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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FIRSTWORDS

2017년/2018년에 이어서 3번째 Annual KOCHAM Journal을 발간합니다.

2016년부터 회원사를 포함한 한인사회 전체 이메일망을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KOCHAM eNews를 보내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며 상공회의소 활동에 대한 

공감대와 인지도를 높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참저널은 주요 행사 및 각종 

활동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의 소식 및 유용한 정보를 전하면서 그동안의 활동

을 되새겨보며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 싱가폴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

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기술의 급

격한 발전으로 산업 간 융합과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탐욕적인 무역 전쟁이 세계의 평화와 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혁

신적인 대처와 국민들사이의 인화가 절실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7월과 11월달에 15년만의 국빈 방문과  아세안 PLUS 3  Summit에 

참석하셨습니다.  동포간담회를 통해서 청년실업 타개와 아세안을 중요한 파트너로 

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등을 역설하셨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소

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2018년 2월에 창립되고 1사 1청년 일자리협약식을 제안하여 740만 재외동포등에게 청

년일자리 창출의 촉매제 역할를 한 아세안 한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대한상의가 2019

년 우리 신년회에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모두 상의 활동과 외연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발전에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가 함께 할 것입니다.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KOCHAM = 4 + 4 = 8 (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펴진다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봉 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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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연초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되

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해 싱가포르에서는 의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과 15년만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아세안 정

상들에게 잘 전달하는 계기가 된 한-아세안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지원,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등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서 한-싱 양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다수의 MOU들도 체결되었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와 아세안 지역에서의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고, MOU를 토대로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관계를 만

들어 가야 합니다.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성

공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하강 등 외생적 요인들은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커다란 불확실성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과거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해 왔던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저

력과 역량을 믿기에 연말에는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봉세종 회장님과 운영진들의 훌륭한 리더쉽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국 상공회의소가 더욱 왕성히 활동함과 동시에 회원 여러

분 한분 한분의 사업도 계속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         
        안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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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간담회 

2019 코참 신년오찬 및 강연회

강연자: 조승규 NUS경영대학 교수

싱가포르 청년일자리협약식 

2019 코참 정기총회 &
네트워킹 오찬 

2019년 5 & 11월 중

18:3            0-20:00

Young Professional
네트워킹 디너 

2019년 6월중

KOCHAM
Sponsor Night! 

2019 상반기 세미나

2019년 3월 20일
싱가포르 예산안 

및 동남아시아 세무 세미나 

2019년 4월 18일
MOM(싱가포르노동부) 세미나 

2019년 6월 26일
임대차 등 법률 세미나 및 네트워킹 세션 

2019년 5,7,9,12월

2020년 2,3월 중 

코참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2020년 코참 신년오찬회
및 강연회

* 기타 세미나 및 워크숍은 추후 공지

한-싱 저명인사 초청 자선골프  12:30-17:30
상공인의 밤 / 네트워킹 디너  18:30-22:00

2018년 1월 9일(수)

18:30-20:00

2019년 1월 10일(목)

11:30-14:00

2020년 1월 9일(목)

2019년 8월 29일(목)

2019년 4월 12일(금)

11:00-13:30

코참 행사달력 Calendar

장소: Tower Club Singapore 장소: Tower Club Singapore 장소: Tower Club Singapore 

장소: Singapore Island Country Club 
(SICC)

SICC, Grand Ballroom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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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운영위원 소개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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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mmittee Member

Fare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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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Dinn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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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에 오시게 된 경위와 싱가포르에 대한 소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HP Singapore 계측기 사업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

년 지금의 LS 전선에 입사하여 초고압 송전을 담당하는 사업부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

여 오다가 2019년 1일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15년전의 싱가포르의 모습에서 한 발 

더 발전한 싱가포르의 모습에 놀랐으며, 한 편 예전에 즐겨 찾았던 핫(Hot)한 음식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같은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Multinational한 모습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과 그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Local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을 다시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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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 (Singapore Power)의 주요 공급자 중의 하나 입니다. 주로 

66kV~400kV에 이르는 송전선로에 대한 제품공급과 공사 수행이 주 업무입니다. 아울러 

LTA(도로교통국)의 MRT 건설 프로젝트에 전력공급 및 특수 목적의 전선을 공급하고 있으

며 현재 이 분야의 가장 큰 Cable Suppli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선소의 신규 선박 

건조 관련하여 선박용 전선 공급 계약에 성공하였으며 PSA(항만청)에 Crane Cable 공급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통신선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과 LAN 케이블 공급을 위해 

현지 공사업체 및 Distributor들과의 사업 협력을 추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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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저의 짧은 경험으로 미루어 말씀 드리자면, 타 경쟁사들과 현장에서 어떻게 차별화

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Catch up 해 갈지

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명확

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고객의 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숨은 Needs

를 찾아내어 이에 대해 남들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현지 대응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사와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Ryu, Dong-Choun (류동춘)

General Manager  (지사장)

LS Cable & System Ltd.

10 Ubi Crescent #02-84 Ubi 
Techpark Singapore 408564

Tel: +65-6342-9162
Email: redled@lscns.com
Website : www.lscns.com

기업탐방 INSIDE KOCHAM

LS Cable & 
System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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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INSIDE KO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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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당사는 앞에서 언급 드린 전력청을 비롯한 Local 업체들과의 사업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

고 특히 건설, 선박 분야의 성장이 도드라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우리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당

사가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참 활동을 통하여 더 넓은 현장 정보를 습득하

고 당사의 정보를 공유 드려서 코참 전체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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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근무를 시작하여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전임 지사장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평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싱가포르 시장에서 최고의 Cable 업체의 위치를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새롭

게 가입한 코참에 큰 기여를 해 나아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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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사 소개 INSIDE KOCHAM

노승관  (Noh Seung Kwan) 대표
K-Inc Konstruct Pte. Ltd.
107 Gul Cir, Singapore 629593
Phone: (65) 6287-7062
Email: 2007kinc@gmail.com

Piling Works / Soil Stabilisation

이수옥 (Lee Soo Ok) 대표 
황실 / Hwang sil Korean Restaurant
38 Maxwell Rd #01-03/05 Singapore 069116
Phone: (65) 6224-4371
Email: Soook79@gmail.com

싱가폴에서의 한국음식 문화 보급 : Supply culture of Korean food in Singapore

윤민주  (Yoon Min Joo) 변호사 
Eversheds Harry Elia LLP
SGX Centre 2, #17-05, 4 Shenton Way Singapore 068807
Phone: (65) 6535-0550 / 6361 9895
Email: minjooyoon@eversheds-harryelias.com

1988년에 설립된 Harry Elias Partnership 는 2017년 6월 1일 Eversheds Sutherland 
(International) LLP 와 합병하여 싱가포르에서 가장 규모있는 글로벌 로펌중 하나인 
Eversheds Harry Elias LLP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인 담당자 업무소개: 
싱가포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정법 (소송●조정●협상) 을 전문적으로 담당하
고 있습니다. 영어●한국어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으며, Eversheds Harry Elias LLP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기업인수합병, 증권●금융, 기
업구조조정, 소송●중재●조정, 지적재산권, 건설, 부동산 등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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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섭 (Ban Min Sub) 법인장 
현대글로벌서비스 싱가포르 법인/ HYUNDAI GLOBAL SERVICE SINGAPOR
8 Temasek Boulevard #38-02A Suntec Tower Three Singapore 038988
Tel: (65) 6932-6300
Email: sales.sg@hyundai-gs.com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토탈 선박서비스 전문 회사로, 선박 인도 후 폐선까지 필요한 정비·수
리·개조 및 토탈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선박 기자재 공급, 기술지원 등의 주력사업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Total Marine Service Provider (Marine & Engine Spare Parts Supply, Technical Service, 
Retrofit)

이동규 (Lee Dong Kyu) 대표 
삼탄 / STI Pacific Pte Ltd
8 Eu tong Sen Street #16-99 The Central Singapore 059818
Phone: (65) 6224-5658
Email: dklee@samtan.co.kr

자재 / 석탄 Trading
에너지/자원개발 전문기업 삼탄의 싱가포르 법인

신규회원사 소개INSIDE KOCHAM

안미미 (Ahn Mimi) 싱가포르 변호사 
법무법인 포커스 아시아 / Focus Law Asia LLC
16 Raffles Quay #16-04 Hong Leong Building Singapore 048581
Phone: (65) 6950-0843
Email: mimiahn@focuslawasia.com

법무법인 포커스 아시아는 싱가포르의 부티크 로펌으로 개인 및 기업 간 소송, 국제중재, M&A, 
계약서 작성, ICO 프로젝트 자문, 법인설립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안미미 변호사
는 2015년에 싱가포르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싱가포르 한인 변호사로써 국제 중재 및 소송 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미미 변호사는 싱가포르 법원 출석이 가능하고 싱가포르 형사/민사 소
송을 직접 수행합니다. 현재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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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켱 (Yeo Soon Keong) 디렉터  
콰 우 앤드 파머 (QWP) LLC / Quahe Woo & Palmer LLC
180 Clemenceau Avenue, #02-02 Haw Par Centre, Singapore 239922
Tel: (65) 6622-0366
Email: enquiry@quahewoo.com

Provide leagal advice and legal services/법률서비스제공(코리아데스크 운영)

박홍규 (Park Hong Que) 대표  
미디어프론트 싱가포르 / Mediafront Singapore Pte Ltd
26 Sentosa Gateway #01-38/39, Singapore 098138
Tel: (65) 6963-4127
Email: info@headrockvr.sg

Game Arcade, VR theme park “HeadRock VR” operation in Resorts World Sentosa
한국의 새로운 미디어 산업의 선두주자인 미디어프론트의 싱가포르 지사.싱가포르 최초의  
VIRTUAL REALITY 테마 파크인 헤드락 VR 매장을 리조트 월드 센토사 내에 2018년 11월 17
일에 개장함.

유지연 (Julia Yu) 파트너 변호사 
운&바줄 법률사무소 / Oon&Bazul LLP
36 Robinson Road, #08-01/06, City House, Singapore 068877
Tel: (65) 6223-3893
Email: general@oonbazul.com

운&바줄 법률사무소는 모든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 서비스 로펌입니다. 사법 시
험 출신 한국인 변호사와 일본어에 능통한 한국인 스탭으로 구성된 한국 법무팀은 사무소 내의 
다양한 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한국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주영 (Lee Joo Young) 사무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싱가포르 사무소
K-SURE(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Singapore Representative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
Tel: (65) 6715-9740
Email: ljy0451@ksure.or.kr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보험 및 보증 운영 공공기관
수입자 신용조사, 무역보험 인수, 보상,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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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룡 (AHN SEO YONG) 대표  
㈜라쉬반 싱가포르 / LASHEVAN SINGPORE PTE. LTD.
200 JALAN SULTAN #13-02/03 TEXTILE CENTRE SINGAPORE 199018
Email: lashevan.singapore@gmail.com

한국에서 Smart Underwear로 이름난 Lashevan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Lashevan Singapore 입니다.

코차이나 티엔씨 회계법인 / KORCHINA TNC CPA (SINGAPORE) PAC
3 SHENTON WAY #16-08 SHENTON HOUSE SINGAPORE (068805)
Tel: (65) 6394-9163
Email: tncsgcpa@korchina.com

회계감사
Statutory Audit / Financial Statements Review Reporting / Compilation Reporting

신규회원사 소개INSIDE KOCHAM

홍석진 (HONG SUCK JIN) 대표 
코차이나 티엔씨 / KORCHINA TNC (SINGAPORE) PTE. LTD.
3 SHENTON WAY #16-08 SHENTON HOUSE SINGAPORE (068805)
Tel: (65) 6542-2309/ 9655-6557
Email: tncsg@korchina.com

컨설팅 Consulting 
싱가포르 회사 설립 서비스 / 싱가포르 회사 비서 서비스 / 세무,회계,감사업무 대행서비스
사무 행정 대행 서비스 / 가상 오피스 서비스 / 무역 업무 대행 서비스

박광신 (James Park) Vice President, Sales (Corporate Travel) 
유오비 여행사 / UOB TRAVEL PLANNERS PTE LTD 
#480 Lorong 6 Toa Payoh Unit 20-01 HDB Hub East Wing Singapore 310480
Tel: (65) 9876-2154 / DID: (65) 6302-5553
Email: James.ParkKS@uobgroup.com

UOB TRAVEL PLANNERS PTE LTD 는 Uob 은행의 자회사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auditing 
의 명확성과 철저한 보안 아래에서 기업 고객들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항공요금등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leisure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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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INSIDE KOCHAM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2018 회계연도 막 올려
4월1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봉세종회장 만장일치로 추대

▲ 개회사중인 싱가포르상의 봉세종 회장 (Photographed by LEE ByungJoo)

▲ 회장 선임(만장일치 추대)

▲ 코참 활동보고(황주섭 NCS Line법인장. 싱가포르상의 부회장)

2018 정기총회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2018년 4월 18일(수), Tower Club 

62층에서 2018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주홍 대사대리를 비롯한 주 싱가포르 대사관 관계자, 지상

사 대표 및 주요 한국 기업인, 한인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과 교민 등 많

은 분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봉세종 회장의 개회사, 강주홍 주 싱가포르 대사대리의 축사, 정관 

개정, 2017 회계연도 사업 실적 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및 회장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8대회장으로 임기를 마친후

에 제9대 회장으로 봉세종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봉세종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성원으로 내실 있게 발전하고 있다

고 생각하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세미나를 선별해서 참석할 기

회를 드리는 등 다각도로 유익한 역할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현지 싱가포르 사회를 위한 자선 한마당과 상공인의 밤을 매년 9월 

초 개최하여 즐거우면서 뜻깊은 행사로 싱가포르 현지 사회와 외국인 사회

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금년 9월 6일 예정하고 있는 11번

째 자선 한마당과 상공인의 밤의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아이디어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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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정기총회 (Photographed by LEE ByungJoo)

봉 회장은 이어서 ‘3월에 있었던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출

범과 청년 일자리 협약식에 싱가포르 상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

며 750만 재외 동포 사회에 모범을 보였고 문 대통령께서 참석

하여 높이 평가하셨다’ 고 말하며 ‘2018년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3개국 정상 회의 등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한-싱 양

국 간에 비중 있는 행사가 많아질 것이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

의 방문이 예상되니 코참과 한인사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

회로 활용하자’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참

석한 상공인에게 당부하며 코참과 한인단체의 외연 확대에 회

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강주홍 대사대리는 축사를 통해 

코참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3가지 분야를 강조했다. 첫째, 

미래 지속성장을 위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

하는게 우리의 의무라 전하며 회원사나 거래처 구인요청이 있

을 때 우리 청년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당부했다. 

둘째, 신 남방정책 구상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처럼 비

즈니스에 힘써 주시고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도 더욱 확대

해 가시길 당부하며 대사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싱가포르 주

재 공공기관 등도 합심하여 스마트네이션, 4차 산업 혁명 분야 

등 양국 공동 관심분야에 협업과 우리 기업 진출 기회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참의 내외연 확대를 강조하며 SBF(싱가포르경

제인연합), SICC(싱가포르국제상공인연합), SMF(싱가포르제

조업협회), SCCCI(중화총상회) 등 싱가포르 경제 협.단체와의 

네트워크가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우리 의견을 싱측에 전달하는 통로를 많이 확보하길 기

대한다고 전했다. 강 대사대리는 또한 우리 한인 단체들과의 협

업 확대를 기대하며 힘을 모아 한인 사회가 더욱 의미있는 일들

을 올해 많이 이루어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순서로 정관개정, FY2017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회계 감

사보고, FY2018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안)을 인준했다. 봉세

종 회장이 제9대 코참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고 이어 노종

현 한인회장의 건배사와 함께 2018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의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됐고, 오찬이 진행되며 총회는 성황리

에 마무리됐다.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는 민-관을 총망라한 싱가포르 내 한

국 경제단체를 1997년 통합해 조직됐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

의 지상사와 공기업, 금융기관, 자영업 등 200여 개 회원사가 

속해 있으며 한인사회와 싱가포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회원과 국익을 위한 각종 교류행사,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신년 강연회, 저명인사 초청 자선골프와 특별공연행사를 매년 

개최해 수익금을 싱가포르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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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코참 자선골프 및 상공인의밤/ 네트워킹 디너
자선골프ㆍ만찬과 상공인의 밤 수익금은 장애인 후원기관 SPD에 전달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봉세종)은 9월6일 SICC에서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대사 안영집)의 후원으로 제11회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관계 및 기업인 등 저명인사와 각국 주요 대사를 초청해 ‘자선골프 및 만찬과 상공인의 밤’을 개최했다.

싱가포르 사회를 위한 자선골프와 자선 만찬에 봉세종 회장, 안영집 대사, Dr Lee Suan Yew, Kris Wiluan 아세안 태권도 협회 회

장, Mr Vikram Nair국회의원, Ng Jui Ping 장군(전 합참의장),Dr. Ulrich A, Sante독일대사, 김영채 (주)아세안 대사, 주요 한인단

체장, 한국 및 싱가포르 주요 기업인 약 5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상호 우호증진과 비즈니스를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장애인 후원단체 SPD(formerly 

known as Society for the Physically Disabled)에 전달한다. 

Julie Yoo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 봉세종 회장은 개회 인사말로 2018년은  6월의 북미 정상회담, 7월의 문재인 대

통령의 국빈 방문과 11월의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싱관계 발전의 특별한 해로 기억이 될 것이고  상공회의소

도 한싱 비지니스포럼 참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기본적인 활동이외에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

는 우리 기업과 3만여 명의 한인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현지인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있는 코참의 자선 한마당을 지

속 발전시켜나가자고 말했다.  

▲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개막인사말

▲ 안영집 대사 축사

▲봉세종회장(왼쪽) ,안영집 대사(오른쪽)가 장애인 후원단체 
SPD의 Mr Tan Soo Nan, Chairman of SPD’s Fundraising 

Committee에 후원금을 전달.

▲ Lee Suan Yew 박사의 건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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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싱가포르 대사관 안영집 대사는 축사를 통해 코참 행사는 

지난 10여년간 싱가포르 한인사회와 싱가포르 사회를 연결하

는 가교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고 동 행사를 통해 

다져진 양국 국민 간 우정은 우리 교민들의 사업에도 크게 기

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은 기금을 싱가포르 복지 기관에 기

부함으로써 싱가포르 사회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사람(People) 간의 관계 증진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

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Kris Wiluan은 축사를 통해 한인들의 현지 사회를 위

한 지속적인 공헌활동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산요 박사

의 건배사가 있었다.

이산요 박사(고 이광요 수상 친동생, 현 수상의 삼촌)는 명

품 행사로 발전한 코참 자선행사가 싱가포르 내의 어떤 행사

보다도 품격이 높으면서도 Fantastic했고 싱가포르 현지 지

역사회를 위하는 것에 감격하며 한국인의 우수성을 높게 평

가했다.

자선 만찬 및 상공인의 밤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서 가수: 

스페이스에이, 리치, 보나가 코참 자선행사 및 상공인의 밤

을 축하해 주기 위해 출연해 참석자들의 열기와 흥을 높였다.  

대사관, 한인회, 민주평통, 옥타, 삼성전자, LG 전자, SJJ 

Marine, 아모레퍼시픽, Koh Brothers등 62여 개사(한국 기

업 45여 개사, 싱가포르 기업 17개사)가 후원했으며, 자선행사를 통

한 한국 회사 이미지 제고와 싱가포르 사회에 기여하는 행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선행사에 후원하고 참석한 1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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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CHAM은 1997년 싱가폴내에 한국관련 경제단체를 통합하여 출

범하였으며

한국-싱가포르 경제 협력강화 및 활성화, 싱가포르주재 한국업체들

간의 유대관계 및 정보교환 활성화와 싱가포르 공공기관 및 기업들

과의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싱가포르 정부기관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 골프대회 Champion시상. (Vikram Nair국회의원(왼쪽)이 
챔피온 (오른쪽)에게 시상

▲ Kris Wiluan (아세안 태권도협회 회장 축사)



26 ▲ 자선골프대회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

2018
KOCHAM
Charity Golf &
Networking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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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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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행사 기부금 SPD(싱가포르장애인협회) 전달 및 봉사활동 펼쳐
코참에서 지난 10월 19일 SPD(싱가포르장애인협회) 방문하여 코참 자선행사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센터 장애인들과 함께 Packing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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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신년 강연 및
청년 일자리 협약식 성황리에 개최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회장 봉세종)는 1월 10일 11시 싱가포르 타워클럽 62층에서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안영집 대사, 

NUS 비즈니스스쿨 조승규 교수, 대한상의 강호민 전무, 아세안한국상의 회장단, 한인사회 주요 지도자와 지상사 대표 등 주요상공

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기해년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신년오찬회 및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새해를 맞아 싱가포르 한인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해 결의를 다지고 격려하는 행사에 특별히 아세안 한국상공회

의소 각국 회장단과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봉세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 인사를 하며, 남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펴진다고 하는데 희망과 설렘이 넘치는 

2019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 팔자가 펴지는 황금돼지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와 동참 기업은 대사관, 코트라의 후원으로 우리 해외진출 기업의 인력수급과 국내외 한국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싱가포르 청년 일자리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봉세종 회장은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가 2018년 2월 창립 후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이 2018년 3월에 베트남에서 

국빈 방문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사 1청년 일자리 협약식을 개최하여 국내외 기업뿐만 아니라 750만 재외 동포사회에 우리나

라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에 촉매제역할을했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사

랑해달라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NCS Line 황주섭대표, 현대상선 동서남아본부 이상식 본부장, 신한은행 박정원지점장이 대표 동

참 기업으로 서명하며 한국청년 일자리 확대를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영대학 조승규 교수의 ‘행동경제학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가 개최됐다. 강연에

서는 심리학과 뇌과학이 경제학을 만나서 새로 태동한 행동경제학에 대해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소개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의 선택과 행동의 이면에도 나름의 규칙성이나 패턴이 숨겨져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행위,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

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유익한 경제학에 대한 이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서로 새해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샴페인 푸어링 세레모니를 대사, 아세안상의 회장단, 대한

▲ 2019년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신년오찬회 및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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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중인 싱가포르상의 봉세종 회장 

▲ 축사 중인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안영집 대사

▼ 싱가포르 청년 일자리 협약식

▲ 국민의례

▲ 강연중인  조승규 NUS경영대학 교수 

상의 전무, 주요 단체장 등과 진행하며 상공인의 화합과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임/부임 인사 소개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싱가포르 상의 주최로 열리는 ‘신년 오찬회 및 강연회’는 대한민국의 

지상사, 공기업, 대사관, 한인단체 및 한인사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2008년 이래로 매년 1월 첫째 주에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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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의 중심 싱가포르서 
‘아세안 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성료

아세안한인상의 회장단 만찬 간담회를 1월 9일 저녁 6시30분에 싱가포르 타워클럽 63층에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와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안영집 대사, 대한상의 강호민 전무, 싱가포르 한국상의 봉세종 회장, 말레이시아 한국상의 

이승곤 회장, 캄보디아 한국상의 이용만 회장, 필리핀 한국상의 이호익 회장, 태국 한국상의 박동빈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봉세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세안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하게 되어 굉장히 뜻 깊고 상호 협력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아세안상의 회장단은 각국 상의의 현황, 애로사항, 협력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

적인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 아세안상의회장단과 신년 샴페인 세리모니  

▲ 싱가포르슬링 즐기는 아세안 한인상의 회장단 

▲ 건배사 중인 강호민 대한상의 본부장(전무)

▲ 싱가포르 & 아세안 한인상의 회장단 만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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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의 회장단의 이야기를 경청한 대한상의 강호민 전무도 협력 방안을 산업부에 적극 어필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안영집 대사를 비롯한 지상사 본부장 및 주요 한인단체장 등 주요 인사 100여 명 참여하는 싱가포르상의 주관 

2019 신년 오찬 강연회에 참석하여 Networking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아세안한인상공인 연합회(AAKC)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한인상공회의소들의 연합체로 2018년 2월 3일 출범했다.

 

▲ 아세안 한인상의 회장단 단체사진 

(좌측부터 이용만 회장/ 이호익 회장/ 박동빈 대표/ 안영집 대사/ 강호민 전무/ 봉세종 회장/ 이승곤 회장/ 이마태오 부회장)

▲ 아세안 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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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1회 ~ 6회)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1회 운영위원, 안영집 대사와 상견례 오찬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운영위원과 신규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5. 22(화, 현지시간) 12:00 싱가포르 Tower 

Club에서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안영집 대사와의 상견례 오찬을 했다.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제1회 운영위원회 후 진행된 상견례 오찬에서 참석자 모두 자기소개하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안영집 대사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 및 관련기관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상공회의소가 되길 기대

한다면서, 대사관도 언제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의 경

우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저가경쟁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봉세종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코

참은 회원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건강한 한인사회와 싱가포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하며 특

히 9월 6일로 예정된 저명인사 초청 자선행사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3만여명의 한인과 많은 한국기업을 대표해 매년 열리는 행

사로 적극적인 대사관의 후원을 요청하며 자선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현지지역사회 기부로 한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타 민족에 모범을 보이는 명품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스럽게 대사에게 질의응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무리 했다. 

▲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안영집 대사와 싱가포르상의 참석자 상견례 오찬 후 사진 

▲ 봉세종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회장(오른족)과 
꽃다발 악수하는 안영집 신임 싱가포르 대사(왼쪽)

▲ 싱가포르상의 제1회 운영위원회의
(Photographed by LEE By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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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

제2회 운영위원회 및 단합대회 개최

2018년 6월 2일 (목) 안티김 한국식당에서 열린 제2회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단합워크숍 겸 개최하여 회의 후 만찬을 함께하며

단합했다.

2018년 8월 16일 (목) SICC, Ruby룸에서 제 3회 운영위원회 및 9월로 예정된 상공인의밤/네트워킹디너 시식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운영위원 소식, 신규회원사 가입현황, 제11회 코참 자선골프/상공인의밤-네트워킹 디너 진행보고, 주요행사 안내 순

으로 진행됐다. 

▲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

▲ 제2회 운영위원회 및 단합대회 개최

▲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

▲ 제2회 운영위원회 및 단합대회
* Photographed by LEE By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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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2일 (금) 봉피양 

▲ 2018년 6월 22일 (금) 

제4회 운영위원회 개최

제5회 운영위원회 개최

코참운영위원단 모임

2018년 11월 9일 (금)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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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6일 (화) 
   코참 해운분과 김신 현대상선 본부장 귀임 오찬

▲ 2018년 12월 13일 (목)
   코참 조선해양분과 우권식 현대중공업 지사장 귀임 오찬

▲ 22018년 12월 19일 (수)
   코참 전기전자분과 박충렬 LG전자 법인장 귀임 오찬

▲ 2018년 7월 24일 (화)
   코참 상근부회장 김기준 코트라 본부장 귀임 오찬 (하노이 발령)

▲ 2018년 12월 13일 (목)
   코참 조선해양분과 함형원 현대중공업 지사장 부임

▲ 2018년 12월 19일 (수)
   코참 전기전자분과 한상규 LG전자 법인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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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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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개최했다. 앞으로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

남방정책 파트너 역할을 맡는다. 연합회 구성원은 아세안 지역9개국 한인상의(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

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로 사무국은 대한상의에 설치된다.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AAKC: Association of ASEAN KoCham) 출범식 개최

▲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출범식에 참석한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베트남호치민 롯데 레전트 호텔에서 아세안상의 회장과 기념촬영 

▲ 오른쪽부터) 봉세종 싱가포르 상의회장, 백운규 산업통산부 장관,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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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대표 봉세종)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코트라와 함께 2018년 3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세안 청년 일

자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1기업 1청년 일자리 운동’을 펼치기로 협약을 맺었다. 청

년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아세안 진출 韓기업,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펼치기로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순방의 첫 경제 일정으로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 참석

▲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 대표단 단체사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March 2018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

▲ 대통령 임석하에 서명하는 대표단: (오른쪽부터) 캠시스 박영태 
대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및 싱가포르상의 봉세종 회장, 문재
인 대통령,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코트라 이태식 사장 대행 

▲ 협약식에서 발언 중인 봉세종 아세안 한인상의 연합회 대표
(싱가포르 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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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4일 
President of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Singapore, 
Stefano Poli

▲ 2018년 5월 3일  기업방문-리조트월드센토사 

▲ 2018년 5월 10일
기업방문-Borrelli Walsh  

April 2018

May 2018

▲ 2018년 4월 20일 
   싱가포르 한인청년 취업설명회 후원

▲ 2018년 4월 24일  기업방문-SK하이닉스 
   (오른쪽에서 세번째) 민영석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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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싱가포르 진출기업 간담회 주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5월 15일 (화, 현지시간) 10:30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봉세종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KOTRA 동남아대양주 본부장, 이승훈 GS칼텍스 법인장, 이용석 포스코 대우 법인대표, 김 신 현대상선 동남아본부

장, 조현욱 Qoo10 법인장, 이승우 한화투자금융 법인장, 김성중 TmaxSoft 법인장, 김승식 쌍용건설 지사장과 산업부 관계자가 참

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싱가포르 진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싱

가포르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게
   꽃다발 환영하는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봉세종 회장(오른쪽)

▲ 백운규 장관 주재 싱가포르 진출기업 간담회 ▲

▲ 백운규 장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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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0일 말레이시아 한국농장 시찰 방문
 

▲ 림흥컁 장관(Lim Hng Kiang)전 장관과 코참회원사 ▲ 싱가포르상의 봉세종 회장 
    & 림흥컁 장관(Lim Hng Kiang) 전장관

- 싱가포르상의 후원 

▲ 2018년 5월 16일  평택시 & 송탄농협 싱가포르 방문

▲ 2018년 5월 21일 기업방문-롯데호텔 싱가포르지사 방문
   (왼쪽에서 두번째)엄재현 지사장

림흥컁 장관(Lim Hng Kiang) 전임통상산업부 장관이자 (현)특별고문 초청 Appreciation Dinner 개최 

싱가포르상공회의소는 2018년 6월 5일(화) 주롱타운홀( Trade Association Hub)에서 림흥컁 장관Lim Hng Kiang) (전)통상산업
부 장관 (현)고문을 초청하여 14년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계에 준 지속적인 혜택과 발전에 감사하는 만찬을 싱가포르 경제
관련 단체와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SBF), Singapor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CCCI), 
Singapore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ICCI) 와 Singapore Malay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MCCI)>와 개최했다.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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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1일_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코트라 방문 사전간담회

▲설명회 
 

▲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에게  꽃다발 환영하는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봉세종 회장(오른쪽)

▲ 재외동포재단 오찬 간담회 계속 >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싱가포르 진출 기업 오찬 설명회 개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18년 6월 11일(월) 12:00 싱가포르 타워클럽에서 봉세종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KOTRA 동남아대양주 본부장 등 20여명의 싱가포르 진출 기업 및 한상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홍보 및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8년 6월 8일
김영채 아세안대사 오찬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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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진출기업 및 한상기업 대표단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재외동포재단 오찬 간담회 ▲ 북미정상회담을 응원하는 참가자 



47

July 2018

▲ 2018년 7월 3일 기업방문-팬오션 싱가포르 벌크 캐리어
(왼쪽에서 두번째) 이윤섭 법인장

▲ 2018년 7월 9일
   대한상의 박성주 과장 싱가포르 방문 미팅

▲ 2018년 7월 5일 싱가포르 유일한 3-4구 당구장
   Thirsty4Balls에서 코참 당구대회

▲ 2018년 7월 12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파트너십 후원 
    -1:1 비즈니스 미팅 & Job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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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싱가포르에서 동포간담회 개최

인도를 거쳐 싱가포르 국빈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3일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싱가포르 중심가 오차드 샹그릴

라 호텔에서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건설에 참여한 현장 책임자와 싱가포르를 비롯해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과 청년들과 유학생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보급에 앞장선 싱가포르 학자 등 4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노종현 싱가포르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9년 만에 열리는 동포간담회”라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민들의 

자긍심은 넘치고 국가의식은 더 높아졌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큰 계기가 된다는 이 현실이 우리 모두의 가

슴을 뛰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멀리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

원하는 교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리센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왔고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을 중시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수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양국은 인적 교

류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으며,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많

은 분들이 따뜻하게 환영 인사를 해 

주는 것을 보고 싱가포르 국민들이 

한국을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모두 여러분

께서 성실함과 화합의 정신으로 이

곳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덕분”이

라고 얘기했다.

다음으로 교민들의 자유로운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김기봉 싱가포르 

한인회 고문은 “북미정상회담으

로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와 화해

의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

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인으로서 높

은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황주섭 NCS 라인 법인장은 함께 참석한 청년들을 소개하며 한국과 싱가포르의 인적

교류를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건배를 한 후 만찬을 나누며 교민들과 사진도 찍었다. 동포오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수행단은 5박 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방문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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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6일 기업방문-K&J Butchery & Bistro 확장 이전 

▲ 2018년 7월 26일  한국선급(KOREAN REGISTER) 세계 해사 산업의 메카인 싱가포르의 Marina Mandarin 호텔에서

  “2018 KR Technical Seminar” 및 “2018 KR Annual Reception”을 개최

▼ 2018년 7월 27일 기업방문-삼성 재보험 (가운데) 윤민성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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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018

▲ 2018년 8월 8일 기업방문-KCC
   (오른쪽 세번째) 최성길 법인장

▲ 2018년 8월 7일 기업방문-삼탄 

▲ 2018년 8월 24일 오준 전 유엔/싱가포르 대사 싱가포르 방문
   만찬 간담회 

▲ 2018년 8월 15일 기업방문
     -Focus Law Asia 그랜드 오프닝 행사 

▲ 2018년 8월 13일 기업방문-대림 마지막 케이슨 제작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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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각국 상의 회장단, 왼쪽에서 5번째 봉세종 싱가포르 코참 회장,  6번째 안영집 대사, 7번째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商議 ‘한-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개최
- 商議, 29일 싱가포르서 ‘한·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개최... 아세안 10개국 경제인 15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 기업인연합회와 공동
으로 2018년 8월 29일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호텔
에서 ‘한-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이
날 포럼에는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사, 더글라스 푸 싱가포르 기
업인연합회 부회장, 봉세종 싱가포르 한인상의 회장 
등 아세안 10개국 경제단체 대표, 정부 대사관 관계
자,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가 매년 
1회 개최하는 기업인 행사의 하나로, 각 국의 시장정
보를 교환하고 기업인간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다. 
올해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8/30)’에 하루 
앞서 개최됐다.*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ASEAN-
Korea Business Council : AKBC) : 한국과 아세
안 10개국이 2015년 출범시킨 최초의 민간 경제협력기구다. 

사무국은 한국은 대한상의가, 아세안은 의장국(現 싱가포르) 경제단체가 맡고 있다. 이날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
를 통해 “新남방정책 추진 중인 한국 정부는 아세안을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수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두 지역간 경제협력 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길 기대한다”며  ”대한상의는 ‘한-아세안 기
업인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유망산업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기업간 협업을 모색하고, 기업인간의 교류도 늘려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안영집 주싱가포르 한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아세안 국가간 연계성 확대를 추진하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채택으로 역내 인프라, 물류, 디지털 혁신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세안을 주요 파트너
로 규정하는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 2천억불 달성, 아세안 지원 협력기금 
약 3배 확충 등이 예정된 만큼 한국과 아세안 협력은 더욱 긴 해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 아세안은 개발협력 등 역내 연계성 증진에 역점을두고 2016년 아세안 정상회의시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의 탁월성, △인적 이동 등 5개 분야 발전 전략을 채택함.

▲ 가운데 안영집 대사, 좌-봉세종 회장, 우-김준동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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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018

▲ 2018년 9월 12일 기업방문-현대글로벌 서비스 
   (오른쪽 두번째) 반민섭 법인장 

▲ 2018년 9월 28일
   부산시청 시의원 싱가포르 방문

▲ 2018년 9월 26일
   안영집 대사님, Ex General Ng, 봉세종 회장님 오찬 

▲ 2018년 9월 7일 
   코참 상공인의밤/네트워킹디너 공연단과 오찬

▲ 2018년 9월 26일 SMF Annual Dinner 각 협회회장단,
   (앞줄 왼쪽 세번째) 봉세종 회장, (앞줄 오른쪽 두번째)
   김철남 북한대사, (앞줄 오른쪽)Tacu 루마니아 대사

▲ 2018년 9월 20일
   싱가포르서 ‘제2차 한인청년 취업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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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18

▲ 봉세종 회장 / 세계한인의날 각국 한인회장과 함께 2018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 12회 세계한인의 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덕룡 수석부의장과 함께
(가운데) 김덕룡 수석 부의장

▲ 2018년 10월 14일 김동연 부총리 - 싱가포르 플러튼 호텔에서 싱가포르 기업인 간담회 개최 

▲ 2018년 10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아시아 한인 총연회 고문으로 참여

▲ 2018년 10월 14일 김동연 부총리 - 
   꽃다발로 환영하는 봉세종 싱가포르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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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Industrial Transformation Asia Pacific 2018 방문하여 우리기업 격려 
   Korea Auto Control 부스

▲ Ulalalab Inc. 부스

▲ 2018년 11월 1일   2018 싱가포르 한류박람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에서 개최 
- 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식품·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내외 381개사가 참가

▲ 봉세종 싱가포르 상의 회장, 송지효 싱가포르 한류박람회
    홍보대사 및 K-팝스타 등과 함께 개막행사 참석

▲ 2018년 11월 8일
제13대 싱가포르한인회장에 윤덕창 고려무역 대표가 당선
봉세종 싱가포르한인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싱가포르상의 회장) 
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윤덕창 당선자 (한인회장)

▲ 2018년 11월 8일
   기업방문-현대글로벌서비스 싱가포르 법인 그랜드 오프닝

Nov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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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기업방문-현대상선 (동서남아본부)
  (가운데) 이상식 본부장

▲ 2018년 11월 27일  기업방문-롯데건설
    (왼쪽) 김경연 지사장

2019년 1월 30일

기업방문-포스코인터내셔널 (구)포스코대우

(오른쪽 세번째) 한성수 법인장

▲ 2018년 11월 22일 기업방문- 한국무역보험공사 싱가포르 사무소
    (K-Sure)   (오른쪽) 이주영 사무소장

▲ 2018년 12월 14일  기업방문-KSE Marine Works 확장이전
   Grand Opening   (왼쪽) 김 훈 대표

▲‘개성공단 운영과 대북투자 등’의 주제로 강연중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재단 이사장    ▲ 개회사중인 싱가포르상의 봉세종 회장

Jan/Feb 2019

김진향 개성공단 이사장 싱가포르 강연회 개최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회장 봉세종)는 2019년 2월 28일 저녁 싱가포르 젠탕린호텔에서‘개성공단 운영과 대북투자 등’의
  주제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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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회장 봉세종)은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30분부터 싱가포르 젠탕린호텔에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강연자로 ‘개성공단 운영과 대북투자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2019년 3월 20일
- 딜로이트 코리안서비스그룹에서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후원으로 
‘한국기업 대상 2019년 싱가포르 예산안 업데이트 및 동남아시아
   세무 업데이트’ 개최

▲ 2019년 3월 7일   스리랑카 상무관과 간담회

▲ 강연을 경청중인 참석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운영과 대북투자 등’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2016년 2월 중단된 개성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어서, 김진향 이사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오늘 ‘합

의는 실패했지만 협상은 실패하지 않았다’ 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서, 북한을 잘 알지 못하는 북맹에서 벗어나 한

반도 공영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평화, 경제, 안보, 통일문화 가치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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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코참 회계연도: 2018년 4월 ~ 2019년 3월 
(단위 SGD)

2018회계연도 회비납부 (2019년 3월 31일 기준)           

*2019년 회비 2018회계연도 납부사: 코트라, 현대종합상사, NPC산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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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인사동정

- HSD engine Co., Ltd / HSD엔진 (舊 두산엔진) (2018. 6~)

- LT SAMBO CO., LTD / 엘티삼보 주식회사 (舊 삼보이엔씨) (2019.1.21~)

- POSC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 포스코인터내셔널 (舊 포스코대우) (2019. 4. 15~) 
                 

사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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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업명부(디렉토리)안내

회원사 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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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E뉴스레터 발송안내

SK ENERGY INTERNATIONAL / SK 에너지 인터내셔널
SK Gas International Pte Ltd / SK가스
SK Hynix Asia Pte Ltd / SK하이닉스아시아
SK Shipping (S) Pte Ltd /SK해운
9 Straits View #12-07/12 Marina One West Tower Singapore 018937

KSE Marine Works Pte.Ltd.
42A Penjuru Road Lobby 2, Level 9

K&J Butchery & Bistro / K&J 부처리 & 비스트로
Add: 1 St Martin’s Drive, B1-01, Singapore 257988 (Left side on the main road)

Tel: 6763-0230

Hyundai E&C / 현대건설
8 Shenton Way #25-01 AXA Tower Singapore 068811

KHI Global Consulting / KHI글로벌 컨설팅
11 Collyer Quay #11-06 The Arcade Singapore 049317

LS Cable & System Ltd. / LS전선

10 Ubi Crescent #02-84 Ubi Techpark Singapore 40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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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유용한 정보

판례 서평: 싱가포르 항소법원, 싱가포르의 투자 중재 

(Investment Arbitration)관련 문제에 있어 중심적인 역

할을 천명

Introduction 

스위스보로우 다이아몬드 광산 vs 레소토 왕국 [2018] SGCA 81사안과 관련하여 내려진 싱가포르 항

소법원의 결정은, 국제 투자 중재(국제적인 투자 사안들과 관련된 중재)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싱

가포르의 능력 및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해당 사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자자들이 레소토 왕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며, 

싱가포르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100개국 이상으로 구성

된 정부 간의 기구로서 국가 간의 중재 및 기타 평화적 분쟁해결방법 활성화가 그 목적)에서 중재 되

었다. 레소토 왕국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중재)가 승소하였고, 이에 레소토 측은 싱가

포르 고등법원에 set aside를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고등법원 재판에서 레소토 측이 승소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소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상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은 중재 판정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본 사안의 주요 쟁점들은 매우 복잡하였으며, 양측의 대표 변호인단은 특히 이 분쟁을 위해 싱가포르 

법조인 자격까지 취득했다. 나아가 법원은 싱가포르 국립대학 국제법 센터 소속 법조인들에게 진술

을 받기도 했다. 

본 사안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싱가포르 법원이 국제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중재 사안에 대해 관할

권을 행사한 것(이미 중재 재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재판을 진행: set aside)이며, 더 나아가, 

재심리(상고) 하는 것도 결정했다는 점이었다. 

Investment Arbitration 제도

투자 중재(Investment Arbitration)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소속된 국가와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 간에 투자 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 맺어진 상태이어야 한다. 본 조

약은 투자 유치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대 측 국가

의 국민(외국인 투자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기와 같

은 대우를 투자 유치국으로 부터 받지 못한다면 조약서의 조항에 근거하여 주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 중재 제도는, 국내법, 국제 사법, 국제 공법의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대부분의 분쟁들은, 그 분

쟁들과 관련된 국제 조약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관련 조약은 외국인 투자자가 보호받기 

위한 요건들을 명시하고,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만

약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이러한 요건들에 부합하지 못하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

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보로우 사건 판결의 핵심 쟁점이다.

Senior Leg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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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스위스보로우 사안에서, 외국인 투자자 측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남아공 회사는, 레소토 내에서 장기 조광권(租鑛權)

을 취득한 상태였다. 문제는, 당시 레소토가 남아공과 큰 규모의 합작투자(레소토 Highlands Water Project)에 관련된 부지가, 그 조광권이 설정

된 부지와 일부 겹치게 된 것이었다. 새로운 레소토 정부가 출범하고, 스위스보로우와 레소토의 간의 분쟁이 진행되자, 레소토 정부는 스위스보

로우가 의무를 이행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조광권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발 공동체 조약 (SADC 조약)을 기반으로 레소토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시도했다. 하지만, 재판을 기

다리는 동안 SADC 조약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SADC 조약에 의한 재판이 폐쇄되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SADC 조약 재판소 접촉

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레소토가 SADC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배상청구를 하였다. 이 배상청구는 싱가포르의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이루어졌고, 재판소는 투자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싱가포르 상설중재재판소는 SADC 재판소를 폐쇄한 것이, 레소토 측의 조약 위반에 해당 한다

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레소토는 재판 결과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set aside를 진행했다.

싱가포르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

싱가포르 상소법원에서 다뤄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국제 연합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해당 법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 법안(IAA) 제 3장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있다) 하의 싱가포르 법원의 관할

권의 범위였다. 

싱가포르 법원은, 심도 있는 분석 끝에 SADC 재판소 관련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SADC 조약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싱가포르 상설 중재 재판소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싱가포르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 또한 잘

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투자 중재 진행 시, 투자자의 투자가 관련 조약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 

법원은, 스위스보루우 건과 관련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고려하면서까지, 기존의 판결을 재검토해볼 의향과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는, 해당 관할권에서 패할 경우, 싱가포르에서 그 재판을 검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싱가포르 법원은 이

를 검토하기 위한 기술적,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는 투자 중재 분쟁 허브로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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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토큰 발행과 관련된 업데이트

2017년 11월 14일 싱가포르통화청(“MAS”)은 “디지털 토큰 발행에 대한 가이드(“2017년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디지털 토큰

이 금융시장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디지털 토큰의 공모(offer) 및 발행 활동(issue)이 증권 및 선물법(싱가포르 제 198장)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

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토큰이 재정자문가법(싱가포르 제 110장)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최근 증권 및 선물법 변경사항

최근 2018년 10월에 변경된 지불 서비스 법안(“Payment Service Act”)은 ‘금융시장 상품’을 구성하는 기존 개념을 확장했고 ‘증권’의 정

의 또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상품’의 범위는 여느 증권(주식, 채무증서, 사업신탁 단위), 집합 투자, 파생상품 계약 및 차입외환거

래 목적의 외환계약 및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규정한 기타 다른 금융시장 상품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증권 및 선물법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싱가포르 통화청은 2017년 가이드를 업데이트한 새로운 가이드(“2018년 가이드”)를 2018년 11월 30일에 

발표하였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디지털 토큰이 증권 및 선물법의 규제 대상인 자본시장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해당 디지털 토큰

에 종속된 권한, 해당 디지털 토큰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만약 싱가포르 증권 및 선물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 토큰의 발행과 공모는 싱가포르 증권 및 선물법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The Payment Service Act (“지불 서비스 법안”)

지불 서비스 법안은 2019년 1월 14일 제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환전, 송금, 결제 시스템에 관한 기존 제도를 통일 및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불 서비스 법안은 또한 디지털 결제 토큰 및 E-Money 등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 방식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디지털 결제 토큰’이란 (i) 단위로 표현되며 (ii) 특정 통화로 표기되거나 연동되어서는 안되며, (iii) 일반 대중 혹은 대중의 일부가 재화나 서

비스에 대한 지급, 혹은 채무의 변제를 위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어야 하며, (iv) 전자 송금, 저장,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가치의 상징이다.

지불 서비스 법안은 (a)디지털 결제 토큰의 취급과 (b) 디지털 결제 토큰 교환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조항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는 지불 서비스 법안에 따라 ‘결제 서비스’로 간주될 것이고, ‘디지털 결제 토큰’의 발행 및 공모

자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관련 결제 기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싱가포르통화청이 “디지털 토큰”과 “디지털 결제 토큰”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디지털 토큰을 거래하거나, 디지털 토큰 거래를 운용하는 

자는, 이것이 “디지털 토큰”이고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지불 서비스 법안에 근거하여, 그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

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디지털 토큰은 싱가포르 증권 및 선물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 서비스 면허 및 재정 자문가 면허

싱가포르 통화청의 규제에 따라 자본시장 서비스 면허(“CMS License”)를 소지해야 하는 디지털 토큰에 관련된 요건이 2018년 가이드에서는 

더욱 강조되었다. 투자상품(자본시장 상품 외에도 특정 외환 계약 혹은 생명보험증서)을 포함한 디지털 토큰과 관련된 재정 자문을 제공해주는 

자는 반드시 재정 자문가 면허 (“FA License”)를 취득하거나 혹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2018년 가이드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 계약 혹은 집합 투자의 단위를 구성하는 디지털 토큰 관련 거래 플랫폼은, 싱가포르통화청에서 거래소로 

인가를 받거나, Recognized Market Operator (“RMO”)를 취득하거나, 혹은 면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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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서비스 법안 및 재정 자문가 법의 역외 적용

지불 서비스 법안과 재정 자문가 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 플랫폼이나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싱가포르 영토 밖

에서 운영하거나 혹은 플랫폼 일부가 싱가포르 영토 밖에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싱가포르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불 서비스 

법안의 어떠한 조항에 위배된다면, 지불 서비스 법안 및/혹은 재정 자문가 법이 역외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싱가포르 대중 전체 또는 대중 일부에게 자신의 재정 자문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 하거나 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재정 자문가 법에 따라 싱가포르 내의 재정자문가로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법의 배타성에 관한 설명

싱가포르 통화청은 2018년 가이드를 통해, 지불 서비스 법안의 적용 여부는 미국 관련 증권법이 디지털 토큰을 어떻게 취급하는 지의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싱가포르 내 디지털 토큰 향후 발매의 특성 이해가 가지는 중요성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 행위가 싱가포르 증권 및 선물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

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핀테크 및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엄중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으며, 디지털 토큰과 관련하여 증권 및 선물법에 대한 적용이 

예견된다면, 해당 디지털 토큰의 발행 “범위”와 그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직 그 토큰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기업에 연

락을 할 것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암호화폐 공간에 대해 감시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로, 줄스 코퍼레이션 (“JULES 

Corporation Pte Ltd”)이라는 기업이 링크드인(“Linkein”)에 올린 홍보글이, 싱가포르 내에서 증권 및 선물 법안의 적용을 받는 증권형 토큰

을 발매할 예정이라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사안이다. 줄스 코퍼레이션이 이 후 진행한 언론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줄스 측

은 싱가포르 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공모할 계획이 당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통화청이 줄스 측이 그러한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 대해 

주의하도록 안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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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싱가포르 예산안 발표와 

기타 싱가포르 세무 업데이트

싱가포르 정부는 2019 년 2 월 18 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의 중점은 싱가포르 기

업들의 혁신과 성장 촉진, 싱가포르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복지정책 개선을 통한 사회적 기반 강화이

며 이는 2019년 예산안의 주제인 “보다 강하고 융합된 싱가포르 사회건설” 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본 기고문은 2019년 예산안에서 다루어진 세무 또는 기타 주요 업데이트 중 싱가포르에서 운

영 중인 한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제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17% 유지
싱가포르 법인세 감축은 없으나,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 첫 SG$300,000에 대한 부분 면제가 허용됩니

다. (단, 과세연도  2020년부터는 부분 면제액이 첫 SG$200,000으로 감소됩니다).

또한, 과세연도 2019년에 기업은 법인세 납부액 중 20%를 (단, 최대 SG$10,00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IPRs) 취득 관련 비용 세금공제 허용 (WDA) 법인세 규정의 5년간 연장
싱가포르 소득세법 19B 조항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이나 파트너십에게 사업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지적재산권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세금공제 해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지출액은 5, 10, 

또는 15년에 걸쳐 세금공제 될 수 있습니다. 

동 규정하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트레이드마크, 등록된 디자인, 저작권, 반

도체 회로의 디자인 레이아웃, 무역 기밀 또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 식물 변종에 대한 보호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무역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 리스트 및 작업 프로세스 (

예 : 표준 운영 절차, SOP)는 제외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는 과세연도 2020년의 마지막 날이나 전에 취득한 지

적재산권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지적재산권이 지식경제 내에서 미치는 가치 창출 및 촉진 역할을 인식함에 

따라, 동 세금공제 규정은 향후 5년 동안 연장됩니다. 이 연장 규정은 과세연도 2025년 말 전에 취득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지적재산권에 한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연장 규정은 싱가포르 정부가 아시아의 지적재산권의 등록 중심지이자 싱가포르 경제를 디지털 경

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와 일치합니다.

자동화 서포트 패키지 (ASP)하에 투자액 100% 세금공제 (IA) 허용 2년간 연장
ASP는 자동화, 생산성 향상 및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6 년 예산안에서 3 년 동안 도입되었습

니다. 이 패키지에는 2016 년 4 월 1 일부터 2019 년 3 월 31 일까지 Enterprise Singapore에서 승인

한 프로젝트 시행에서 발생한 특정 자본성 지출액 (보조금 제외)에 대해 100% 세금공제가 허용됩니다. 

승인된 자본성 지출은 프로젝트 당 SG$1천만 불으로 제한됩니다. 

기업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 및 사업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ASP 하 100 % 세금공제 혜택 규정은  2019

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Enterprise Singapore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2년간 연

장됩니다. 승인된 자본성 지출액은 한 프로젝트 당 SG$1천만 불로 여전히 동일합니다.

Productivity Solutions Grant (PSG 지원금) 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향상하고
자 IT 솔루션 또는 장비 도입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싱가포르 기업에게 주어지
는 정부 지원금의 연장
2018 년 싱가포르 예산안 발표에서 첫 발표된 PSG 지원금은  2023 년 3 월 31 일까지 연장될 예정입

니다. Enterprise Singapore에서 관리하는 PSG 지원금은  IT 솔루션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향상시

키는 장비를 구매하는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싱가포르 기업에게 제공됩니다.PSG 지원금은 자격을 갖

춘 싱가포르 기업이 고객 관리, 데이터 분석, 재무 관리 및 재고 관리 분야에서 IT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PSG는 소매, 식품, 물류, 정밀 엔지니어링, 건설 및 조경 산업의 조건에 충족

하는 특정 기업들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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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은 기성 제품 IT 솔루션 및 장비를 구입 및 사용하는 것에 대해 최대 70 %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싱가포

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IT 솔루션, 또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야 하며 동 법인의 최소 30 % 지분을 현지인이 보유

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일부 IT 솔루션에만 적용).

Foreign Worker Levy (FWL 부과금)의 유지와 Dependency Ratio Ceiling (DRC, 외국인 고용인 최대비율)의 감소 업데이트 
FWL 부과금은 싱가포르 기업이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가격 메커니즘입니다. Work Permit 또는 Special Pass

를 발급하여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매월 FWL 부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워크 비자 유형, 산업분야 및 단계에 대한 FWL 부과금은 유지됩니다. 해상 조선소 및 프로세스 분야에 대한 FWL 부과금 인상은 해당 산업분야

의 아직 저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2020년도로 연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외국인 고용인 최대 허용 비율은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일,  2 단계에 걸쳐 감소될 것입니다. S  Pass 소지자의 현행 FWL 부과금 비율은 변동 없이 계속 적용될 것이며 Dependency Ratio (DR)

는 하기와 같이 조정됩니다.

Table 1: S Pass 소지자 부과금 표

Work Permit 소지자 에 대한 FWL 부과금과 제안된 DR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2: Work Permit 소지자 부과금 표

정부는 싱가포르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역량에 투자하도록 최근 몇 년간 지원정책을 도입해 왔습니다. 일부 산업분야

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서비스 사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현재 지난 5 년 기간 동안 최고치를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향

후 2 년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인 최대 허용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외국인 고용인을 현재 두고 있거나 고용인 

수를 향후 증가할 계획이 있는 싱가포르 기업들은 올해 발표된 DRC 조정안이 인사관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2019 년 예산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싱가포르 세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딜로이트 싱가포르 한국사업본부 (Korean 

Services Group)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하 Joseph Kim      Senior Manager     +65 6800 2737     joskim@deloitte.com 

정주은 June Chung      Senior Associate   +65 6530 5531     junechung@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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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Dividends) 비과세
Focus Asia Consulting

재무회계컨설팅팀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세금혜택이 많은 나라입니다. 조세천국(    heaven) 정도까지는 아

니어도 낮은 세율과 다양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업 세제 일원화 제도(One-tier corporate income tax system)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다시 과세를 하지 않는 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 과세가 없다는 것은 회사 경영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 자

금을 유치하기가 그만큼 수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싱가포르에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은 비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즉 싱

가포르에 소재지를 둔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

은 주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세제 일원화 제도의 취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기업

이 한 해의 실적을 결산했는데 이익이 났다면 그 소득에 대해 17%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

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주주에 대한 배당을 결정했다면, 이미 과세된 소득을 원천으로 이루어진 배당

이기 때문에 다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 됩니다. 이런 이론적 배경으로 인해 싱가폴

에 소재지를 둔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 원천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모든 배당소득이 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

해서는 배당소득도 과세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이라 하여도 NTUC와 같은 면세 조합(Co-operatives)으로부터

의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 발생하여 싱가포르로 송금이 이루어진 배당 소

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발생 소득의 경우에는 현지 국가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15% 이상 납

세가 이미 되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Avoidance Treaty)을 함께 검토하여 면

제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Focus Law Asia
Advocates & Solicitors 
D: +65 6950 0843 
O: +65 6950 0840 
E-Mail: mimiahn@focuslawasia.com

안미미
Ahn Mimi Senior Associate

싱가포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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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특례
Focus Asia Consulting

재무회계컨설팅팀

싱가포르 상법(Companies Act)에서는 여러 가지 법인격을 정의해 놓고 있는데 사업 주체로 가장 널리 고려되는 유형이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및 유한책임회사(Private Liability Company) 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다들 잘 아실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법인격에 따른 과세 차이에 대해서만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해당 법인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로 과세되고 남은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지만 동업기업(Partnership)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이를 각각의 동업자(Partner)에게 귀

속시킨 이후 동업자 별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두 명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혜택

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LLP)은 각각의 파트너가 약정한 출자액(Partner contribution)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사업구조로서 일

반적으로 소규모이면서 법무, 회계, 설계, 투자, 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널리 채택되는 형태입니다. 

싱가포르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서는 파트너쉽(LLP)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각각의 파트너가 배분 받은 소득의 과세 주체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트너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Personal income tax rate)에 따라 과세가 되고, 파트너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17%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세는 소득구간별 0 ~ 22%의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과세소득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의 규모에 따라 유한(주식)회사로 설립하여 법인세를 적용 받을 것인지, 파트너쉽으로 설립하여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을 것인지, 

어떤 법인격이 절세면에서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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