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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4 차 예산안 발표 –      

주요 내용 

Extraordinary measures for extraordinary 
times 

 

싱가포르 내 기업들과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 4 차 예산안 

2020 년 5 월 26 일 싱가포르 부총리/재무부 장관은 서킷브레이커 제재 기간이 종결되는 

2020 년 6 월 2 일부터 싱가포르가 단계적으로 싱가포르 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4 차 

예산안 – 4 차 지원책 – 을 발표하였습니다. 

4 차 예산안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및 생계 보호와 COVID-19 에 의해 타격을 받은 기업과 

가구들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가구가 재정적 타격을 대처하고 경기 회복 시 기회를 잡는데 

지원하고, 최전방 에이전시를 지원하여 현재 팬데믹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주요 지원책 

발표된 기업을 위한 주요 지원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책 내용 

일자리 

지원제도 

(JSS) 연장 

및 강화  

세 가지 강화 사항 : - 

 

(a) 2020 년 8 월 급여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일자리 지원제도 

적용기간 연장  

 

일자리 지원제도는 2020 년 8 월에 지급될 급여를 포함하도록 

연장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지원제도 하에 현금지원금 

http://www2.deloitte.com/sg/en.html


제공기간을 총 10 개월로 연장함 (이전에는 9 개월간 지원). 

지원금 수준은 업종별 운영 재개시 시점과 하기 업데이트된 기본 

업종군의 각 tier 에 따라 다름.  

 

(b) 서킷브레이커 기간 종결 이후 단계별 운영 재개시에 적용될 

일자리 지원제도지원책 

 

서킷브레이커 제재가 2020 년 6 월 2 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즉시 운영 재개시를 하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 

계속하여 각 현지 직원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월 

급여액 (최대 S$4,600 한도액)의 75%에 상응한 금액을 현금지원 

받을 것임. 이 강화된 지원책은 운영 재개시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나 혹은 2020 년 8 월까지 기간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적용됨. 기업들은 GoBusiness 포털에 접속하여 언제부터 운영 

재개시가 허용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음.  

 

운영 재개시가 허용되는 업종의 경우 업데이트된 기본 업종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음. 싱가포르 국세청은 운영이 월 중간시기에 

재개시될 경우 이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계산될 것이라고 

확인하였음. 예를 들어, 2020 년 7 월 5 일에 운영을 재개시한 

기업의 경우, 7 월 4 일까지 75%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후로는 기본 업종별에 따라 지원이 적용됨.  

 

(c)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을 반영한 업데이트된 기본 업종군  

 

각 업종에 지원되는 업종군 리스트는 업데이트되었음. 이러한 

변경사항은 소급적용될 것이며, 단 소급적용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구축환경 (built environment) 업종임.   

 

업종군 업데이트된 지원혜택 업종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Tier 1 : 현지 

직원의 월 급여 

최대 S$4,600 

한도액의 75%를 

지원 

항공업과 항공우주 산업 

 항공업 (즉, 항공사, 공항 지상직, 공항 

오퍼레이터) 

 항공우주 관리, 수리, 점검 (MRO) 

오퍼레이터 * 

 항공우주 제조 오퍼레이터* 

 항공우주 MRO 와 제조업체에게 납품하는 

주요 공급업체 및 서비스 업체* 

 항공단 관리 서비스 오퍼레이터* 

 조종사 및 승무원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오퍼레이터* 

 

관광업, 호텔업, 컨벤션 및 전시업 

 충족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호텔  

 충족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여행사  

 충족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관광명소 

오페레이터  

 크루즈 라인과 크루즈 터미널 오퍼레이터  



 미팅, 인센티브, 컨퍼런스, 전시 오퍼레이터 

(MICE)  

 MICE 산업과 관광업 이벤트 조직업체* 

 환전소 업체* 

 지역 페리 오퍼레이터* 

 싱가포르 국세청 인증을 받은 중앙 환불 

에이전시* 

 

특별 Tier 1 —현지 

직원의 월 급여 

최대 S$4,600 

한도액의 75%를 

지원 (2020 년 

6 월부터 

8 월까지의 

급여만 해당)  

구축환경 (건설업 포함)* 

 구축환경 컨트렉터  

 구축환경 컨설턴트  

Tier 2—현지 

직원의 월 급여 

최대 S$4,600 

한도액의 50%를 

지원 

외식업 

 라이센스가 있는 음식점 또는 노점업체  

  (호커센터 포함) 

 

소매업* 

 조건을 충족하는 소매업 업체 

 

예술 및 엔터테이먼트업* 

 극장 오퍼레이터   

 영화 배급사  

 예술 및 문화 단체 

 

교통운송업* 

 철도 오퍼레이터 

 교통수단 오퍼레이터 (Grab 등) 

 개인 버스와 리무진 오퍼레이터  

 

해양 및 오프쇼어 해양업* 

 해양 및 오프쇼어 업체 

 

Tier 3—현지 

직원의 월 급여 

최대 S$4,600 

한도액의 25%를 

지원 

그 외의 모든 업종  

* 새로 추가된 업종이나 업체 

 

기타 조건은 변경 없이 적용됨.  

 

 

 

 

 



일자리 지원제도의 강화된 사항의 예시 

 
 

조건을 충족하는 소매업 아웃렛 업체를 예시로 들어 일자리 

지원제도의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건을 충족하는 소매업 아웃렛은 2019 년 10 월에서 12 월, 2020 년 

2 월에서 3 월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받을 

것임. 

 

^ 이전 3 차 예산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20 년 4 월과 5 월의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은 각 현지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여 최대 S$4,600 한도액의 75%의 지원금을 받을 

것임. 

 

# 2020 년 6 월 2 일에 서킷브레이커가 완화됨에도 운영 재개시를 하지 

못하는 소매업 아웃렛의 경우에는, 운영 재개시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이나 혹은 2020 년 8 월까지 중 더 이른 날짜까지, 각 현지 

직원에게 지불된 월급여 최대 S$4,600 한도액의 75%의 지원금을 받을 

것임.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소매업 아웃렛이 2020 년 7 월 1 일에 

재개시를 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업은 2020 년 6 월에 75%의 

지원금을 수령하며, 기본 업종군에 근거한 각 현지 직원에게 지급된 

월급여 최대 S$4,600 한도액의 50%의 지원금을 2020 년 7 월과 

8 월에 수령할 것임.  

  

외국인 

근로자 

부과금 

(FWL) 

면제와 환급 

지원책 연장 

건설업, 해양 및 오프쇼어업, 가공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들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서킷브레이커 기간 종결 후에도 즉시 

현장에서 운영을 재시작할 수 없는 경우, FWL 면제와 환급은 최대 

2 개월까지 연장됨. 하기 표 참조: 

 

적용 월 세부사항 

2020 년 6 월 100% FWL 면제와 S$750 FWL 환급 

2020 년 7 월 50% FWL 면제와 S$375 FWL 환급 

 
 

임대료 환급 

지원책 확대 

및 연장 

임대료 환급지원은 중소기업 (SMEs) 을 포함하여 확대 적용되며, 

정부기관에는 연장됨.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임대료 환급 지원책은 다음과 같음: 

Oct 

2019 

Nov 

2019 

Dec 

2019 

Feb 

2020 

Mar 

2020 

Apr 

2020 

May 

2020 

Jun 

2020 

Jul 

2020 

Aug 

2020 

업데이트된 기본 업종군하에 50% 지원 

소급적용 * 

강화된 일자리 

지원제도 적용^ 

강화된 일자리 지원제도/ 

업데이트된 기본 업종군 # 



 

(a) 중소기업 세입자의 임대료 비용 상쇄 목적으로 현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세입자 (2019 년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신고서 상 연매출이 S$1 억 달러 이하로 

규정)가 조건을 충족하는 상업용 부동산(예: 가게)을 임차할 

경우 약 0.8 개월,  또는 다른 비거주용 부동산(예: 산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약 0.64 개월 임대료에 

상응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현금 지원은 2020 년 7 월 말부터 자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될 것이며,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지원금을 

중소기업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관련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를 주거나 또는 한 개의 부동산 

세무 계정에 해당하는 관련 부동산을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에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해당 

자동 현금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러한 경우 현금지원 

혜택을 수령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세청에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별도 신청이 필요함.  

 

(b) 부동산 소유자의 임대료 면제 혜택의 의무적인 제공  

 

부동산 소유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이전 몇 개월 

동안 매출액이 급감한 중소기업 세입자에게 임대료 면제를 

법적으로 제공해야 함. 조건을 충족하는 상업용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세입자는 정부와 

부동산 소유자가 ½씩 공동으로 분담하는 총 4 개월의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산업 또는 오피스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중소기업 세입자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면제 혜택이 주어질 것임. 더욱 자세한 사항은 2020 년 6 월에 

발표될 예정임.  

 

이번에 발표된 기타 지원책들은 시니어 근로자 (55 세에서 70 세)의 CPF 연금 납부율 증가 1 년 

연기 (2022 년 1 월부터 적용), 스타트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구축환경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디지털화 및 이노베이션 지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딜로이트 싱가포르의 견해 

2020 년 1 월에 싱가포르에서 첫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4 개월에 

걸쳐 4 번의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한 싱가포르에서 기업들 및 가구들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총 S$1 천억 달러에 가까운 지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개월 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는 서킷브레이커 제재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서킷브레이커 제재가 완화되는 2020 년 6 월 2 일부터 COVID-19 

확진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3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2020 년 6 월 1 일 

이후에도 운영 재개시가 허용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4 차 예산안에 발표된 지원책은 일자리에 중점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제도 정책은 

이전 3 번의 예산안 발표에서 주요 지원책이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도 괄목하게 연장되었으며 

다시 한번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자리를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나,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들을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0 년 

7 월부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일자리 지원제도를 

2020 년 8 월 급여까지 포함한 점은 기업들이 운영을 재개한 후 첫 몇 달 동안 수령할 

현금지원금을 사업운영의 유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후의 새로운 싱가포르는 경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몇 개월이 어떠한 상황을 가져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난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함께할 때에 더욱 강해지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Contact 

1 차 – 4 차 예산안 지원책 관련 문의사항이나 싱가포르 세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딜로이트 싱가포르 한국사업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김광하 

Tax Senior Manager 
Deloitte Singapore 
 
+65 6800 2737 
joskim@deloitte.com  

June Chung 정주은 

Tax Senior Associate  
Deloitte Singapore 
 
+65 6530 5531 
junechung@deloitte.com   
 

  
 

 

COVID-19 Tax & Legal Resources and Tools  

To help you navigate through new Tax & Legal developments in this rapidly evolving 
landscape arising from COVID-19, please see the following resources and tools that 
you can leverage on: 

  

mailto:joskim@deloitte.com
mailto:junechung@deloitte.com


Deloitte Tax Atlas COVID-19 Tax and Fiscal 
Measures 
 
Access a high-level summary of proposed 
and enacted tax and fiscal COVID-19 
measures announced by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Register now 

 

Signal Topic Alerts on COVID-19 Tax 
measures 
 
Daily alerts prepared by Deloitte and 
Signal AI to help you and clients stay up to 
date on COVID-19 tax measures. 
 
 

 
Register now 

 

  

Addressing the impact of COVID-19: Tax 
incentives and government reliefs 
 
Prepared by Deloitte Tax subject matter 
experts on cash generation—incentives, 
deferral, and tax management. 
 
 

 
Download the report 

 

COVID-19 Hub on Deloitte.com 
 
Cross-business content to share externally 
and with clients. 
 
 
 
 

 
Learn more 

 

  

Deloitte tax@hand 
 
Now includes COVID-19 global and 
regional tax news, information, and 
resources. 
 
 
 

 
Register now 

 

COVID-19 Government Response Portal 
 
This microsite provides access to Business 
and Social Impacts and Tax and Financial 
Measures introduced around the world. 
 
 
 

 
Register now 

 

 
Note: If you have trouble accessing any of the links below, please try to copy and paste 
them directly into your browser. 

 

file:///C:/Users/lemlee/OneDrive%20-%20Deloitte%20(O365D)/Desktop/www2.deloitte.com/global/en/pages/tax/covid-19/tax-atlas-signal.html
file:///C:/Users/lemlee/OneDrive%20-%20Deloitte%20(O365D)/Desktop/www2.deloitte.com/global/en/pages/tax/covid-19/tax-atlas-signal.html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About-Deloitte/RESPOND-BUS-CONT-Implement-cash-conservation-and-recovery-V2-2.pdf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about-deloitte/topics/combating-covid-19-with-resilience.html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tax/covid-19/tax-legal-response-hub.html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about-deloitte/articles/covid-19/covid19-government-funding-portal.html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manufacturing/articles/global-a-and-d-outlook.html?id=gx:2em:3ext:4ADOutlook2018:5awa:6cb:20180426


   
Dbriefs 
A series of live, on-
demand and interactive 
webcasts focusing on 
topical tax issues for 
business executives. 

Power of With 
Focus on the power 
humans have with 
machines. 

Tax@hand 
Latest global and 
regional tax news, 
information, and 
resources. 

 

 

 

Deloitte’s 175th milestone year is the first 
anniversary to be acknowledged and 
celebrated globally.  
 
This uniquely unifying moment offers the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 value of 
Deloitte’s role in the world—past and future. 
Deloitte has been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for 175 years and will continue to do 
so for many year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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