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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3 차 예산안 발표 - 주요 

내용  

Extraordinary measures for 
extraordinary times 

 

3 차 예산안: 기업과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 발표 

2020 년 4 월 3 일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 내 COVID-19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추가 확진자 수 급증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20 년 4 월 7 일부터 2020 년 5 월 4 일까지 

핵심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영업장소들의 전면적인 폐쇄를 포함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시행됩니다. 총리는 이러한 한 달 기간 

동안의 강화된 규제인 ‘안전 장치’ 시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도 인지하여 이번 연설에서 3 번째 지원 정책을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0 년 4 월 4 일에 기업들과 개인들의 세금 

신고 제출 기한을 자동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안전 장치’ 기간의 시행을 감안하여 기업들과 개인들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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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자료의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하기 Annex 

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차 예산안 – 추가 지원 정책 발표  

2020 년 4 월 6 일에 싱가포르 부총리는 악화되어 가는 COVID-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기업들과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3 차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추가 지원책은 2020 년 2 월과 3 월에 발표된 1 차, 

2 차 예산안들 (Unity Budget 과 Resilience Budget)에 추가되는 

지원책입니다.  

한 달간 ‘안전 장치’ 시행 기간에 대해 기업과 가구들이 준비하는 동안, 

정부는 사회적 및 경제적 파급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강력하고 결단적인 

대응책들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부류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들과 직원들의 필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직업지원 제도 (Jobs Support Scheme)는 이번 발표에서 한 번 더 

강화되었습니다. 직업지원 제도는 모든 업종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현지 직원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총 월급여액 

(S$4,600 까지 한도액)의 75%를 2020 년 4 월에 기업들에게 현금 보조할 

것입니다. 상기 지원책은 현재 힘든 상황에서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기에 직원들과 기업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가구들의 현재 상황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도입에도 

집중합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중 21 세 이상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현금 지원금은 S$300 에서 S$600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현금 지원금 (Solidarity Payment)은 다음 주 중으로 지불될 예정입니다. 

또한, 2 차 예산안 (Resilience Budget)에서 발표된 추가 현금 지원금은 

2020 년 6 월에 지급되도록 앞당겨졌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하기 Annex B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작은 일도 어렵지만,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저희 

모두는 이제 최전선에 있으며 이 전대미문의 시기 동안 저희는 서로를 

돌보아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Annex A 

신고 종류 기존 제출기한 연장된 제출기한 

개인소득세 신고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2020 년 4 월 18 일 2020 년 5 월 31 일 

신탁회사, 협회(클럽), 

조합의 소득세 신고 

2020 년 4 월 15 일 2020 년 5 월 31 일  

2020 년 1 월에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법인의 중간예납 

신고  

2020 년 4 월 30 일 2020 년 5 월 31 일 

2020 년 1 분기 GST 

신고 

2020 년 4 월 30 일 2020 년 5 월 11 일 

2020 년 4 월에 

제출할 원천소득세 

신고 (S45 신고) 

2020 년 4 월 15 일 2020 년 5 월 15 일 

2020 년 4 월에 

퇴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종 신고 

(Tax Clearance) 

- 1 달 추가 연장 

 

Annex B 

기업 안정화 지원책 

1. 현금 유동성 문제 완화 

a. 직업지원 제도  

 한시적인 직업지원 제도의 강화로 현지 직원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월 급여액(최대 



S$4,600 한도액)의 75%를 2020 년 4 월에 현금 보조. 

(이전에는 25% 또는 50% 지원). 

 2019 년 10 월에서 2019 년 12 월에 지급된 월 급여에 

근거한 직업지원 제도의 1 차 현금 보조금은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0 년 4 월 

(이전에는 2020 년 5 월 말 지급 예정이었음)로 

앞당겨져 지급됨. 2020 년 4 월에 1 차 현금 

보조금으로 지급될  한시적인 직업지원 제도의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2019 년 10 월 지급된 월 급여를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2020 년 4 월분 급여를 토대로 

산정될 2 차 현금 보조금 계산 시 조정될 것임.  

b. 외국인 근로자 부과금 (Foreign Workers Levy (FWL))  

 2020 년 4 월에 납부해야 하는 FWL 은 감면. 

 2020 년에 납부한 FWL 금액에 근거하여 각 Work 

Permit 소지자 또는 S Pass 소지자에 적용되는  FWL 

S$750 를 환급. 환급액은 2020 년 4 월 21 일부터 

지급될 예정.  

 추가적인 사항들은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에서 곧 발표 예정.  

c. 자영업자 소득 구제 제도 (SIRS) 

 SIRS 는 자영업자 중 다음과 같은 자영업자도 

포함하도록 확대됨: 

-소액의 근로소득 취득자; 

-주택의 연 가치금액이 S$21,000 (이전에는 S$13,000) 

이하인 곳에 거주하는 자. 

2. 재산세 환급 

COVID-19 (한시적 제도) 법안은 비거주용 부동산 소유주가 

재산세 환급액 전액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제정할 것임. 



3. 대출지원 제도 

(1)임시 대출지원 프로그램, (2)기업 무역대출 제도, (3)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지원 제도 하에 2020 년 4 월 8 일부터 2021 년 

3 월 31 일까지 신청된 대출건들에 대한 정부의 대출 리스크 

분담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가구 지원책  

1. 추가 예산안 현금 지원 Solidarity payment 

 2020 년도에 21 세 이상인 모든 성인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 추가로 S$300 의 현금 지원.  

 발표된 2 차 예산안 (Resilience Budget) 하에 강화된 

현금 지원액 (최소 S$300)을 합치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 2020 년 4 월에 

Solidarity payment S$600 이 일시불로 현금 지급될 

예정. 

2. 강화된 케어 서포트 패키지 

2 차 예산안 (Resilience Budget)에서 발표된 각종 케어 

서포트 패키지 하의 지원금들은 2020 년 6 월에 앞당겨져 

지급될 예정 (이전의 지급 예정 시기는 2020 년 8 월과 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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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3 차 예산안 관련 문의사항이나 싱가포르 세무에 대한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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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ing COVID-19 with resilience 
Public authorities are taking decisive action to 
respond to the emerging health threat, 
leading the business community to reconsider 
the adequacy of their preparedness 
measures.  
 
Click here for Global Deloitte insights to help 
businesses manage and mitigate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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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iefs is a series of live, on-demand and 
interactive webcasts focusing on topical tax 
issues for business executives. Obtain your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CPE) 
credit for career development when you 
watch the webcast.  
  
 
Subscribe for the latest webcasts. 

 

 

 

Access the latest global and regional tax news, 
information, and resources from Deloitte 
tax@hand: A digital platform designed for 
global tax professionals, available anytime, on 
any device. 
 
deloitte.com/taxa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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