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싱가포르는 기업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소요 시간이 적어 어려움이 없다. 또한, 기업설립 및 운영에서 외국인에 특별한 제한이 없
어 모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사 설립은 물론 개인회사(Sole Proprietor), 유한책임회사(Local Company; Company limited by
shares/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유한책임조합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법적
으로 구분되는 4가지의 기업형태 모두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비즈니스 영역 및 사업전략, 모기업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기업형태별 세금, 등록요건 등의 특징을 살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설립과 관련된 기본정보는 기업등록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Subsidiary company)은 낮은 법인세율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싱가포르 진출 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로 이용된다.
1년 매출액이 500만 싱가포르달러가 넘는 개인 주주 회사라면 매년 시행되는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 또는 해외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비용 지출 및 현지인 고용이 가능하다.

2020년 부로 법인세 환급 대상 순이익 한도가 기존 매년 3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축소되어 매년 20만 싱가포르달러를 넘은 이익에
대해서는 17%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 3년 이내 스타트업을 위한 법인세 환급률 또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2020년 내 설립 3년 이전 기업 기준)
- 매년 초기 10만 싱가포르달러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이 기존 100%에서 75% 면제로 축소
- 당해 연도 추가 20만 싱가포르달러 이익에 대해서 50% 감면이 추가 10만 싱가포르달러 이익에 대한 50% 감면으로 축소 (3년 이내
면세 대상 순이익 기존 매년 30만 달러에서 매년 20만 달러까지 한정)

지사
ㅇ 설립요건

지사(Branch office)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인의 대표자(authorised representative)와 최소자본금 1달러가 요구된다. 대표자는 싱가
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고용비자 소지자여야 한다.

ㅇ 설립 절차

1) 상호 신청: 지사등록 이전에 상호신청을 통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등의 심사를 받게 된다. 승인 시 등록한 상호를 120일간 보전해두
므로 이 기간 내 회사 등록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불승인 시 다른 상호로 재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www.bizfile.gov.sg
- 비용: S$15

2) 지사 등록: 상호 등록 이후 BizFile+에서 CorpPass를 사용, 온라인을 통해 외국 기업의 지사를 등록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www.bizfile.gov.sg
- 비용: S$300
- 소요기간: 상호신청비 지불 이후 15분 (단, 다른 기관의 허가 및 검토를 요하는 경우 14일~2개월 소요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외국 회사(즉 본사)의 설립 증명서 사본(Copy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foreign company certified by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certificates)
· 회사 설립 규약 및 정관 사본(Copy of its Memorandum &Articles of Association certified by the authority which
incorporated the foreign company)
·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Return providing particulars of all directors of the foreign company-Form79)
· 현지 이사(책임자)의 권한 관련 규약(Memorandum stating powers of local directors)
· 현지대리인 임명 및 권한에 관한 규약(Memorandum of appointment or power of attorney stating the names and addresses
of two more Singaporeans, Permanent Residents or EP holders authorized to act as agents in Singapore)
· 현지대리인 서약(Statutory Declaration by the Agents of the Foreign Company-Form 80)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외국 기업의 현지 사업 관계 구축, 시장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한시적인 기간 운영되는 임시 행정
단위이다. 이에 어떠한 금전적인 사업 활동이나 거래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내 연락사무소는 매년 평가와 갱신을 통해 최대 3년간 운영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감독
국(ACRA)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은행, 금융, 재무 및 보험업계는 싱가포르 통화청(MAS), 법조계는 법무부(MinLaw)에서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설립 요건
- 모회사 총 매출액 25만 미국달러 초과
- 모회사 설립 3년 이상
- 연락사무소 직원 수 5명 미만

ㅇ 설립 절차
- 온라인 신청: https://roms.enterprisesg.gov.sg/
- 등록비: 연간 S$200
- 필수구비 서류 목록
· 외국 회사(즉 본사)의 설립 증명서 사본 (Softcopy attachment (in English or an official English translation) of the foreign
entity’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Registration Certificate (as applicable))
· 외국 회사(즉 본사)의 최신 감사 내역 증명서 (Softcopy attachments of the foreign entity’s latest Audited Accounts.)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일반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시에는 보통 유한 책임 회사(한국 회사: 모회사 / 싱가포르 회사: 자회사) 혹은 지사
(한국 회사: 본사 / 싱가포르 회사: 싱가포르 지사)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개인회사는 EP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진행
하기 어렵고 사업 실패 시 개인의 무한책임이 따르는데 비해 유한책임회사, 즉, 주식회사(PTE.LTD)는 개인이 100% 주주로 설립해
EP(취업비자 소지자)를 받거나 외국인이 현지인 이사 1인을 두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대부분의 회사는주식 회사법(The Company Act, Cap. 50)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회사는 기업회계감독국(ACRA) 등록해야
한다. 설립 시에 최소한 1인의 현지이사(Local Director)가 있어야 하며, 최소자본 S$1로 설립이 가능하다. 회사는 그 자체가 경제적, 법
률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 거래행위 등을 회사의 명의로 행한다. 또한, 모든 행위는 주주와 별도로 임명된 이사

회에서 정관과 주주총회에서 규정된 절차와 법위에 따라 수행한다.

주식회사는 3가지의 종류로서 ① 주식 유한회사, ② 보증 유한회사, ③ 무한회사로 구분된다.
① 주식 유한회사(Private/Public Companies Limited by Shares) : 주주의 책임이 배정된 주식가액의 납입에 한정되며 한국의 일반 주
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서, 대부분의 회사가 Pte Ltd로서 주식에 의해 한정되는 회사이다. Pte Ltd는 2가지로 나뉘는데 주주수가
50인 이하의 회사는 주식 및 사채의 공모를 할 수 없고, 예금의 공모도 금지된다.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형태의 회사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반 공증과의 이해 관계가 적기 때문에 회사법상의 각종 준거 의무와 보고 의무가 공 모
회사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으며 이사, 서기 등 임원, 감사인과 청산인 임명과 해임절차가 간편하다.
주주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Public Company로 바꾸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와 비슷한 형태이며 주식과 사채의 공모가
허용된다. 공모된 주식과 사채는 아무 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는 공
모유한회사이다. 공모회사는 회사의 활동과 일반공증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주식과 사채 공모시 법정공모청약 안내서의 작성 공시의
무 등 회사법상의 각종 준거 의무와 보고의무를 지켜야 하며, 반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등 공시의무도 강화되어 있다. 또한 이사 및 서기
등의 임원, 감사인과 청산인 등의 임명과 해임절차,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복잡하다.

② 보증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주로 비영리 조직에서 활용되며, 회사 설립시 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고, 회
사가 청산할 경우에 자신이 설립시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 초과액을 불입 할 것을 약정하여 설립된다.

③ 무한회사(Unlimited Company) : 설립 자체가 매우 드문 경우이며, 회사설립시의 주주의 자본금 납입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가 회사의
채권자에게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LLP): 싱가포르의 LLP는 개인 유한회사와 같이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가진다. 이에 LLP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당할 수 있으며,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파트너의 경우 자신의 과실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 개인이 가지게 되지만 다른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LLP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LLP 설립을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파트너(partner) 최소 2명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이 파트너는 개인, 현지기업, 해외기업 또는 또 다른
LLP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매니저(manager)가 최소 1명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싱가포르 내 LLP를 설립할 경우 현지 거주 매니저(locally resident manager)를 선임해야 한다. 싱가
포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노동청(MOM)의 승인을 받는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Sole-Proprietorships) : 사업주 1인 혹은 1개의 회사가 이 단독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사업조직 중 가
장 간단한 형태이다. 개인사업체는 법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사업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법률상 권리
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으로 법적인 소송이나 거래 혹은 자산의 소유를 하지 못하며, 모든 거래행위, 소송행위는 사
업주나 주인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상의 이익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율을 내야 한다. 한시적인 싱가포르 내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은 Joint Venture나 독자적인 개인사업을 등록 할 경우 회사법상 여러 규제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등록비
용은 저렴하나, 매년 갱신을 해야만 개인회사가 유지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8세 이상의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EntrePass 비자 보유자여야 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현지 거주 공인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며 또한 등록된 파일링 에이전트(로펌, 회계법인 또는 기업 비서양식)를 고용하여
BizFile+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의 경유 개인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싱가포르 노동청(MO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된 파트너가 SingPass 계

정이 없을 경우, 신청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등록된 파일링 에이전트(로펌, 회계법인 또는 기업 비서회사)의 서비
스를 이용해야 한다. SingPass 또는 CorpPass 계정을 가진 개인만이 BizFile+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Allen and Gledhill LLP Advocated and Solicito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5 6890 7188
One Marina Boulevard #28-00, Singapore 018989
http://www.allenandgledhill.com/Pages/default.aspx
enquiries@allenandgledhill.com
무
1902년 설립, 변호사 300명 이상 근무

ㅇ Drew and Napier LLC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5 6535 0733
10 Collyer Quay, 10th Floor Ocean Financial Centre, Singapore 049315
http://www.drewnapier.com/home
mail@drewnapier.com
무
1889년 설립, 변호사 250명 이상 근무

ㅇ Tan Peng Chin LLC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5 6532 1808
30 Raffles Place #11-00, Chevron House, Singapore 048622
http://www.tpclaw.com.sg/home.html
무
1994년 설립, 변호사 약 30명 근무

ㅇ KPMG
전화번호
주소

+65 6213 3388
16 Raffles Quay #22-00, Hong Leong Building, Singapore 048581

홈페이지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https://home.kpmg.com/sg/en/home.html
유
1941년 설립, 전 세계 약 150개 회사 담당

ㅇ Deloitte and Touche LLP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5 6224 8288
6 Shenton Way, #33-00 OUE Downtown2, Singapore 068809
https://www2.deloitte.com/sg/en.html
enquiries@deloitte.com
유
1967년 설립, 200개 이상의 회사 담당. 약 5,000명의 전문가들과 20개의 사무소

ㅇ PricewaterhouseCoope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5 6236 3388
7 Straits View, Marina One East Tower, Level 12, Singapore 018936
https://www.pwc.com/sg/en.html
유
약 17,000명의 전문가, 730개의 회사 담당

ㅇ LeeKim Allian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5-6633 5051
10 Anson Road #23-14,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79903
https://www.leekimalliance.com
Help@LeeKimAlliance.com
유
2008년 설립, 싱가포르 국세청 (IRAS)에서 YA 2017 기준 상위 15위 싱가포르 회계/세무 대행 업체 (Top
15 Tax Agent)로 선정

ㅇ KorchinaTNC (Singapore) PTE. LTD. / Korchina TNC CPA(Singapore) PAC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542 2309/ 070 7436 6144
3 Shenton Way, #16-08 Shenton House, Singapore 06880
http://www.korchinatnc.com/main/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tncsg@korchina.com
유
본사 1994년 설립, 전세계 52개지사 보유한 코차이나그룹 자회사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지원센터
지정(2008-2014), K-ICT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채널파트너(2015-) 등 지정 (종업원수 전체 1,200명)

ㅇ ATOZ SG Consulting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5 6221 8949
10 ANSON ROAD #34-10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79903
http://www.atozsg.com/
info@atozsg.com
무
한국회계사 및 싱가포르회계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에 거점
을둠
<자료원 : 각 회사 웹사이트 >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