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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투자유치 지표 및 전망

기관 개요

경제개발청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싱가포르의 경제전략, 무역, 산업개발, 투자진흥 정책 기관
프로필
경제개발청
기관명

경제개발청(EDB,

(Singapore Economic

년 8월

1961

통상산업부

소관
부처

일

1

※ 조직도상 통상산업부

(Ministry if Trade and Industry)

분야
주요

청장

투자 증진 전반
DR BEH SWAN
GIN
Singapore (Head Office):
250 North Bridge Road
#28-00 Raffles City
Tower
Singapore 179101
Tel: (65) 6832 6832

이지만 장관급 관료를 임명하여 총리직보 체제로 운영
주요 기능

▪ 싱가포르 경제의 성장 확대 및 개발 촉진
▪ 외국인 투자 및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촉진
,

▪

홈페이지

(65) 6270 7988
http://www.edb.gov.sg

정책 및

계획, 인센티브, 마케팅 전략을 수립
국내 산업의 신기술, 자동화, 교육,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을 지원

▪ 국내 기업의 개발지원 및 신기술에 대한 교육 제공
※ 설립 근거법인
조에 규정
EDB ACT 6

Fax: (65) 6832 6565

전화

산하기구

Industry Singapore, MTI)

외국인투자, 산업개발,

주소

년

(Ministry of Trade and

업무

인사

1961

투자유치, 산업개발, 전략계획 및 실행하는 핵심 정부기관임

EDB)

시기

은

외국인투자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싱가포르의 경제개발,

Development Board,

설립

Economic Development Board)

▪

육성산업
Aerospace

Engineering,

Chemicals

Cities,

Infrastructure

&

Industrial Solutions, Clean Energy, Consumer Business
Content
Water,

and

Healthcare,

Infocomm
Supply

Electronics,
International

Products,
Chain

Engineering,

▪

Media,

Infocomm

Management,

Medical

Energy,

Enviro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ervices,

Logistics

Marine

Technology,

and

and

Offshore

Pharmaceuticals

and

Biotechnology, Precision Engineering, Professional Services
Automotive, Lifestyle Products and Services, Natural Resources,
Robotics, Safety and Security, Singapore: Real-Tim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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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투자정책 개요
o 개방경제 기반의 싱가포르 투자전략
- 부존자원을 극복하고 지역적 허브 이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개방
경제정책을 지향해 왔으며,
- 안정되고 일관된 정부 지원정책, 친 기업정책을 펼쳐 글로벌 인재와
기업들을 싱가포르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함

□

*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을 중심으로
외국기업 투자 유인수단으로서 우수한 비즈니스 인프라의 제공과 활발한
기업 정주 여건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옴

우수한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
- 외국자본을 자국자본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처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자본이동에 제한이 없어 외국인 투자가의
송금이 자유로움
- 글로벌 고급인재가 유입되어 탄력적인 인사가 가능한 동시에 노사
분규가 적어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음
- 평균 3일 이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최소 자본금 1 싱가포르
달러, 현지거주 이사 최소 1인 등 설립 요건이 최소화되어 있음

o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투자유치 지표와 투자전망 2018 발표
o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매년, 전년도 투자실적과 올해 투자
전망을 발표
- 2018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발표한 투자지표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투자전망을 이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정책, 고급 인재유치 및 활용에 주요
시사점을 얻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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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투자유치 지표구성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투자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로 4가지로 분류, (1)고정자산투자(Fixed Asset Investment, FAI),
(2)기업총지출(Total Business Expenditure, TBE) 및 (3)부가가치
(Value Added, VA) 및 (4)투자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 관련 지표로 구성
(

)

< 지표 구성 및 정의 >

▪ 고정자산투자(Fixed Asset Investment, FAI) : 기업의 시설, 장비, 기계류 등에
자본투자 증분액을 측정
▪ 기업총지출(Total Business Expenditure, TBE) : 기업의 총 운영비 지출액
(감가상각비 제외), 주요구성은 임금과 임대료로 구성
▪ 부가가치(Value Added, VA) : 국내생산에 기업이 직접기여한 금액을 측정
(승수효과 제외), 주요구성은 임금과 이익으로 구성
▪ 일자리(Job) : 투자에 기인하여 창출된 일자리 합계

지표별 총괄 실적
o 2017년에 9.4백만불의 고정자산투자액의 경우 예측치(80~100억불)를 상회
o 연간기업총지출의 경우 65억불로 대규모 조선소 프로젝트에 기인
하며 큰 폭의 예측치(50~70)를 상회함, 연간부가가치 창출의 경우
17.2억불 및 일자리가 22,500명을 각각 초과기록

□

단위: 십억 SGD)

(

투자유치 KPI

고정자산투자
연간 기업총지출
연간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개)

2016 실제

9.4
8.3
12.9
20,100

2017 예상

8.0 10.0
5.5 7.0
12.0 14.0
19,000 21,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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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실제

9.4
6.5
17.2
22,500

증감률(%)

-21.7
33.3
11.7

세부지표별 실적

□

산업 분류

바이오메디컬 제조
화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전자
공학 및 환경서비스
일반 제조업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
정보통신 및 미디어
물류
정밀기계공학
교통공학

단위: 백만 SGD)

(

고정자산투자 기업총지출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개)

합계

646
1,317
212
2,115
581
1,087
1,676
469
311
640
396

377
186
65
172
1,132
265
2,342
1,066
353
402
173

1,969
666
52
1,195
4,255
530
5,014
1,497
678
1,147
240

1,903
340
355
1,173
3,874
289
7,035
2,500
1,452
2,706
854

9,449

6,533

17,243

22,481

고정자산투자 (FAI, Fixed Asset Investment, FAI)
o 고정자산투자
의 경우 예측치(80~100억불)를 초과했지만, 전년도
93.9억 싱가포르달러 달성액 대비 상회하는 94.5억불 달성, 2008년에
180억 규모를 최대실적을 달성한 바 있음

①

(FAI)

< 고정자산 투자실적 : FAI Investment Commitments (2008-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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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17년 전자산업의 경우 21.2억불로 전년(22억불) 대비 0.8억불
감소하였으나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22.4%에 해당, 화학(13억불, 13.9%),
지역본부 및 전문서비스 등(17억불, 17.7%), 정보통신(4.7억불,5.0%)

o (

)

< FAI Investment Commitments by Industry (2017), EDB >

지역별 미국의 경우 36억불(38.3%)로 전년(35억불) 대비 1억불 증가하여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38.3%에 해당, 싱가포르(22억불, 23.4%), 유럽(27억불,
28.7%(+15.9%)), 일본(9억불, 9.6%(+2.2%)), 중국(9억불, 9.6%(8.5%))등 유럽과
중국이 대폭 증가

o (

)

< FAI Investment Commitments by Region (2017) >
- 6 -

② 기업총지출
o 기업총지출
의 경우 예측치(50~70억불)를 초과하여, 전년도 82.7
억 싱가포르달러 달성액 대비 21.5% 감소한 65억불 달성
(Total

Business Expenditure, TBE)

(TBE)

< 기업총지출, TBE Investment Commitments (2008-2017) >

산업별 17년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23.2억불(35.8%)로 전년
(34억불) 대비 10.8억불 감소하였으나, 전체기업 총 지출액의 35.8%에 해
당, 정보통신(10.5억, 16.3%), 에너지(11.2억불, 17.3%), 물류(3.5억불, 5.4%)등

o (

)

Total: S$8.3 billion

Total: S$6.5 billion

< TBE Investment Commitments by Industry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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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미국의 경우 24.8억불(38.2%)로 전년(15억불) 대비 9.8억불 큰폭
증가하여 전체 기업총지출의 38.2.%에 해당, 싱가포르(31억불, 12.2.%
(-25.1%), 유럽(11.8억, 18.3%(+0.2%)), 중국(8.9억, 13.8%(7.8%)), 일본(6.9억,

o (

)

10.7%(+3.5%))

Total: S$6.5 billion

Total: S$8.3 billion

< TBE Investment Commitments by Region (2017) >

③ 부가가치
o 부가가치
의 경우 예측치(120~140억불)를 초과하여, 전년도 128억
싱가포르달러 달성액 대비 43.9억불 대폭 증가한 172.4억불 달성,
2012년에 203억 규모를 최대실적을 달성한 바 있음
(Value Added, VA)

(VA)

< 부가가치 창출, VA Expected to be Generated (2008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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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17년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50억불로 전년(56억불)
대비 6억불 감소하였으나 전체 부가가치창출액의 29.1%에 해당, 정보
통신(18억불, 8.7%(-5%)), 에너지(42.4억, 24.7%(+17.5%)), 바이오 제조(19.6억,
11.4%(+8.6%)), 전자(11.8억, 6.9%(+3%)), 물류(6.7억불, 3.9%(1.7%) 등

o (

)

Total: S$17.2 billion

Total: S$12.9 billion

< VA Expected to be Generated by Industry (2017) >

지역별 미국의 경우 94억불(54.9%)로 전년(53억불) 대비 41억불 큰폭
으로 증가, 전체 기업총지출의 54.9%에 해당, 싱가포르(22억불, 12.8%)

o (

)

Total: S$17.2 billion

Total: S$12.9 billion

< VA Expected to be Generated by Region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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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자리 창출
o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경우 목표치(19,000~21,000개) 범위를
초과하여 22,500개를 달성, 지역본부 및 전문서비스(31.3%), 공학 및
환경서비스(17.2%), 정밀기계공학(12%) 순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도의 주요산업별 비중과 유사

<

일자리 창출, Total Employment Figures (2008-2017) >

총괄 투자전망
o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 따르면, 2018년 싱가포르 투자는 여전히 세계
경기 침체 영향 및 불확실성이 있지만 2018년도 싱가포르 투자유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전망
- 첨단 기술분야의 선두업체를 싱가포르로 유치하고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부품공급 회사 및 조력자로 구성된 생태계를 마련해
고부가 가치를 허브 국가로 포지셔닝
년 싱가포르 투자 전망 단위 십억 싱가포르달러

□

< 2018

>

(

투자유치 KPI

고정자산투자
연간 기업총지출
일자리 창출(개)

2017 예상

8.0 10.0
5.5 7.0
19,000 2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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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실제

9.4
6.5
22,500

:

)

2018 전망

8.0 10.0
5.0 7.0
16,000~18,000
~

~

Ⅱ
□

.

싱가포르 미래경제 성장전략 :

Pioneer of the Next Generation

기관 개요

미래경제위원회

(Committee on Future Economies, CFE)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자문 위원회(16년 1월)

-

①

싱가포르의 경제전략을 검토하고

경제전략위원회(Economic
2010

년

발표한

②

기존의 싱가포르

Strategies

결과물을

가

Committee)

업데이트

③

하고

현재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싱가포르 재무부장관
S. Iswaran

Heng

Swee

Keat

이 공동 위원회장, 총리실장

과 통상산업부장관

Chan Chun Sing

부위원회장을 맡고 있으며, 기타 정부기관장, 기업
등 총

30

CEO

명으로 구성됨.

는 총

CFE
-

이

(1)Future

5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Corporate

혁신역량

Capabilities

개발&신기술,

and

신비즈니스

Innovation

모델,

:

기업

파트너십

활용장려

-

(2)Future

Growth

Industries

and

Markets

:

싱가포르의

거시경제 및 기술 트렌드, 비교우위 파악 및 우선순위 선정

-

(3)Future

Connectivity

:

미래 글로벌 경제 내에서 경쟁력

있는 허브로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모색

-

(4) Future City :

싱가포르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략 모색

-

(5)

Future

Jobs

인구통계학적

and

Skills

트렌드를

:

향후 일자리 환경에 영향 및

검토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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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인들이

필요

□ 전략

-1 :

국제적 연계성 강화 및 다양화

국제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 보호주의에 대항해 개방무역 및 투자 자유화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등을 통해 무역 협력 강화 및 관세
비관세 철폐
- 싱가포르는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내부 및 외부 파
트너들과의 경제 통합 강화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업 비즈
니스 단지 및 도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지속
- 세계은행(WB), 아시아 개발은행(ADB),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AIIB)
등과 협력해 지역 개발 프로젝트 발굴
o 글로벌 혁신 동맹
추진
- 기술이 급변하는 만큼 혁신 촉진을 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요 이노베이션 허브 파트너와 함께 GIA를 구축해 이 네트
워크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학생과 기업에게 해외 기회를 제공
- 외국의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에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해외 파트너
들과 싱가포르 기업 및 교육기관과 협력
o 시장에 대한 이해 심화
-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해외 경험을 높이기 위하여 Skills
Future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LDI) 프로그램을 지원, 특히
싱가포르 학생들의 해외 탐방 지원
- 학생들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internationalization programme)개발,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대학, 기관 등을 바탕
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더욱 전문화된 시장 조사 장려
o

·

·

(Global

Innovation

- 12 -

Alliance, G IA)

□ 전략

-2 :

심도 있는 기술 습득 및 활용

심도 있는 기술 습득 지원
-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모듈화
(modularlised)된 기술 기반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 교육, 트레이닝 및 경력지도(career guidance)를 제공하는 원스톱 온
라인 플랫폼 구축

o

<

항공우주공학 학생의 기술교육,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ITE)>

기술 습득과 활용의 연계성 강화
- 일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연관성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장 내 트레이닝 프로그램 강화 장려
-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Jobs Bank 개선을 통해 구인
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효율성 증진
- 경력 전환 프로그램(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 경력 지원
프로그램(Career Support Programme) 등을 통해 나이 많은 근로자,
장애인 등 취약층 지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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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3 :

기업의 혁신 및 성장 역량 강화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
강화
-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 및 지적재산(IP) 상용화 지원 기관 설립
- 상용화 프로세스 단축을 위해 정부기관 및 정부지원 연구자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규정 표준화
o 기업 성장 지원
- 고성장 기업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해 국제화 돕기
- 기업들 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파트너십 장려
o 민간분야의 성장자본 투자 장려
- 싱가포르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자본 필요하므로, 민간
분야 펀딩을 장려하기 위해 벤쳐캐피털(VC)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업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문지식과 함께 장기적인 자본을 제공
하기 위해 은행, VC 펀드, 사모 펀드 (private equity)를 포함한 다
양한 민간 부문 자금을 조성
o

(innovation

□ 전략

- 4 :

ecosystem)

강력한 디지털 역량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및 금융 지원
- 싱가포르 무역 플랫폼(National Trade Platform), 싱가포르 결제자문
위원회(National Payments Council)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도입 가속화

o

데이터 분석 및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 업계와 함께 공동 연구실(joint laboratories)을 설립해 데이터 분석과
같은 디지털 역량을 개발 지원하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
장려 및 데이터 분석가 육성 지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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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큼 군인들(full-time national servicemen)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데이터 자산화 지원
- 기업들의 데이터 자산화를 지원할 전담기관 설립
- 해당 기관을 통해 각 업계 맞춤형 규제를 제공하고 데이터정보학
프로젝트 공동개발을 통해 대표 우수사례 수립

o

<

□ 전략

-5 :

o

디지털 경제지표별 현황, 2018년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

>

역동적이고 연결성 높은 기회의 도시 개발

싱가포르의 국제 연계성 강화를 위해 투자
- 창이공항 터미널 5, 차세대 Tuas항 개발 등을 통해 싱가포르의
항공 및 해양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와 동시에, 싱말 고속철(HSR)
개발을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연결성 강화
- 이기종 네트워크(heterogeneous network)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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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있는 성장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계획 수립 지속
- 도시국가로서 국토면적에 대한 제약이 큰 만큼 대담한 도시개발
계획 마련
- 파야레바 공군기지(Air Base in Paya Lebar)를 창이로 옮기고 탄종
파가(Tanjong Pagar) 및 파시르판장(Pasir Panjang) 컨테이너 터미널을
투아스(Tuas)로 옮기면 해당지역 재개발 예정
o 역동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파트너십 강화
-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들을 군집화해 다양한
주체간 파트너십 장려
- 현재 주롱호수지구(Jurong Lake District)에 개발하고 있는 싱가포르
제 2의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등 도시개발 초기단계
부터 디자인 및 예술의 가치 반영

o

<

주롱 혁신거리 전망, JTC Corporation 2018년 자료

>

수출가능 역량 강화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의 도시공학 솔루션 수출
역량 개발
- 원노스(One-North) 지역에서 진행되는 육상교통청(LTA)의 무인자동
차 테스트베딩, Hyflux사의 수자원공사(PUB) 및 연구기관과의 혁
신적인 수처리 기술 공동 개발 및 도입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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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6 :

산업 변환지도 개발 및 구현

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산업별로 기회 및 위협요인이 상이하므로 산업별로 다른 접근
방법 적용
- 반면 유통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포맷 및 기술을 활용해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물류업의 경우, 아시아 중산층 및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술 활용 및 공급 사슬 우수사례 도입 지원

o

< District Logistics Network,

총리실 산하 미래경제위원회(2017)자료

>

산업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군집화 전략 도입
- 산업 내뿐만 아니라 산업간 시너지효과를 장려하기 위해 군집화
전략을 도입하고, 비슷한 역량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수요공급 관계에 있는 산업간 연결성 강화
- 산업분류로는 구분이 어려운 신규산업 부상 시 해당 산업을 저해
시키지 않고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업계 환경 예의 주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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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7 :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 파트너

상공회의소
조합
등의 역할 강화
- 상공회의소는 산업 레벨의 발전 계획을 주도하고 기업들의 성장
및 해외진출을 돕는 가치 있는 단체들임.
- 싱가포르 제조협회(Singapore Manufacturing Federation)는 Enterprise
Europe Network(EEN)와 협력해 싱가포르 기업들이 유럽의 기술적
노하우, IP, 파트너십 기회 등을 모색할 수 있는 ENN Singapore
Centre를 설립

o

(TACs),

(unions)

혁신과 도전
을 장려하는 규제환경 조성
- 규제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만 오래되면 유연성이 저하됨.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정부는 정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재고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o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정부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도 고려해야 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움직임 및 활동에 기여
o

(risk-taking)

총괄 전망

□

성장목표) 향후 10년간 연평균 2~3% 성장 목표
- 주요 성장 키워드는 ‘아시아’, ‘기술(skill)’, ‘사회정책’, ‘파트너십’,
‘연계성’
-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가 무역,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역량을 강화해 기업과 사람들이 그 기회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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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외국인 활용 창업 생태계 조성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시장 현황
o 싱가포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총인구 550만의 작은 도시
국가로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임
- 글로벌 주요기업들의 지역본부로 많이 활용되어 각 시장에 대한
이해와 언어능력을 갖춘 외국 인재들에 대한 수요
- 싱가포르 총 인력 중 외국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

□

싱가포르 외국인 인력 규모 현황

<

>

단위: 천명, %)

(

주: 가정부(Foreign Domestic Worker) 제외, ( ) 안은 비중%,
** 자료원 : 싱가포르 노동부(MOM),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

외국인 노동시장 특징
o 싱가포르 노동시장은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유연한 특성을 지니며,
근로자들의 퇴사 및 이직이 자유롭고, 고용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해고가 가능
- 외국인은 싱가포르 노동법(Employment Act)을 준수해야 하나,
노동법은 큰 틀을 제공하고 해고, 퇴사, 퇴직급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내용에 기반을 둠.

□

-

임금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사항으로,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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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시장은 3자주의(Tripartism)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3자주의(Tripartism)는 노 사 정간 합의를 통해 노동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
- 싱가포르 3자 위원회(Tripartite Committee)는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MOM), 노동조합(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NTUC), 경영자 연합(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SNEF)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 및
근로 공정성, 유연성, 안전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 외국인 고용비자 종류 및 특징
o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자발급 조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비자
신청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o

․

<

Pass Type

․

비자 유형별 외국인 인력 현황
2012

2013

2014

>

2015

Employment Pass (EP) 173,800 175,100 178,900 187,900
S Pass
142,400 160,900 170,100 178,600
Work Permit (Total) 942,800 974,400 991,300 997,100
- Work Permit
(Foreign Domestic Worker) 209,600 214,500 222,500 231,500
- Work
Permiotn)
293,300 318,900 322,700 326,000
(Constructi
OtherWorkPasses2
9,300 11,300 15,400 23,600
Total Foreign Workforce 1,268,300 1,321,600 1,355,700 1,387,300
TotalF(excl
oreig, nWorkforce
1,058,700 1,107,100 1,133,200 1,155,800
FDW)
*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통계청 발표자료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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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92,300
179,700
992,700
239,700
315,500
28,300
1,393,000
1,153,200

2017

187,700
184,400
965,200
246,800
284,900
30,700
1,368,000
1,121,300

외국인 창업 개방과 지원 프로그램
o 싱가포르 정부는 부족한 자원과 도시 국가라는 소규모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찍이 개방경제정책을 도입, 많은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해옴

□

o

S PRING

S EED (Starup Enterprise Development S cheme)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Spring Singapore(중소기업진흥기관)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혁신적인 상품이나 프로세스 혹은 관련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공동투자’
형식으로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투자
-

o Technology Enterprise Commercialization Scheme
-

-

-

(TECS)

통상산업부 산하 Spring Singapore(중소기업진흥기관) 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인 기술지적재산을 보유한 신생기업의 R&D 부담 완화
초기 콘셉트단계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100%까지 최대 25만 싱가포르달러 지원
워킹 프로토타입 개발, 기술 프로젝트, 상업성 평가 등 후반 리서치
부분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85%까지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 지원

o I.JAM Microfunding Scheme (IDMPO)

산하기관인 IDMPO에서 진행하며,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2007년 시작된 프로그램. 최대 5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원

- I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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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창업지원가 자금

(Business Angels Fund: BAF scheme)

민간 투자자인 창업지원 투자자와 함께 SPRING이 공동 투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싱가
포르 법인 설립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함
- 투자 지원이 승인된 창업 기업은 제3 투자자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BAF scheme을 통해 투자 지원받게 됨
- 최대 지원 금액: 150만 싱가포르 달러

-

o

특정부문 가속지원 프로그램

(Sector Specific Accelerator (SSA) Programme)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의학 및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과 같은
신생 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
- SSA로 Clearbridge BSA, Singapore Medtech Accelerator, Zicom
MedTacc, Medtech Alliance를 선정해 의학기술 창업 기업을 발굴
하고 투자 지원하는 역할을 함
- SSA는 투자 지원 외에도 창업 기업의 경영진 구성과 잠재적 고객을
발굴하여 해당 기업과 연결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 제공
- SPRING SEEDS는 해당 SSA와 1:1 방식의 공동 투자 지원을 함
- 책정된 총 SSA 예산: 7000만 싱가포르 달러
-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irse(RIE) 2015

o

초기 단계 벤처 자금
- ESVF는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내 혁신 기업가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National Framework for Innovation and Enterprise
(NRI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정된 초기 단계 창업 기업에 벤처
캐피털과 공동으로 자금 지원

(Early-S tage Venture Funding S cheme: EV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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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연구재단(NRF)은 해당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 벤처 캐피털 투자금액과 동일한 투자금 지원 방식으로 현재까지
총 1000만 싱가포르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 민간 벤처 캐피털은 국가연구재단(NRF)이 투자한 금액을 투자 5년
이내에 이자와 함께 국가연구재단(NRF)에 상환하면 국가연구재단의
해당 창업 기업 지분을 획득 할 수 있음
-

외국인의 회사 설립과 정주여건
개인회사
- Sole Proprietorship: 사업주 1인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싱가포르인/영주권자/EP소지자는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
은 현지인을 함께 등록해야 함.
- Partnership: 2인 이상 20인 이하의 개인 및 법인이 동일 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 등록기관: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웹사이트: http://www.acra.gov.sg/
유한회사

□
o

(Business Registration - S ole Proprietorship)

o

-

주주 책임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가장 일반
적인 회사(PTE. LTD.), 주주 및 이사의 책임이 한정돼 있으며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

* 1인 이상의 주주 및 1인 이상의 현지인이 필요

등록기관 :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웹사이트: http://www.acra.gov.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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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유한회사
상장된 회사
- 주주의 책임이 배정된 주식가액의 납입에 한정되며 한국의 상장
법인과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주주 수에 제한이 없고 주식과 사채의
공모가 허용
- 등록기관: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웹사이트: http://www.acra.gov.sg/
o 보증 유한회사
- 일반적으로 비영리 조직으로 활용되며 국가적 또는 공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설립
- 등록기관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웹사이트: http://www.acra.gov.sg/
o 외국인 회사
–
-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 등록된 외국계 회사는 지사(Branch Office)와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가 있으나
-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회사는 지사이며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대
표 사무소는 법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활동 불가
o

(Public Company Limited by S hares,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Foreign Company

Branch office)

* 대표사무소는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해야 함.

협회와 조합
- 모든 협회 및 조합은 The Registry of Society에 등록
- 위치: ICA Building 6층(이민국 빌딩)

o

(Association & S 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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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

시사점

싱가포르의 개방정책과 고급인력의 유입을 통한 경제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
o 싱가포르는 중심전략 추진을 위해 개방형 경제를 지향해 왔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와
기업의 수준에 맞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제공
o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함으로써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싱가포르의 개방형 경제를 성공시킨 주요
지표들로 확인함
- 4대 투자유치 성과지표로 고정자산투자 (Fixed Asset Investment,
FAI), 기업총지출 (Total Business Expenditure, TBE), 부가가치 (Value
Added, VA), 일자리 창출(Job)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

성장, 국가경쟁력 순위 향상, 국가 청렴도, 교육 수준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질 높은 성장이 확인됨
□ 최근 미래 디지털 경제의 준비를 위해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등 선도적 정책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
o 지리적 여건, 다문화 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하고, 영어 공용화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재, 자본의 인바운드
흐름을 강화하는 중심국가 성장전략은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음
o 이제는 우리는 변방국가의 성장의 틀을 벗어 던지고 중심국가로 성장
하기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개방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인근
국가로부터 자연스러운 인바운드(In-Bound) 흐름이 형성될 시점임
- GDP

,

Pione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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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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