,000 

2,000 

1,500 

3,000 

2,500 

1,500 

1,000 

500 

2,000 

1,000 

500 

1,000 

500 

2,000 

1,000 

3,000 

2,500 

납부 

3,000 

1,000 

500 

                1,000 

2,500 

2,000 

500 

1,000 

2,500 

2,000 

1,000 

1,000 

1,000 

2,000 

1,000 

500 

500 

1,000 

1,000 

2,500 

500 

500 

1,000 

2,000 

300 

1,000 

500 

1,000 

*2017 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과 친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회비납부 KOCHAM INSIDE

2018년 3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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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주소이전

코참 e뉴스레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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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e뉴스레터를 아직 못 받아 보고 있는 분은 사무국으로 이

메일 주시면 등록하겠습니다. 알찬정보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참 e뉴스레터 발송안내

Kinsale Maritime Pte. Ltd./ 킨세일 마리타임
51 Bras Basah Road #08-04 Manulife Centre Singapore 189554

Pan Ocean Singapore Bulk Carrier Pte Ltd / 팬오션싱가폴벌크캐리어
20 Anson Road #12-02 Twenty Anson Singapore 079912

Bmart Asia Trading / 비마트
421 Tagore Industrial Avenue #03-32 Tagore8 Singapore 787805

Korean Reinsurance Company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싱가포르지점
8 Cross Street PWC Building #09-02/03 Singapore 048424

PMK Private Limited / PMK상사
68 Trevose Crescent #02-13 Singapore 298069
 
WooSam Pte Ltd / 우삼
Blk 998 Toa Payoh North 06-21/22 Singapore 318993
Tel: 6356-1316 / Fax: 6356-3058

DONGAH GEOLOGICAL ENGINEERING CO., LTD / 동아지질(주)
The Adelphi 1 Coleman Street #09-08 Singapore 179803

PricewaterhouseCoopers LLP (PwC) / 피더블유씨 
7 Straits View Marina One East Tower Level 12 Singapore 018936
 
AMOREPACIFIC SINGAPORE PTE. LTD / 아모레퍼시픽 싱가포르
8 Cross Street Level 25 PWC Building PWC Building  Singapore 048424

JONG HAP CONSULTING / 종합컨설팅
10 Anson Road  #30-05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79903

New4U system Pte Ltd / 뉴포유 시스템
1 Coleman Street  #09-09 The Adelphi Singapore 179803

Kinsale Maritime Pte. Ltd. / 킨세일 마리타임
51 Bras Basah Road  #08-04 Manulife Centre Singapore 189554

Yellowsing Pte Ltd / 옐로우싱
20 Maxwell Road #04-02N Maxwell House Singapore 069113

KOCHAM INSIDE 회 원 사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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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사 소 식 KOCHAM INSIDE

회원사 인사동정

회원사명

KCC

SK에너지

SK하이닉스

대우건설

팬오션싱가포르벌크캐리어

현대오일뱅크

우리은행

CJ대한통운

두산엔진

SK해운

롯데글로벌로지스

PwC

KPMG

대림코퍼레이션

LG상사

LG전자

LG전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amsung SDS
Global SCL Asia Pacific

최성길 법인장 부임

진재상 실장 부임

민영석 법인장 부임

한상현 지사장 부임

이윤석 법인장 부임

이병재 법인장 부임

조세형 지점장 부임

민선기 법인장 부임

이치묵 지점장 부임

박문기 법인장 부임

성기진 회계사 부임

이규홍 이사 부임

이민구 지점장 부임

송승걸 전무 부임

박충렬 법인장 부임

전희석 법인장 부임

최현석 법인장 부임

구정희 지점장  부임

정재훈 법인장 귀임

강동수 실장 귀임

이상섭 법인장 귀임

김호준 지사장 귀임

정상진 법인장 귀임

임주명 법인장 귀임

박용만 지점장 귀임

이준 상무 귀임

문종화 지점장 귀임

김민수 법인장 귀임

이수영 법인장 귀임

정기욱 회계사 귀임

정재욱 이사 귀임

이병현 지점장 귀임

배상호 법인장 귀임

이호 부사장 귀임

박윤철 법인장 귀임

남궁 성 법인장 귀임

최보성 법인장 귀임

귀임부임

모바일 기업명부(디렉토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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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연 과장

Lim Jung Yeon 

Office   (65) 6426-7209
E-mail   jungyeon.lim@kotra.or.kr

싱가포르 2018/19년도 예산안
- 2018년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키워드는 ‘아시아’, ‘신기술’, ‘고령화’ -
- 상품서비스세(GST)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계획 발표 -

□ 싱가포르, 2018/19년도 예산안 발표  

  ○ 2월 19일, Heng Swee Keat 재무부장관이 2018/19년도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10년간 싱가포르가 겪게 될 가장 큰 변화로 ‘아시아로의 글로벌 경제
       무게중심 이동’, ‘신기술 출현’, ‘고령화’ 등 3가지를 꼽았음.
    - 이번 예산안은 크게 ‘활기차고 혁신적인 경제’, ‘스마트·녹색·살기 좋은 도시’, 
    ‘배려하고 화합하는 사회’ 및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글에서는 경제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룸

                                             자료원: 싱가포르 재무부(MOF)  

□ 단기적 어려움 극복 (Overcoming Near-Term Challenges)

  ○ Wage Credit Scheme(WCS) 연장
    - 싱가포르 근로자의 월급 인상분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Wage Credit Scheme(WCS), 
       2020년까지 연장. 단, 지원 비율은 2018년 20%에서 2019년 15%, 2020년 10%로 축소 예정

자료원: 싱가포르 재무부(MOF) 

  ○ 법인세 환급 (Corporate Income Tax Rebate) 강화 및 연장
    - 2018년 법인세 환급률 40%로 인상 (최대 15,000 싱가포르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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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환급 제도 2019년까지 연장하나, 한도는 최대 10,000 싱가포르달러, 환급률은 20%로 하향조정 예정

  ○ 법외국인 고용부담금 (Foreign Worker Levy) 인상 연기
    - 산업 부문별 외국인 고용부담금 현재 수준 유지 
    - 인상 예정이었던 조선해양업 및 가공업의 외국인 고용부담금도 현수준을 유지하며 인상 연기

       

주: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사항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자료원: 싱가포르 재무부(MOF)

  ○ “적응 및 성장(Adapt and Grow)” 프로그램 강화
    - 산업 부문별 외국인 고용부담금 현재 수준 유지 
    - 인상 예정이었던 조선해양업 및 가공업의 외국인 고용부담금도 현수준을 유지하며 인상 연기

□ 혁신 육성 (Fostering Pervasive Innovation)

  ○ 생산성 솔루션 지원금 (Productivity Solution Grant)
    -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해당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 세금 감면 (Tax Deduction)

  ○ Open Innovation Platform 시범 도입
    - Open Innovation Platform은 기업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가상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임.
    -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하면 이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ICT 기업 및 연구기관과 
       연결해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8년 2분기 내에 운영 시작할 예정

환급률 (%)

환급 한도

YA 2018

40%

$15,000

YA 2019

20%

$10,000

내용

R&D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지적재산(IP) 보호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지적재산(IP) 라이센싱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 인건비 및 소모품 비용의 
150% 만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100% 
세금 감면 혜택 제공

IP 등록 비용의 100% 만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IP 라이센싱 비용의 100% 만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인건비 및 소모품 비용의 200% 만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기업들의 새로운 솔루션 구매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IP 라이센싱 
   비용의 첫 $100,000까지 200%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변경 사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 IP 등록 비용의 첫 $100,000까지 200%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기존 202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본 감면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

- 변경 사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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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RF-Temasek IP Commercialisation Vehicle 도입
    - 정부 지원 연구를 통해 생성된 지적재산(IP)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RF)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Temasek의 
       합작 투자 
    - NRF의 싱가포르 R&D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Temasek의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기 위함.
    - 싱가포르 정부에서 5천만 싱가포르달러, Temasek에서 최소 5천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해 최소 1억 싱가포르달러를 해당
       Joint Venture에 투자할 예정

   ○ Aviation Transformation Programme(ATP) 및 Maritime Transformation Programme(MTP)
    - 기업들이 공항 및 항구를 신기술 개발·테스트·활용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TP 및 MTP 도입. 해당 프로젝트에
      싱가포르 정부는 5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민간 산업파트너들로부터 추가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Aviation Transformation Programme(항공 전환 프로그램)은 항공 수송량 증가, 인력, 토지 및 영공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함. 
    - Maritime Transformation Programme(해양 전환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해양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산업을
       변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가속화하며 현지 해양 R&D 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함.

   ○ National Robotics Programme 확대
    - 노동 생산성 개선을 위해 201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도입된 National Robotics Programme을 확대하여 특히 건설분야에서 로봇 
       기술의 활용을 장려하고자 함.

□ 역량 개발 (Building Deep Capabilities)

  ○ 기업 개발 보조금 (Enterprise Development Grant)
    - 싱가포르는 올해 4월, 싱가포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돕는 IE Singapore와 중소기업들은 지원하는 SPRING Singapore를 통합하여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을 설립할 예정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기존 IE Singapore의 Global Company Partnership Grant와 SPRING의
        Capability Development Grant, 두 보조금 제도를 통합하여 Enterprise Development Grant(EDG)를 운영할 계획
    - EDG는 현지기업들의 역량강화, 확장 및 국제화에 들어가는 비용의 70%를 지원해 줌. 

  ○ 이중과세 공제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 해외 사업 개발을 위한 출장/사절단, 해외 투자 관련 출장/사절단, 해외 무역박람회 참여, 현지 무역사절단 참여 등 글로벌화를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200% 이중과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019년부터 기존 1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15만 싱가포르달러로 확대할 예정

  ○ 광범위적 세금 정책 수정 (Adjustments to Broad-Based Tax Schemes)
    - 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스타트업 및 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Start-Up Tax Exemption 및 Partial
       Tax Exemption 제도 축소

  ○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SMEs Go Digital Programme)
    -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해주는 SMEs Go Digital Programme을 작년에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650여개 기업들이 활용함.
    - 올해 싱가포르 정부는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SBF) 및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 송장작성 체계
       (nationwide e-invoicing framework)를 도입하고자 함.

  ○ Tech Skills Accelerator(TeSA) 강화
    - 정부, 기업, 노동조합(NTUC) 등 3자가 협력해 ICT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2016년에 도입한 TeSA 강화
    - 디지털 기술의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의 산업군 포함
    - 또한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IoT, 사이버보안 등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스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3년간 TeSA에 S$1억4천5백만을 추가 지원할 계획

  ○ 아세안 리더십 프로그램 (ASEAN Leadership Programme)
    - SkillsFuture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의 일환으로 ASEAN Leadership Programme 신규 도입 예정. 이를 통해 비즈니스
       리더들이 동남아시아 시장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Start-Up Tax
Exemption (SUTE)

신생 기업의 경우 첫 3년간 매년 발생한 
수입의 첫 S$100,000에 대해 

법인세 100% 면제 및 그 
다음 S$200,000에 대해 50% 면제

SUTE 적용 기업 외 기업들에게 소득의 첫 

S$10,000에 대해 법인세 75% 면제 및 그 

다음 S$290,000에 대해 50% 면제

첫 S$10,000에 대해 75% 면제 
및 그 다음 S$190,000에 대해 
법인세 50% 면제. 변경사항은 

2020년부터 적용 예정

첫 S$100,000에 대해 법인세 75% 면제 

및 그 다음 S$100,000에 대해 50% 면제. 

변경사항은 2020년부터 적용 예정

Partial Tax
Exemption (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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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 이전 프로그램 (Capability Transfer Programme)
    - 해외 전문가의 스킬을 싱가포르 인력이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파트너십 구축 (Forging Strong Partnership)

  ○ 다양한 파트너십 지원 정책들을 PACT Scheme으로 통합
    - 역량 업그레이드, 사업 개발, 국제화 등에서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 세계와 아시아의 기술, 혁신 및 기업을 잇는 싱가포르 (Global-Asia Node)
    -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예산안 발표에서 싱가포르인들이 해외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혁신 도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Global Innovation Alliance(GIA)를 구축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싱가포르 대학들은 학생들을 위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GIA Beijing 오픈 및 중국 쑤저우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BLOCK 71을 설립함.
    - 또한 해외 혁신기술의 싱가포르 도입 지원을 위해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를 도입한 바 있음.
    - 싱가포르는 2018년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ASEAN Innovation Network를 개발하여 아세안 지역 내 혁신 생태계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Infrastructure Office 설립
    - 아시아의 성장과 함께 인프라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인프라 개발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내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싱가포르는 Infrastructure Office를 설립하여 개발사부터 투자가, 법·회계·금융 서비스사까지 인프라 개발 가치사슬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 간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 내 인프라 개발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 파이낸싱 및 실행하고자 함. 

  ○ Trade Associations and Chambers
    -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어려움을 정부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Local Enterprise and Association Development(LEAD)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임. 지난 2년간 싱가포르 정부는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들의 50여개 프로젝트에 약 4천5백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함.

□ 스마트·녹색·살기 좋은 도시 (A Smart, Green & Liveable City)

  ○ 스마트네이션 (Smart Nation)
    - 기반시설 구축, 디지털·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도시, 삶의 질, 경쟁력 및 사회적 통합을 개선하고자 함. 
    - 현재 싱가포르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 에너지 그리드 2.0 (Energy Grid 2.0)
    - Energy Grid 2.0은 에너지 수요 및 공급의 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아키텍쳐를 개발하기 
       위한 R&D 프로그램으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그리드 신뢰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확대 및 청정에너지 도입을 대규모로
       시험하는 것
    - 다양한 에너지원을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통합 및 최적화하는 Energy Grid 2.0은 다양한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혁신적
       역량을 구축해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

  ○ 탄소세 (Carbon Tax)
    - 싱가포르는 저지대에 위치해있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함.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예산안 발표 시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 발표 시 세부 계획안을 소개함.

프로젝트명 내용

센서 및 IoT 장치 도입을 가속화해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 도입

모든 사람들이 간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결재할 수 있도록 e-Payments 도입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 교통 시스템 개선

국민들이 정부기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Smart Nation Sensor Platform

National Digital Identity System

e-Payments

Smart Urban Mobility

Moments of Life

1

2

3

4

5

한 해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로 모든 산업에 예외 없이 적용

1톤 당 S$5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싱가포르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발전사항, 싱가포르의 온실가스 경감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탄소세율을 검토 후, 2030년까지 1톤당 S$10~15까지 올릴 계획임

적용대상

탄소세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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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지원
    -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시설 소유·운영주가 에너지 효율적 기기 또는 기술에 투자할 경우 Productivity Grant를 통해 해당 비용을 지원해줌.
    - 또한, 에너지 평가(energy assessment), 신규 시설의 에너지 효율적 설계(energy efficient design), 에너지 효율성 투자 등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비용을 Energy Efficiency Fund를 통해 지원해줌.
    -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A Fiscally Sustainable & Secure Future)

  ○ 헬스케어,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예상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싱가포르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은 2011년 39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18년 102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연지출이 36억 싱가포르달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향후 5년간 종합 및 지역 병원
       6개와 외래진료소 4개뿐만 아니라 양로원 및 노인전문센터 등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임.
    - 싱가포르 정부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출은 2011년 85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18년 200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할 예정임. 향후 10년간 
       철도 네트워크 100km 이상 확대, 지역 재개발, 낡은 인프라 교체, 창이공항 제 5 터미널 개발, Tuas 항구 개발, 싱·말고속철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GST를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2%p 인상하여 현 7%에서
       9%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힘. 정확한 시기는 싱가포르의 경제상황, 지출증가, 세금부양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예정임.
    -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수입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GST가 도입될 계획임. 이에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닌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컨설팅·마케팅 서비스, 앱·음악 다운로드 등에 대해 2020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 전문가들 GST 인상 계획에 전반적으로 동의 
    - OCBC社 Selena Ling 경제연구원은 “2017년도에 싱가포르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큰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러한 재정흑자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지출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이는 곧 모든 잠재적 세원(revenue source)을 모색해봐야 함을 뜻한다”며 정부의 GST 인상 계획이 미래에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전함.
    - CIMB Private Bank社 Song Seng Wun 경제연구원은 “정부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놀랐다”며 “GST가 인상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충격도 경감될 것으로 본다”고 전함.
    - DBS社 Irvin Seah 수석경제연구원은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대를 위한 GST 인상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헬스케어 관련 비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헬스케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싱가포르 헬스케어 시스템의 현 비용구조에 대한 검토와 행정적 프로세스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전함.

  ○ 기업들, 비용 인상에 미리 대비해야
    - 2019년 탄소세 도입 및 이로 인한 전기세 인상 전망, 2020년부터 수입 서비스에도 GST 부과,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GST 2%p 인상 등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해당 정책들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및 파악하여 
      대비해야 함.
    - 싱가포르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구매 상품에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바 있음. 

  ○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와의 협력 필요
    -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 특히 아세안의 잠재력과 세계 경제 속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이에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Global Innovation Alliance를 도입하였으며, 올해에는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개시,
       ASEAN Innovation Network 구축 등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함.
    - 또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인프라 개발 니즈 증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싱가포르 내 인프라 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들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플랫폼인 Infrastructure Office
       를 설립한 바, 관련 우리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회를 모색해야 함.
    - 4월에는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IE Singapore와 싱가포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SPRING Singapore, 두 정부기관을
      통합하여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을 개소할 예정임. 이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개발부터 혁신, 해외 
      진출까지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싱가포르는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하기 좋은 국가 2위로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도 싱가포르를 발판 삼아
      아세안으로의 영향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싱가포르 재무부(MOF),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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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스기준서
2017년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 국제회계기준) 9 금융상품’,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함께, ‘IFRS 16 리스’가 종종 언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IFRS 9과 IFRS 15의 의무적용시기가 2018년인 반면에, IFRS 16의 의무적용시기가 2019년이

라는 이유로 그동안 ‘IFRS 16 리스’에 대한 관심이 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리

스기준서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시행일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6년 1월에 새 리스기

준서 ‘IFRS 16 리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2017년 5월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제정을 의결, 12월 20일에 최종 공표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에 상응하는 ‘SFRS 16 Leases’가 공표(Issuance Date : 2017년 12월 29일)되었습

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이며, 조건부 조

기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리스기준서의 문제점

리스는 유형의 가치를 지불하고, 특정기간 동안 특정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는 거래로 다양한 

산업에서 설비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산 이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리스기준서 

(IAS 17(국제회계기준), K-IFRS 제1017호(한국), SFRS(I) 1-17(싱가포르))의 회계모형에서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반면,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

우 리스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회계기간에 발생하는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다수 리스 약정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

고, 영업용 자산과 레버리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시각이 많

았습니다. 또한, 각 기업들은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통한 부외부채 효과를 얻기위해 거래를 구조화시

키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리스기준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기준서가 등장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기준서의 연차개선이 아닌 새로운 기준서의 제정이므로 그 내용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

족할 것입니다. 가장 큰 변동사항은 앞서 언급한 기존 리스기준서의 문제점에서도 알수 있듯이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나 운용리스의 구분없이, 제공받는 금융과 자산을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를 포함한 새로운 리스기준서가 기존 리스기준서 대비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아

래와 같습니다.

■ 리스이용자의 모든 리스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

   (이에 대해 다음 문단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

■ 리스이용자의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

■ 리스의 식별과 관련한 상세한 지침 제공

■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구분 규정 명확화 및 실무적 간편법 인정

■ 리스료의 범위 변경 (지수나 요율관련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 관련 리스료)

■ 리스부채 재측정, 리스변경 회계처리 지침 제공

■ 판매후리스 회계처리 변경 (자산이 판매인지를 IFRS15에 따라 판단)

■ 공시 강화

이규홍 이사

KPMG Services Pte Ltd 

Lee Kyu Hong (Kyle) 
Director, Korea Practice

Office   (65) 6213-3129
Mobile (65) 8869-0993
E-mail   kylelee@kpmg.c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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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의 식별

앞서 언급한 ‘리스이용자의 모든 리스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새로운 기준서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를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기준서 대비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재무상태표상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는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식하며, 현금흐름표상에는 리스부채의 

현금상환액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는 리스, 렌탈 또는 임차 등 그 명

칭을 불문하고 기준서 상의 리스정의를 충족하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기존 리스기준서상에서는 금융리스와 운

용리스의 구분이 매우 중요한 회계이슈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리스기준서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이므로 리스계약의 식별이 중요한 회

계이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리스 기준서상의 리스계약 정의에 따라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도를 표현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영향

상기와 같이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리스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기존 리스기준서와 

새로운 리스기준서의 회계처리 차이를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되어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가 사용권자

산과 리스부채로 인식되게 됩니다.

source : 금융감독원 2018년 1월 16일 보도자료

이러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에 따라 기업마다 규모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

히, 항공기와 선박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항공사와 해운사의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은 과거에도 이미 언론을 통해 수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조금더 깊게 들어간다면, 현금리스료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원가로 인해 총리스원가는 리스기간 초기

에 더 많이 인식되게 되며, 따라서, EPS(주당순이익)가 리스기간 초기 개정전 회계처리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자보상배율과 자산회전율

은 낮아지는 반면, EBIT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는 리스료 인식이 아닌 사용권자산 상각비 인식으로 인해 증가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주재 종속기업 또는 지점의 경우 리스계약된 대규모 설비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임차계약 뿐만 아니라 주재원의 복리후생 목

적 각종 임대, 렌탈계약에 대한 리스계약 식별이 필요하며, 리스계약에 대한 인식면제 규정과 계약 형태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2019년 시행일 이전까지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용한 정보 회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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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 유용한 정보

2018 싱가포르 세법 개정 
지난 19일 ‘Together, A Better Future’라는 기치로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은 올해 정부 예산

(Budget 2018)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경제는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 회복과 함께 견고한 성장을 보이

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 3.6%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

전히 2%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투자를 고려해 이

번 정부 예산에 세금 인상안을 많이 포함했다.

한국 기업과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겠다.

부가가치세(GST) 인상

GST는 지난 2007년부터 7%로 계속 유지되다 이번에 9%로 인상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오는 2021~2025년 사이로 발표했다.

GST 인상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탓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상을 언급했다. 이번 발

표에서는 시행 시기를 3~7년 여유를 둬 회사와 개인이 GST 인상에 준비할 기간을 제시했다.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은행, 보험 등 면세사업자에 속하는 회사와 개인은 GST 인상의 영향

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용역에 대한 GST 부과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서비스 용

역에 GST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내 공급자가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 GST를 부담하는 반면

에 국외 공급자가 서비스 용역 제공시 GST를 부담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다. 구

체적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서비스에 GST가 부가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판매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

는 서비스 공급자는 싱가포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급한 서비스에 대한 GST

를 내야 한다. 

기업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GST를 내

는 ‘대리납부’(Reverse Charge) 개념도 도입된다.

공급받는 자가 과세 사업자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대리 납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으로 예상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기존에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GST 대리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

에 이번 개정안을 주시해야 한다.

법인세 세액감면제도(Corporate Income Tax Rebate)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기존 

법인세 세액감면제도를 확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총 납부세액의 40%(기존 20%)와 1만5천 싱

가포르 달러(SGD 기존 1만 달러) 중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허용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이번 

감면제도는 내년까지 연장됐고, 내년에는 총 납부세액의 20%와 1만 싱가포르 달러 중 작은 금액을 세

액공제로 허용한다.

부분 조세감면제도(PTE - Partial Tax Exemption) 

수년전에 도입된 부분조세감면제도와 스타트업조세감면제도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의 혁신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실제로 과세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에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기업간 형평성 문제

도 종종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PTE는 오는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축소, 변경된다.

 

성기진 회계사

PwC | KBD (Korea Business Desk) 

Seong Ki Jin 

Office   (65) 9616 9224
Mobile (65) 8247 6166 
E-mail    kijin.seong@sg.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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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세무지식

스타트업 조세감면제도(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y)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탄소세 (Carbon tax)

지난해 정부예산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탄소세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2019~2023년까지는 톤 당 SGD 5가 부과되며, 이후~2030년까지는 톤 당 SGD 10에서 SGD 15가 부과될 예정이다. 내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에 처음으로 탄소세 납부가 시행될 전망이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정부예산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0일부터 SGD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본취득인지세(BSD  Buyer’s Stamp Duty) 

4%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19%(기존 18%)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

* 외국인이나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 기본 취득인지세를 포함해 추가 취득인지세(ABSD -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15%를 

부담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정부 세수확보를 위해 세율이 인상됐고, 기존 혜택 축소가 주된 내용이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 헬스케어, 

교육,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계획 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산업별로 개정되거나 변경, 확대 된 인센티브 제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면사정상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R&D 투자, 지적재산

권 등과 관련한 세제혜택은 확대되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사항을 포함해 이번에 발표된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전체를 각 기업 입장에서 검토

해보는 게 장기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2019년까지) 개정 안(2020년부터) 

      

    

 

                          과세대상 소득

최초 SGD   10,000

다음 SGD 290,000

        합  계

공제율

75%

50%

공제율

75%

50%

소득 공제액

SGD    7,500

SGD 145,000

SGD 152,000

                         과세대상 소득

최초 SGD   10,000

다음 SGD  190,000

                  소득 공제액

SGD   7,500 

SGD  95,000

SGD 102,000

기존(2019년까지) 개정 안(2020년부터) 

      

    

 

                          과세대상 소득

최초 SGD   10,000

다음 SGD 200,000

        합  계

공제율

100%

50%

공제율

75%

50%

소득 공제액

SGD 100,000

SGD 100,000

SGD 200,000

                         과세대상 소득

최초 SGD   10,000

다음 SGD  190,000

                  소득 공제액

SGD  75,000

SGD  50,000

SGD 125,000

기본 취득 인지세(BSD)

1%

2%

3%

4%(신설구간)

최초   SGD 180,000

다음   SGD 180,000

SGD 360,000 초과

해당사항 없음

최초   SGD 180,000

다음   SGD 180,000

다음   SGD 640,000

SGD 1,000,000 초과

최초   SGD 180,000

다음   SGD 180,000

SGD 360,000 초과

해당사항 없음

2018-02-19일까지
주거용 부동산 (변경 됨) 비주거용 부동산(변경없음)

2018-02-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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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식 유용한 정보

암호화화폐공모(ICO) 이행 관련 현실적 법률이슈

암호화폐공모(ICO) 또는 디지털 토큰(“토큰”)발행은, 토큰 구매자가 회사(“발행자”)로부터 토큰

을 구매하는 형식의 신규 공모(public fundraising) 방식이다. 토큰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와 기존의 

화폐교환(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화폐)으로 구매되며, 모금된 금액은 발행자의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 개발에 사용된다. 최근, 몇몇의 기존 기업들은 “리버스 암호화폐공모(Reverse ICO)”라 

하여, 자체적으로 토큰을 발행하여 모금을 진행하고, 해당 자금을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새로운 활

기를 불어넣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토큰의 용도는 (1) 토큰 발행자로부터 제품 혹은 서비스 구매,(2)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권리를 수여하는 등 다양하다.    

만약 일정 토큰이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상장되었다면, 해당 토큰은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와는 별도로 투기에 기반하여 가치평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토큰 발

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실적이 좋거나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토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며 토큰의 부수적인 가치 또한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토큰은 미래에 제품을 

이용하려는 자와 회사의 성공에 투기하는 자에게 유용하다. 이는 암호화폐공모와 리버스 암호화폐공

모에 발행된 토큰 모두에 해당된다.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띠거나, 또는 그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

기 때문에, 특정 관할권에서는 유가증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는 암호화폐공모에 따른 토큰 발행

이, 이와 연관된 증권 법률(Security and Future Act, “SFA”)에 의해 규제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해

당 토큰 발행자는 토큰 발행 전에 특정 허가나 인가를 취득하거나, 투자 안내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

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토큰공모는 규제 대상인가?

토큰공모와 관련된 규제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몇몇 관할권에서 토큰과 관련하여 명

시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자는 특정 관할권에서 본인들이 발행한 토큰이 증권 혹은 

기타 금융시장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증권 혹은 

기타 금융시장제품으로 간주), 이에 따라 어떠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

아야 한다. 토큰 공모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도, 법률 검토에 대한 어려움을 더하게 되

는데, 이는 토큰매매가 이뤄지는 모든 관할권의 증권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증권법의 규제를 피하려는 발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편이 있다. (1) 

토큰 매매를 암호화폐공모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 관할권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2) 토큰

이 증권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 특징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김성희 변호사

Duane Morris & Selvam LLP
Senior Legal Manager

Kim Sung Hee 

Office   (65) 6311-3653
Mobile (65) 9187-5391 
E-mail  shkim@duanemorrisselv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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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용한 정보  법률지식

만약 토큰이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면?

싱가포르에서의 ‘증권거래자(a person ‘dealing in securities’)’는 SFA법률에 입각하여 자본시장서비스 면허(CMS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면제대상 제외). CMS 면허 없이 증권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싱가포르 달러 15만불까지의 벌금 혹은 최고 3년형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증권(면제대상 제외)은 매매 전에 투자 안내서(prospectus)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 투자안내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자안

내서 없이 진행되는 증권판매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싱가포르 달러 15만불까지의 벌금 혹은 최고 2년형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토큰은, SFA법률에 의해 규정된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렇게 하면, 해당 토큰은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조화 되게 는데, 이러한 토큰은 (1) 그 발행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

는 쿠폰형식으로 운용되며, (2) 토큰의 구매자들은 그 발행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3) 토큰의 구매자와 발행자 사이에 어떠

한 이익 분배도 약속될 수 없으며, (4) 상호간에 어떠한 종류의 채무관계도 맺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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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것인가?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그 토큰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관할권의 법령에 달려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몇몇 관할권에서는 토큰

과 관련된 정확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각각의 토큰의 특징을 고려하여 SFA법률하에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것

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FA 법률 하에 증권은 주식, 채무증서, 합자회사 혹은 유한 책임 회사의 지분 혹은 집합증권투자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만약 토큰이 유가증권

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유가증권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토큰 발행자가 미래에 토큰 구매 금액

을 구매자에게 다시 되돌려준다고 약속하면, 이는 채무증서로 고려되어 SFA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암호화폐공모를 준비할 때에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토큰 개발 비용(토큰의 특징 수정 변경)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토큰 발행자는 증권법에 위배되는 토큰을 발행하게 될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암호화폐공모 전 토큰개

발에 필요한 자금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로 인해 발행자가 일반기업(가령 벤처 투자자)과 암호화폐공모 시 토큰구매 권

리를 체결하겠다는 ‘암호화폐공모 이전 구매 계약서(Pre-ICO Purchase Agreement)’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권리 계약 상의 토큰 가

격은 일반적으로는, 암호화폐공모 가격보다 낮게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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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 토큰 발행자는 재단형식을 통해 공모할 필요가 있는가?

암호화폐공모를 하기 위한 이상적인 법인의 형태는, “주식자본이 없는 비영리기업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적 있다. 이에 대한 일례로는 스위스 

재단이 있는데, 이는  Ethereum이 사용한 방식이기도 하다. 스위스 재단은 개별적인 법인으로,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이 자산은 특

정 용도(대개는 자선 관련 용도)로 옮겨진다. 이러한 재단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설립자의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며, 정부당국의 규제 대상

이 되기도 한다.  

싱가포르에서 재단과 가장 가까운 법인의 형태는, 보증책임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CLG”)이다. 재단과 CLG의 가장 중

요한 유사점은, 둘 다 주식자본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CLG의 구성원은 CLG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wind up)이 발생 시 해당 wind 

up을 진행하기 위해 약조한 금액에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은, 작게는 싱가포르 1 달러로 책정될 수 있다. 보통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CLG의 형태로 설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한회사는 비영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단 혹은 CLG를 설립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우선, 주식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큰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비영리적인 기업의 특수성 때문에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토큰 공모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

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이하와 같다.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더라도, CLG는 주식 외의 채무증서등과 같은 다른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싱가포르통화청은 토큰의 

특징과 구조를 토대로, 해당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지를 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내에서 발행하는 토큰의 경우, 유가 증권으로 분류

되는 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업형태를 이용하여 공모를 했는 지는 무관하다. 나아가 주식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CLG의 경우)에는 

자금 공모 및 벤처사업 정리(기업 매각 등)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이 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CLG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CLG는 몇

몇의 엄격한 필요조건들을 준수해야한다. 이는 기업의 수익 배분의 제한 및 자선적, 발전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포함한

다. 이러한 조건은 상업적 용도의 법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자선적 목적으로 토큰을 발행할 시에는, CLG를 법인의 형태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결론
결국, 토큰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적어도 싱가포르에서는), 규제당국은 토큰의 구조보다는 토큰의 기능 및 특징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ICO를 위한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로 CLG를 선택한다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각종 추가적인 조항들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려

하여야 한다. 

 법률지식 유용한 정보

* 본 기고문은,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는 암호화폐 및 ICO 관련 이슈를 일반적인 입장에서 조명하고 있으며, 본 기고문이 
  법률  상담으로 간주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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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 유용한 정보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세무 유의사항
싱가포르 소득세 목적상 납세자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정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이익1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변경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기고문은 하기의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잠재적인 소득세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FRS 109 - 금융상품

● FRS 115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FRS 116 - 리스 

FRS 109
FRS 109 (금융상품)은 FRS 39 (금융상품 - 인식 및 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당일 또는 그 이후의 연간 기간 (annual periods)을 시작

하는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회계적 관점에서, FRS 109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Hedge회계와 손상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소개합니다 (FRS 39와 비교). 

세무적 관점에서는, 금융 자산과 부채로부터 발생한 공정가치 손익, 수익과 비용에 대해 싱가포르 소득세법 (“SITA”)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 (“IRAS”)은 2017년 11월 22일에 더욱 상세한 가이드2를 발표하였습니다. 

FRS 109 과세 처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회계 처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본 기고문 주

제와는 상이하지만 FRS 109 과세 처리에 관한 중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자산은 당기손익을 통한 공정가치 (“FVTPL”), 기타 포괄손익을 통한 공정가치 (“FVOCI”), 또는 감모상각 금액으로 구분될 수 있습

니다. FVOCI는 FRS 109에서 소개되는 새로운 구분 법이며 금융 자산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 금융 부채는 FVTPL 또는 감모상각 금액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FVTPL로 구분되는 수익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3은 손익 계정 상 이익 또는 손실로 인식이 되었을 경우 (즉, 시가 평가 기

준) 과세 또는 공제가 됩니다. 이는 기본이 되는 금융상품(underlying financial instrument)이 아직 인식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매각되었

을 때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 FVOCI로 구분되는 수익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기본이 되는 금융상품이 인식취소가 되거나 매각 되었을 때 (즉, 실현 

기준으로) 과세 또는 공제가 됩니다.

● 감모상각 비용으로 측정되는 수익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 (환산 차이 등)은 기본이 되는 금융 상품이 인식 취소가 되거나 

매각되었을 때 과세 또는 공제가 됩니다 (즉. 실현 기준으로).

● 금융상품이 수익 또는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대한 과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이자 수익 또는 공제 

대상 이자 비용 금액은 다음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o 금융상품이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자율4.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o 금융상품이 수익계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 이자율5. 이와 같은 경우 금융상품이 인정 이자수익 또는 이자 비용이 고려되지

  않는6  무이자 대출 또는 정상가격이 아닌 대출과 관련이 없다면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즉, 과세 대상 수익의 계산은 판례법 원칙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소득세법의 특정 법 조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2 E tax guide 제목: “Income Tax: Income Tax Treatment Arising from Adoption of FRS 109 - Financial Instrument” dated 22 November 2017
3 대손으로 인한 손상 차손의 처리는 FRS 109 과세 처리 조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계약 이자율은 채무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의 이율입니다.
5 유효 이자율은 차용 비용, 계약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차이에 의한 할인 또는 할증을 고려합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S는 정상가격에 의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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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세무지식

FRS 109 과세 처리는 필수이며,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선택사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FRS 109 과세 처리 적용은 금융 자산과 부채가 자본 계정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상 불리한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금융 자산의 특정 공정가치 손익은 시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과세되거나 공제됩니다. 이것은, FRS 109 과세 처리가 도입되기 이전, 실현 

기준으로 공정가치 손익을 과세하거나 공제하도록 선택한 (즉, “구 FRS 39 과세 처리)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 FRS 39 과세 처리에 따라 인식된 수익 금융자산의 미실현 이익은 FRS109가 처음 도입되는 과세연도 (Year of Assessment, “YA”) 

(일반적으로 YA 2019 또는 YA 2020)와 관련되는 기초 기간 (basis period)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추가적

인 조세 부담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납세자는 요청에 따라 조세 채무를 납부하기 위하여 추가 3개월 할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각의 경우에 따라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보다 장기간의 할부 기간을 부여 할 수도 있습니다. 

FRS 115
FRS 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는 2018년 1월 1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사업연도 (annual periods)가 시작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FRS 11 (건설계약), FRS 18 (수익), INTFRS 115 (부동산 건설 약정)을 대체합니다.

FRS 115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양도에 따른 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

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싱가포르 원천소득은 납세자에게 그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되는 것입니다. ”발생하다 (accrue)”의 의미는 싱가포르 소득

세법(SITA)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에서 수립된 원칙7에 의거하면, 소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납

세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이며, 이는 반드시 납세자가 체결한 특정 거래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회계적 관점에서 FRS 115에 따라 소득이 인식되는 시점은 세법 상 소득의 ‘발생주의’ 원칙과 상당한 부분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RAS는 FRS 115 채택에 따른 세무 처리에 대한 지침8에서 별도의 세무 처리가 판례 또는 특정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되었거나 FRS 

115에 따른 회계 처리가 세무상 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FRS 115에 따라 결정된 회계상 수익이 세무상 수익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FRS 115를 채택할 때 상당한 세무 조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수익 인식 회계 기준과 비교하

여 FRS 115의 채택은 회계 상 수입 인식을 가속화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동 통신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휴대전화 약정은 전형적으로 매월 고정된 요금을 대가로 하드웨어 선불 공급 (즉, 모바일 해드셋)

과 서비스의 제공 (즉, 인터넷 및 전화 연결)을 지정된 기간에 제공합니다. FRS 115에 따르면, 이동 통신 사업자는 해드셋의 가치를 배분하도록 

요구되며, 이 금액은 계약을 시작하는 순간 수익 (과세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남아있는 계약 기간에 따라 동등하게 배분되어 제공되는 서비

스도 포함합니다. 이 예시는 납세자의 사업 모델이 FRS 115 채택 이후 변경되지 않을지라도 먼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납세자가 FRS 115을 채용하는 경우 이전 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의 과다 인식 또는 과소 인식은, 해당 수입이 본질적으로 수익의 성격을 갖

는 경우, 향후 같은 수입에 대한 이중 과세 또는 비과세를 피하기 위한 세무 조정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무 조정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ABD v Comptroller of Income Tax, [2010] SGHC 107
8 IRAS e-tax guide 제목: “Income Tax Treatment Arising from Adoption of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15 -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dated 12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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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Public consultation on Income Tax Implications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FRS 116 - Leases issued by IRAS on 8 August 2017
10 해당 사항에서 자본 수당 (capital allowances)은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문단에서 논의됩니다.
11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FRS116 적용 후부터는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세무지식 유용한 정보

이 될 수 있으며, FRS 115를 처음 채택하는 과세연도와 관련된 사업연도(일반적으로 YA 2019 또는 YA 2020)에 과세되거나 공제 될 수 있습니다.

 

FRS 116
FRS 116 (리스)은 FR 17 (리스)을 대체하며 2019 년 1 월 1 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사업연도(annual periods)가 시작하는 기업에게 적용이 됩니

다. (즉, 12 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납세자의 경우 YA 2020, 그 외 YA 2021).

FRS 116의 주요 변경 사항은 임차인이 운용리스 방법을 사용한 리스가 더 이상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2 개월 미만의 리스 또는 낮

은 금액의 리스 제외). 대신, 임차인은 리스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여야 하며, 리스자산과 부채는 회피불능 미래 리스료의 현재 가치

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동 회계 변경에 따른 세무적 관점의 주요한 시사점은 임차 비용 대신에 리스 자산의 상각 및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가 재

무제표에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회계 기준은 전반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아직 리스 자산의 상각 및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의 과세 처리 방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예고된9 과세 처리 방법은 계약서상의 임

차료에 기초한 리스료 지급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목적 상 임차자산이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는10 경우는 제외합니다. 모

든 다른 사항이 동일하다면, 계약상의 임대료가 리스 기간 동안 동일하더라도, FRS 116에 따른 임차인의 순이익은 리스 초기 연도에 더 작을 것이

며, 후기 연도에 더 높을 것입니다. 예고된 과세 처리 방법에 따라 임차인은 공제 가능한 리스 금액에 도달하기 위하여 세무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SITA에는 임차 공장 또는 기계에 대한 투자보조금 (capital allowances)을 청구하는 주체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지를 판별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일정 부분 임차인의 재무제표상 리스에 대한 회계 분류11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조항들이 개정되어

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다양한 회계 기준의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점에 있어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정들이 요구되며, 이는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 수입 또는 비용이 과세 또는 공제되는 시점의 조기 도래 또는 이연에 따른 현금 흐름.

앞서 명시한 세무적 영향의 중요도는 납세자의 세무 상황과 사업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세무적 영향에 대한 의문

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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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No.1 한인업소록 “옐로우싱” 
지금 다운받으세요!
앱스토어 키워드  Yellowsing

놓치면 후회하는 각종 프로모션 및 할인정보 제공!
옐로우싱 앱으로 싱가포르 생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싱가포르 디자인 컴퍼니 !

싱가포르에서 2005년부터 13년간 많은 한인기업의 디자인과 마케팅을 함께해왔습니다. 옐로우싱 
디자인은 광고기획 및 디자인, 웹디자인, 그래픽디자인의 시대적인 트랜드 분석과 앞서 나가는 
기획력과 기술력으로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고객의 Needs를 우선으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Yellowsing Pte. Ltd. 
Tel : +65-8201-8446  /  info@yellowsing.com.sg
www.yellowsing.com / www.yellowsingdesign.com

명함제작  / 웹사이트 / 온라인쇼핑몰 제작 
현수막 제작 (건설현장 대형배너)  / 광고기획 및 디자인
옐로우싱 한인업소록 어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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