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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FDI유치를 위한 제도적 요건과 규제적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FDI유치를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
음.
- 싱가포르는 기업경영·투자환경에 있어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 FDI유치에 있어서도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와 비교하여 월등

- FDI의 경우 유치국은 생산기술과 경영기업의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외국인투자자로서는 투자회수 리스크로 인해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
극적이 됨.
▪ 외채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서는 FDI보다 상대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기 용이한
반면, 경제위기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가파산과 같은 소버린 리스크
(Sovereign Risk)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은 FDI에 따른 이러한 ‘잠행적 수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
도적 안정적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호
▪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FDI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한다는 관
점에서 접근

▶ FDI 우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규모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비
교 국가 중 가장 낮은 경제규모를 가진 싱가포르가 FDI Confidence Index Top
25에 연속적으로 소속
- 한국의 1/4정도 경제규모를 가진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우수한 제도경쟁력을 통해
FDI 최우수평가국이 됐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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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와 규제경감도 비교

- 싱가포르는 낮은 규제부담 수준, 유연한 노동시장, 낮은 조세부담율로서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에게 FDI로서의 매력적인 국가를 지향
경제성장률과 규제경감도 비교

▶ 한국은 시장규모, 거시경제환경만이 싱가포르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뿐,
법규제 등 제도적 지표는 모두 열악
- 한국은 시장규모와 거시경제적 환경지수에서만 싱가포르에 우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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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경쟁력 지표를 통한 싱가포르와의 비교(2013~2014)
싱가포르
항

목

법제도(Institutions)

한

국

점수
(1-7)

순위
(148개국)

점수
(1-7)

순위
(148개국)

6.0

3

3.8

74

사회인프라(Infrastructure)

6.4

2

5.8

11

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9

2

5.4

19

혁신성(Innovation)

5.2

9

4.8

17

관료의 객관적 결정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5.4

1

3.0

79

효율적 정부지출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5.9

2

3.0

80

규제경감도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5.4

1

3.2

95

정책결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6.1

1

3.4

137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술전수
(FDI and technology transfer)

5.8

5

4.5

84

자료: WEF(2013)의 싱가포르와 한국편 항목별 비교

- 한국이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비즈니스규제가 열악한 원인은 규제마다 적용된 높은
납세부담에서 비롯됐음.
▪ 창업 시 부과되는 법인등록면허세, 건물승인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토지매입
시 부과되는 높은 취득세율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기업에 현저한 부담으로 작용
▪ 창업, 건설승인처리, 재산권등록 등 중요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각종 거래세
율 및 준조세적 성격의 납부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

- 또한 한국의 납세관련 행정규제를 살펴보면 절차 수나 소요시간측면에서 싱가포르
에 비해 2배 이상 소요하도록 되어 있음.
- 법인세율의 경우도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2%로서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
일 수 있으나 싱가포르의 17%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 실제 과세금
액중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 싱가포르 등 FDI유치 경쟁력 높은 국가들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경직적이고 기업
부담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를 개선해야 함.
- 한국은 임금결정의 유연성과 고용·해고의 용이성 측면에서 각각 61위와 108위를 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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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여 싱가포르(5위, 3위)보다 현저하게 열악할 뿐 아니라, 한국의 해고비용은 세
계 120위로서 세계 1위인 싱가포르와 큰 격차를 보여줌.
- 싱가포르의 노무환경은 우리나라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해고, 노사협의회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친기업적인 제도적·법규적 뒷받침을 받고 있음.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임금조정에 대해서도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가 실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고용인-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가 기본
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노동법상 근로조건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월급 일정액 이하1)의 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휴가
등의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보장받음.
▪ 싱가포르는 해고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정기간 사전 공지 등 일정 절차를
통한 해고가 비교적 쉽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음.
▪ 한편 싱가포르는 노사분규는 원칙적 불법이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IAC(Industrial
Arbitration Court)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는바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발생 건수는 거의 없음.

▶ 싱가포르는 경제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분야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
하는 전략을 추진
-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브랜드 유치를 통해 세계적 인지도를 제고시켜 FDI유입증
가로 연결
- 서비스 분야 글로벌 브랜드 유치를 통한 해당 분야의 활성화와 FDI유치 증대전략은
경제규모의 한계를 가진 한국으로서도 참조해야 할 중요한 의미임.

▶ 싱가포르의 급성장하는 의료서비스 성과는 싱가포르의 의료산업정책과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의료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해주는 법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음.
- 싱가포르의 민간병원 대부분 주식회사로서 상장을 통해 금융기관 등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사립병원들은 해외 유능한 의료진 초청 및 자국

1) 월 2,500 SGD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가 이에 해당. 지난 2014년 4월 노동법 개정이전에는 월 2,000 SGD 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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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병실 등 기타 제반 환경에 대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와 경쟁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도모하고 있음.

- 하지만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윤 창출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외국인 의
료관광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경제자유지역의 경우 외국계 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자본 50%, 자본
금 50억 원 이상, 외국의사 10% 고용, 병원장은 외국의사, 진료의사결정 50% 이상 외
국의사 수행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움.

- 또한 싱가포르는 병원 홍보, 진료비 할인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료 외 광범위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사립병원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비
해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 싱가포르는 내외국인에 대한 구분 없이 자율적인 의료광고 및 진료비 할인 등 고객유
인행위가 허용되며, 보험회사부터 영양보조제, 비타민, 의료진단기구 등 의료 관련 다
양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이나 내용 등 제한된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환자에 대해
서만 진료비 차등청구 및 할인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례사업 또는 주
차사업 등 일부에 한정하여 의료 외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에 대한 병상 수 제한이 없는 싱가포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내
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로
제한하는 등 외국인 환자유치에 비친화적 규제가 상당함.

▶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형태 외의 병원 설립
을 허용하는 설립규제 완화가 전제되어야 함.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병원의 국내 유치
및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송금 허용을 비롯하여 수익을 출자자에
게 배분할 수 있는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
- 한편 경제자유지역의 과도한 진입장벽은 해외병원의 유치를 위하여 일정 수준 낮추
어야 할 것임.
- 상설한 진입규제 외에도 의료광고 허용 범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 허용 여부, 외
국인 환자의 병상 수 제한 등 각종 행위규제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제완화 작업이
요청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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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가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불필
요한 규제적 요소가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야 함.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독법인,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영리교육법인
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자치도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영리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하
고 있으며 경제자유지역, 제주자치도, 기업도시 등 일부 지역에 제한하여 본교의 직접
진출 형태만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비율 제한이 없
는 등 국내·국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운영상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공익성에 대한 경직된 인식으로 인하여 제주자치도에
영리교육법인을 허용했음에도 공히 과실송금은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에 있어 국내교육기관에 비해 상당
한 재량을 허용함에 따라 경제자유지역 외국교육기관 정원의 내국인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입영연기 등 국내교육기관이 제공받는 행정적 편의에서 제외되는 역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

▶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합작법인, 현지법인
등 국내분교 설립, 프로그램 진출 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함.
-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
을 허용하여야 함.
- 또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된 외국교육기관 설립가능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R 산업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비해 관련 진입과
영업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싱가포르는 정부가 사업자 공고를 통하여 복합리조트(카지노) 허가 지역, 시기 등을
지정하고 후보업체 간에 경쟁을 붙이는 공모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렴도를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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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복합리조트(카지노)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건별로 받는 민원신청 형태(사전
심사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청구가 난립하고, 체계적
인 복합리조트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

- 또한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바, 원천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싱가포르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되 출입횟수 제한, 베팅금액 제한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함.
▪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적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복합리조트 육성 정책과는 상반
된 규제태도임.

▶ 시작 단계에 있는 국내 IR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유명 해외 자본과
사업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외국기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복합리조트가 전 세계적으로 오락 및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불법 사
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관점에서 벗어나 유망 서비스사업으로서의 합법 사행산업
육성차원에서 일정 제한 하에 ‘오픈 카지노’ 허용 등 관련 영업규제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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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1) 기업환경으로서의 싱가포르 벤치마크 필요성
▶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해당국 기업의 성장이 증진
될 뿐 아니라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입, 기술전수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됨.
-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외국과의 비교는 수행되어야 할 필요

▶ 싱가포르는 기업경영·투자환경에 있어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 WEF, IMD, WB Doing Business의 경영환경 등에서 1위 국가

▶ FDI유치에 있어서도 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와 비교하여 월등
- 싱가포르는 2013년 GDP 대비 FDI유입 비율이 21%로서 홍콩(28%), 아일랜드(23%)에
이어 3위인 국가

(2) 싱가포르와의 규제제도 비교분석의 필요성
▶ 좋은 기업경영환경, 외국인투자 유치성공 배경에는 비단 규제제도뿐 아니라 다양
한 요인이 뒷받침하고 있음.
- 인센티브제도·조세제도·사회인프라·국제적 문화수준·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요
인이 작용

▶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제도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는데 있음.

(3) 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에 대해 법규제와 서비스분야 규제를 제도적 관점에서
비교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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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업경영환경, 외국인투자 유치성공 배경에는 비단 규제제도뿐 아니라 다양
한 요인이 뒷받침하고 있어 이러한 조건과 규제개혁과제를 구분해야 할 필요
- 인센티브제도·조세제도·사회인프라·국제적 문화수준·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요
인이 작용

▶ FDI유치를 위한 제도적 요건과 규제적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FDI유치를 위해 필요
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1) FDI vs 외채(External Debt) 유치
▶ 개발도상국에 있어 자국 내 자본 외에 개발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외국인투
자(FDI)와 외채(External Debt)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 외채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서는 FDI보다 상대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기 용
이한 반면, 경제위기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가파산과 같은 소버린 리
스크(Sovereign Risk)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자지급에 문제없이 경제가 급성장하는 신흥시장은 외채도입을 통해 신속하게 성
장할 수 있으나, 한국의 외환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일시적 위기로 상환이 곤란해질
경우 치명적

▶ FDI의 경우 유치국은 생산기술과 경영기업의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외국인투자자로서는 투자회수 리스크로 인해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
면 소극적이 됨.
- FDI의 경우 유치국가로서 가장 큰 장점은 다국적 회사인 투자자들이 유치국(host
country)에게 자본금 외에도 기술적 노하우와 전문적 경영기법을 전수한다는 점이
며, 투자자들로서 큰 혜택은 경영권과 물리적 재산권의 보장을 통해 FDI 수익을 증
대시킬 수 있다는 점
- 그러나 FDI유치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outright
nationalization)시키거나 세법 개정, 수출입 특정의무 강화 등 투자자에 추가지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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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도록 하는 행위, 즉 이러한 ‘잠행적 수용(creeping expropriation)’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유인이 감소

▶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은 FDI에 따른 이러한 ‘잠행적 수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안정적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호
-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FDI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한다는
관점에서 접근

(2) 제도경쟁력과 FDI유치
▶ 기존 연구는 주로 FDI유입에 대한 영향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보고서
로서 제도개선을 위한 일반적 방향성을 제시
- FTA체결, 국가 간 거리, 규제의 대리변수, 정치적 안정성 등 일반적 요인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음.
- 이병기(2008), Dumludag, Saridoga, & Kurt(2008), Bénassy-Quéré, Coupet &
Mayer(2007), Büthe & Milner(2008), Asiedu & Lien(2011) 등은 회귀분석을 통한 제
도적 요인의 유의성을 입증

▶ 본 연구는 FDI 상위국가들 및 우수 FDI지역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의 특징을 규제
지수 외에 노동력, 고용규제, 세제 등과 비교하여 분석수행
- A.T.Kearney(2014)는 FDI 우수국가들을 평가하였을 뿐 제도적 고려요인에 대한 설
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FDI 우수평가국들 중 싱가포르가 탁월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싱가포르의 행정조직과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
사점 도출
- FDI유인정책과 그 배경이 되는 제도개혁 정책을 추진한 싱가포르의 행정조직 연구

▶ 한국과 싱가포르 간 규제적 관점에 초점을 둔 비교분석 수행
- 창업비용, 절차 및 기간, 계약이행을 위한 소요기간과 경비, 파산절차와 재산회수율,
수출소요 절차, 재산권 등록 절차와 비용,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비교

▶ 싱가포르 규제개혁의 성과로서 대표적 성공산업에 대한 규제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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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대표적 성공한 서비스산업인 의료, 교육, IR(복합리조트산업)를 중심으
로 한국과의 규제 제도를 비교분석

3. 분석방법
▶ FDI유입 상위국가 및 FDI 우수평가국가를 선정하여 FDI유치를 위해 중요한 요인
을 분석
- UNCTAD의 FDI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FDI규모와 추이를 비교
- OECD국가들의 산업별 FDI유입 규모 비교분석
- A.T. Kearney의 FDI Confidence Index를 이용하여 FDI 우수국가군을 선정

▶ 싱가포르와의 객관적 규제지표, 경쟁력지표를 이용하여 한국과의 법규제를 비교
-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지수, 국가경쟁력지수, 관광경쟁력지수, INSEAD의
Global Innovation Index, 미국 BLS의 고용관련 지표, PWC의 Paying Taxes, Forbes
의 Best Countries for Business 등을 분석에 활용

▶ 싱가포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주요규제를 한국과 비교하여 시사점 분석
- 싱가포르 교육, 의료, 복합리조트(IR) 산업에 대한 연구문헌을 검토하여 한국의 규제
제도와의 차이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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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FDI 동향 및 FDI 최우수국가
1. FDI 동향 비교2)
(1) 주요국과의 비교
1) 유사한 FDI수준 국가와의 동향 비교
▶ UNCTAD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FDI는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
나, 2012년 현재 99억 달러로서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수준
-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는 200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 한
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터키와 말레이시아가 2012년에는 능가
- 다만, 대만과 일본에 대한 외국인투자규모는 2012년 현재 한국 수준에 못 미치는 규
모(대만 32억 달러, 일본 17.3억 달러)
[그림 1] 경쟁국 FDI 동향 비교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자료: UNCTAD 이용

2) UNCTAD STAT 자료를 기초로 작성. http://unctadstat.unctad.org 참조. UNCTAD는 FDI유입규모를 도착
기준에서 환수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순유입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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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 FDI유입국가의 동향 비교
▶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호주에 대한 FDI는 한국의 2배
이상 규모로서 2000년 이후 다양한 추이를 나타냄.
- 주요 경제 강국 중 미국에 대한 FDI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00년 이후 중국에 대
한 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2년 현재 2위 규모
- 싱가포르와 홍콩에 대한 FD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 영국, 독일, 프랑스에 대한 FDI는 점차 감소하는 수준
[그림 2] 주요선진국에 대한 FDI 동향 비교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자료: UNCTAD 이용

(2) FDI유입 동향의 특징 및 전망
▶ FDI유입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가 감소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FDI규모
보다 더 증대됐다는 점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경제의 회복이 더뎠던 반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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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AD(2014)는 글로벌 금융위기 주춤했던 FDI유입 동향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
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전세계 FDI유입 규모는 1.45조 달러로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고 보고
- 2014년에는 1.6조 달러, 2015년 1.75조 달러, 2016년에는 1.85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UNCTAD(2014)는 향후 선진국 경제의 회복으로 인해 글로벌 위기이전처럼 선진
국에 대한 FDI유입규모가 신흥공업국보다 높아져 전형적 패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
- 즉, 신흥공업국에 대한 FDI유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선진국에 대한 FDI
유입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평가
[그림 3] 세계경제 그룹별 FDI유입 추이(1995~2013) 및 전망(2014~2016)
(단위: 10억 달러)

출처: UNCTAD(2014), p.xiii의 [그림 1] 인용

2. FDI유입 우수국가
(1) FDI유입 상위권 국가 비교
▶ UNCTAD에서 발표한 2013년 FDI유입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에
3) A.T. Kearney FDI Confiden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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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보다 낮은 수준
- 중국과 미국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브라질, 러시아 순임.

▶ 한국의 경우 GDP 대비 FDI유입규모의 비율은 1%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FDI
유입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UNCTAD발표 2013년 상위 25개국 GDP 대비 FDI유입의 평균비율은 5%이며, 중간값
(meidan) 비율도 3%로서 한국의 1%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에 대한 FDI유입규모는 각각 GDP 대비 28%, 21% 및 23%
수준
[표 1] FDI유입규모별 국가 순위(2013년 기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국가명
China
United States
Brazil
Russia
Hong Kong
Singapore
Canada
Ireland
Australia
Spain
Mexico
United Kingdom
Germany
Netherlands
Chile
Colombia
Austria
Italy
Turkey
Thailand
South Korea
Israel
Malaysia
Kazakhstan
Saudi Arabia

FDI유입규모
(백만 달러)
347,849
235,867
80,893
79,262
76,639
63,772
62,606
49,960
49,396
44,917
35,188
35,132
32,627
20,860
20,258
16,772
13,844
13,126
12,868
12,833
12,221
11,804
11,583
9,739
9,298

GDP규모
(백만 달러)
9,240,270
16,800,000
2,245,673
2,096,777
274,013
297,941
1,825,096
217,816
1,560,597
1,358,263
1,260,915
2,522,261
3,634,823
800,173
277,199
378,148
415,844
2,071,307
820,207
387,252
1,304,554
291,357
312,435
224,415
745,273

FDI/GDP
(%)
4%
1%
4%
4%
28%
21%
3%
23%
3%
3%
3%
1%
1%
3%
7%
4%
3%
1%
2%
3%
1%
4%
4%
4%
1%

FDI Confidence Index
순위
2013
2014
2
2
1
1
3
5
11
10
9
4
3
6
8
16
18
9
12
8
4
7
6
22
22
17
20
24
17
21
25
15
-

자료: UNCTAD, World Bank 및 A.T. Kea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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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Confidence Index 25개국
Rank

2004

2005

2007

2010

2012

1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2

United States

India

India

United States

India

China

China

United States United States

2013

2014

United States United States

3

India

India

Brazil

Brazil

Canada

4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Brazil

United States

Canada

United
Kingdom

5

Germany

Poland

Hong Kong

Germany

Germany

India

Brazil

6

France

Russia

Brazil

Poland

Australia

Australia

Germany

7

Australia

Brazil

Singapore

Australia

Singapore

Germany

India

United
Kingdom

Australia

8

Hong Kong

Australia

Arab Emirates

Mexico

United
Kingdom

9

Italy

Germany

Russia

Canada

Indonesia

Mexico

Singapore

10

Japan

Hong Kong

Germany

United
Kingdom

Malaysia

Singapore

France

11

Russia

Hungary

Australia

Russia

Arab Emirates

12

Poland

CzechRepublic

Vietnam

Vietnam

Russia

France

Mexico

13

Spain

Turkey

France

France

Turkey

Japan

South Africa

14

Czech
Republic

France

Canada

Hong Kong

Vietnam

15

Malaysia

Japan

Japan

Other Gulf
states

16

Canada

Mexico

Malaysia

Romania

Thailand

Spain

Sweden

17

Brazil

Spain

Other Gulf
states

Czech
Republic

France

Thailand

Chile

18

Singapore

Singapore

South Africa

Russia

Taiwan

Switzerland

Spain

Arab Emirates South Africa

Arab Emirates Switzerland

Arab Emirates South Africa

19

Hungary

Italy

Mexico

Poland

Japan

20

Thailand

Thailand

Turkey

Indonesia

Canada

Taiwan

Italy

21

South Korea

Canada

Indonesia

Malaysia

Japan

South Korea

Belgium

22

Mexico

Dubai/Arab
Emirates

Poland

Chile

Switzerland

Chile

Netherlands

23

Indonesia

South Korea Central Asia

Turkey

Poland

Argentina

Denmark

24

Netherlands

Central Asia South Korea

Singapore

Spain

Indonesia

Turkey

25

Taiwan

Egypt

Netherlands

Malaysia

Indonesia

Romania

Czech
Republic

Saudi Arabia South Korea

Malaysia

자료: 연도별 A.T. Kearney의 FDI Confidence Index보고서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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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우수 FDI유입 국가와 비교
1) 최우수 FDI유입 국가
▶ A.T.Kearney는 2004년부터 2년마다(최근에는 매년) 투자하기 가장 우수한 25개
국가를 선정하여 FDI Confidence Index로 발표
▶ FDI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상위권 FDI 우수
국가로서 해마다 포함
- 한국은 2010년과 2014년에 FDI 최우수평가 25개국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포함된 연
도의 경우에도 25개국 중 하위권
-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에는 24위였으나, 2012년 이후 3년 연속
Top10에 포함

2) FDI유입 최우수평가국과 차선위국가의 분류 방법론
▶ FDI 최우수평가국가와 차선위국가 간 비교를 통해 FDI 최우수평가국가 간 특징을
분석
- FDI 우수평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04년부터
A.T.Kearney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매번 최우수 평가 25개국에 포함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비교를 실시

▶ A.T. Kearny는 대규모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해당국 소속 기
업은 조사에서 제외) 국가별 투자 가능성을 조사하여 FDI Confidence Index를
평가
- FDI CI는 임원들의 설문응답결과와 함께 UNCTAD의 FDI유입 추이 및 국가별 경제
통계를 고려하여 판단됨.4)
4)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A.T Kearny의 FDCI는 세계선도 기업들의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응답자들은 C-level 임원급(C-level: 외국계 회사에서 부사장급
이상의 임원을 일컫는 말)과 기업의 각 지사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26개국의 30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이
들은 모든 산업 부문에 걸쳐져 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회사들은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세계 전역에서
올리고 있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흥국에 대한 FDI 투자결정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대두되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1/3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는
2014년 1월과 2월에 시행된 만큼 이 데이터들은 2013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지수들은 향후 3년 이
상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의 가능성(likelihood)을 높음(high), 중간(medium), 낮음(low)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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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마다 FDI Confidence Index 25개국에 포함된 국가는 아래와 같이 미국, 중국
을 포함한 10개국임.
[표 3] 매년도 FDI Confidence Index 포함 국가와 연도별 순위
Country

2004

2005

2007

2010

2012

2013

2014

United States

2

3

3

2

4

1

1

China

1

1

1

1

1

2

2

Canada

16

21

14

9

20

4

3

United Kingdom

4

3

4

10

8

8

4

Brazil

17

7

6

3

3

3

5

Germany

5

9

10

5

5

7

6

India

3

2

2

3

2

5

7

Australia

7

8

11

7

6

6

8

Singapore

18

18

7

24

7

10

9

France

6

14

13

13

17

12

10

▶ FDI 차선위국가로서는 한 번 이상 포함됐으나 매년마다는 포함되지 못한 국가로
선정
- 2004년부터 FDI Confidenc Index 25개국에 한 번 이상 참석했지만 매번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는 한국, 스위스, 스웨덴 등이 있음.

▶ FDI 최우수평가국과 차선위국가 간 경제지표, 제도지수, 노동시장 변수를 비교하
여 분석하도록 함.
- 경제지표로는 GDP규모, 경제성장율, 1인당 GDP 등을, 제도지수로는 규제경감도, 법
인세율 등을, 노동시장 변수로는 시간당 임금과 고용해고 용이성 등을 평가

3) FDI 최우수평가국가와 차선위국가 간 비교
▶ 결론적으로 FDI 최우수평가국가의 특징은 해당국가의 시장규모 즉, 국가 경제규
모와 경제성장율로 요약됨.
설문에 대한 응답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었다. 지수 값들은 Non-source-country에 기초하고 있다. Nonsource-country란, 예를 들면, 미국의 지수 값은 미국 국적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었
다는 점이다. 그리고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것을 알려준다. FDI flow의 수치들은 국제
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2차적인 데이터 소스는 각국의 재무부 혹
은 중앙은행의 통계시스템에서 참고하였다. A.T Kearny(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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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저하게 드러나는 FDI우수평가 요인은 국가규모와 경제성장율
- FDI 최우수평가국과 차선위국가의 GDP규모와 10년간 평균 경제성장율을 비교해보
면, 확연한 차이는 경제규모이며 평균 경제성장율에서는 최우수평가국이 다소 높은
편임.
[그림 4] 경제규모 및 경제성장율 비교

▶ 법인세율(최고세율) 비교 시 최우선국가와 차선위국가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
며 역시 경제규모상의 차이가 현저함.
[그림 5] 경제규모와 법인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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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수준 비교에서도 현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FDI 최우수평가국가 중에는 싱가포르처럼 가장 높은 규제경감도를 나타낸 국가도
있으나, 브라질처럼 전체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열악한 규제수준의 국가도 포함되어
있음.
[그림 6] 경제규모와 규제수준 비교

- 과거 10년간 평균 경제성장율과 규제지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우선평가국가군이
차선위국가군보다 평균 경제성장율이 다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정도만 확인

[그림 7] 경제성장률과 규제수준 비교

26

싱가포르와의 FDI관련 법제도・서비스분야 규제 비교분석

▶ 임금조건, 고용해고 용이성과 노동규제도 FDI우수평가국가와의 특별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음.
- 시간당 임금수준 및 고용/해고의 용이성 비교에서 FDI 최우선국가들은 차선위국가
범위 내에 포함
- 즉, 차선위국가 중 최우선국가보다 더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해고 용이성이 더 좋은
국가가 포함됨.

[그림 8] 시간당 임금과 고용・해고 용이성 비교

▶ 이러한 사실들은 A.T. Kearny의 FDI CI에 지속적으로 포함되기 위해 중요한 요
인은 제도지수나 노동시장적 요인보다 해당국의 시장규모라는 사실을 시사함.
- FDI 최우수평가국들은 시장규모인 GDP규모가 현저하게 크며, 다음으로 경제성장율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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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싱가포르의 FDI 경쟁력과 행정운영
1. 싱가포르의 FDI 경쟁력
(1) 싱가포르 경제규모의 한계
▶ 싱가포르의 시장규모 즉 GDP규모는 FDI 최우수평가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한계
- FDI 최우수평가국들 간 비교에서 싱가포르는 규제경감도가 가장 높으나 시장규모는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두 요인만으로 비교하면 싱가포르는 평균을 중심으로 2사분면
에 위치
- 2013년 현재 한국은 1조 1,975억 달러인 반면, 싱가포르는 2,873억 달러로서 우리의
1/4에도 못 미치는 규모

[그림 9] 경제규모와 규제경감도 비교

▶ 전술한 바와 같이 FDI 우수평가를 받기위해서는 경제규모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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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비교국가 중 가장 낮은 경제규모를 가진 싱가포르가 FDI
Confidence Index Top25에 연속적으로 소속
- 이러한 평가는 싱가포르가 태생적 한계인 국가경제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개
선에 노력해온 결과

(2) 싱가포르의 경쟁력 요인
1) 유연한 노동시장
▶ 싱가포르는 FDI 우수평가국 중 시간당 임금이 낮으면서 고용·해고 용이성이 높
은 국가에 해당
- 미국 BSL에서 발표한 시간당 임금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고용해고 용이성을 계산
하여 평균치를 중심으로 비교해본 결과, 싱가포르는 2사분면에서도 가장 좌상향에
위치
[그림 10] 시간당 임금과 고용 ․ 해고 용이성 비교

- 임금결정유연성 및 시간당 임금 간 비교 시 FDI 우수평가국들 중 싱가포르는 2사분
면에 위치

제3장 싱가포르의 FDI 경쟁력과 행정운영

29

[그림 11] 시간당 임금과 임금결정 유연성 비교

2) 낮은 규제부담 수준
▶ 싱가포르는 FDI 우수평가국 중 노동시장 요인이 가장 우수할 뿐 아니라 규제부담
이 가장 적은 국가에 해당
- 규제경감도와 시간당 임금 비교 시 싱가포르는 평균치로부터 2사분면에 위치해 있
으며, 가장 좌상향 방향에 위치
[그림 12] 시간당 임금과 규제경감도 비교

- 1인당 GDP와 규제경감도 비교 시에는 평균치로부터 1사분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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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인당 GDP와 규제경감도 비교

▶ 규제경감도와 경제성장율 비교에서도 싱가포르는 중국과 더불어 평균치로부터 1
사분면에 위치
[그림 14] 경제성장률과 규제경감도 비교

3) 낮은 법인세율
▶ 싱가포르는 유연한 노동시장, 낮은 규제부담과 더불어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
가로서 경쟁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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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I 최우수평가국들을 대상으로 최고 법인세율과 규제경감도를 비교한 결과, 싱가
포르는 평균으로부터 2사분면에 있으며, 가장 좌상향 방향에 위치
[그림 15] 법인세율과 규제경감도 비교

4) 소결
▶ 싱가포르는 FDI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규모 측면에서 최악의 조건
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열세를 제도경쟁력으로 극복
- 낮은 규제부담 수준, 유연한 노동시장, 낮은 조세부담율로서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에
게 FDI로서의 매력적인 국가를 지향
- 한국의 1/4정도 경제규모를 가진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우수한 제도경쟁력을 통해
FDI 최우수평가국이 됐음.

2. 싱가포르의 FDI 행정운영
(1) 싱가포르 FDI담당 행정기구 비교
1) EDB
▶ 1961년 싱가포르는 투자유치기관인 경제개발이사회(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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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이하 EDB)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발전 및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61년 설립된 EDB는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산하에 있
는 10개 기관 가운데 하나로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과 투자의 글로벌 허브화에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EDB Act 제6조에서 규정한 EDB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5)
▪ 싱가포르 경제의 성장, 확대 및 개발 촉진 기능
▪ 외국인투자 및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촉진 정책 및 계획, 인센티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
▪ 국내산업의 신기술, 자동화, 교육,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수
준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
▪ 국내기업의 개발지원 및 신기술에 대한 교육 제공 기능 등

- EDB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부정부패 없는 엄정한 행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상황에 유연하게 싱가포르 경제개발 및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EDB는 무역개발청, 주릉공단공사,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 아래 투자관련
전 분야에서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여 투자홍보, 정보제공 등 투자자가 필
요한 제반 서비스를 모두 지원
- 즉 EDB는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에 대한 신속한 처리, 조세 인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요청에 대한 평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토지와 공장부지, 숙련인력 제공,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이러한 행정적 편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싱가포르에서 사업
개시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6)
5) 6.—(1) The functions of the Board are —
(a)to stimulate the growth,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Singapore economy;
(b)pursuant to paragraph (a), to formulate investment promotion policies and plans, and
promotional incentives and strategies;
(c)to promote, facilitate and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support industries and services which
provide important parts, components and related services to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
(d)to encourage foreign and local industries to upgrade their skill and technological levels through
investment in technology, automation, training,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activities;
(~h) 이하 생략
6) 최영기 외 4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중국과의 비교연구-, 연구보
고서 2009-09, 한국노동연구원,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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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EDB는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 동 제도의 수립, 심사 및 결정 등에 있어 강
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는 장비기술, 사업개발, 혁신 R&D, 지적재산권 보호, HQ 운영, 산업
개발 활동 지원이 목표임.
- EDB 투자프로젝트 담당직원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할 수 있
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에 대한 심사는 EDB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EDB 기관장이 최종 결정권한을 보유하는바 이러한 투자유치과정은 싱가
포르의 협상력을 높이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7)
▪ 인센티브 범위는 제한이 없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발전 기여도 등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유연성 있게 결정됨.
▪ 모든 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싱가포르 내에서의 투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특징

▶ EDB의 성과는 국가 투자유치 기관으로 국가 전체의 투자유치 목적 및 성과와 동
일하게 설정되는바, 총 고정자산투자금액(Fixed Asset Investment), 총 사업비용
(Total Business Spending), 고용창출(Job Created)등으로 평가됨.8)
- 또한 EDB는 내부적으로 자회사를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
하고 있음.
▪ EDB는 EDB Act에 의해 EDB 내 EDB Investment Pte. Ltd(EDB의 공동투자 등 담당),
Bio-one Capital Pte. Ltd(Bio 산업 자금지원) 등을 운용

▶ 현재 우리나라에는 싱가포르의 EDB와 같이 단순한 투자유치뿐만 아닌 싱가포르
의 전반적인 산업발전계획 수립, 국제 전문인력 양성, 기술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전반을 아우르는 정책행정기관은 부
재한 실정임.

7) 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kotra 자료 14-013, p.119
8) 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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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싱가포르 EDB와 한국의 Invest Korea 간 비교
EDB

Invest KOREA(IK)

1998년
KOTRA(Korea
Trade-Investment
EDB Act에 기초하여 1961년 설립
Promotion Corporation, 1962년 수출진흥을 목적으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설립 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내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MTI) 산하에 있는 10개 기관 가운데 하나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설립이 시초
한국의 국가투자유치전담기구로 지정

투자유치뿐만 아닌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산
업발전계획 수립, 국제 전문인력 양성, 기술
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외국투자 기업에 대
한 인센티브 제공 등
- 투자유치 :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 수행을 지원하는 onestop 기관9)
⦁ 특히 Global Investors Programme
(GIP)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용이하 업무
게함
- 산업성장 :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일자리
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유지
- 사업환경개선 : 투자홍보 및 투자자에 교
류를 통하여 기간산업, 공공서비스가 효과
적으로 운용되도록 다른 정부기관에게 피
드백을 제공, 친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미래를 위한 싱가포르 발전계획 수립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컨설팅 : 투자절차, 법률,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
가 컨설팅 및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환경 관련
컨설팅 제공
- 투자프로젝트 지원 : 잠재투자가의 요청에 의해 투
자타당성조사, 신규 투자매물/유망 잠재 파트너
(Joint Venture, M&A) 발굴 지원 및 맞춤형 시장
조사 등의 서비스 제공
- 투자행정지원 : 2014년 기준 총 16개 기관(정부부
처 9개, 지자체 5개, 유관기관 각2개) 20명이 파견
되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행정사항을 One-Stop
지원

컨설팅

투자
행정
지원

투자환경
정보제공

투자절차 및 요건 상담,
투자가 발굴

투자가 상담

인센티브, 법률, 고용, 입지
등

투자신고·
도착

외투신고필증 발급,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외투법인
설립

법인등기 지원, 각종 인허가
지원, 외국인 투자가
비자발급

생활
사후
비자, 은행, 의료, 교육분야
정주여건
관리
지원
상담
www.i-o
mbudsm 외투기업
투자환경 제도개선 과제
an.or.kr 고충처리10)
도출

클러스터 그룹 소비자팀, 클러스터 그룹 엔
투자총괄팀, 투자홍보팀, 투자정보팀, 제조업유치팀,
지니어링팀, 클러스터 그룹 기업팀, 신성장
서비스금융산업유치팀, 전략지역유치팀 및 외국인 투
조직
사업팀, 정책수립팀, 글로벌운용팀, 기업발전
자옴부즈만으로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투자종합상담
팀
실, 외국기업 고충처리단

9) 하지만 내·외국인 불문하고 일반적인 기업설립, 운영 등에 있어 자금지원, 세금인센티브, 비금전적 지원 등
의 구체적인 행정사항은 통상산업부 산하 SPRING Singapore에 부속되어 있는 www.enterpriseone.gov.sg
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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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960~70년대 설립되었던 정부조직법상의 경제기획원11) 의 경우 싱가포르의
EDB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음.12)

▶ 외국인직접투자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EDB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Invest KOREA가 운영
중에 있음.
▪ Invest Korea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해외에 홍보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을 대상으
로 투자상담, 투자신고, 기업설립, 국내에서의 사업활동 지원 및 경영애로사항 해결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외국인 투자관련 정부정책을 수행
▪ 외국인투자 분야에 정통한 KOTRA 인력 및 정부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여러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2개의 KOTRA 해외 투자거점무역관
(Korea Business Center)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음.

▶ 활발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성장을 위하여 EDB와 유사한 권한(외국인 투자유
치 정책 및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하며 각 부처 간 관련 업무
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을 보유한 정책기구의 마련 계획이 검토될 필요
2) PEP(Pro-Enterprise Panel)
▶ 2000년 민관합작으로 설립된 친기업위원회(Pro-Enterprise Panel, 이하 PEP)는
사업활동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방해되는 규제를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친기업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상산업부 산하의 독립 조직임.
- PEP는 시민 서비스국 국장을 의장으로 하여 대부분 비즈니스 리더로 구성되며 고위
공무원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는 민관합작 형태의 기구
- 비즈니스 중심 패널로서 PEP는 기업 경영에 있어 당면하게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10) Invest KOREA는 “홈닥터”제도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된 “홈닥터”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안별로 지정되어 고충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관련 기
관과 고객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함.
11) 설립 초기 경제기획원 직제 제1조(기능) ‘경제기획원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
과 그 실시의 관리, 조정 및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2) 경제기획원은 경제기획 전담기구로서 단순히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에 그치지 않고 계획 집행을 관리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경제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였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함으로써 계획의 실시와
정책 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 배분하는 기능, 외자를 유치·관
리하는 대외협력 및 조정 기능을 수행했다.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있
어 경제기획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2014, 기획재정부, KDI국제정책대학원, 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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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주목, 적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해당 규제가 구시대적인지, 장황한 절차 혹은 과도한 요건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
해 PEP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함으로써 형식적 관료주의 타파하고자 함.

▶ 또한 PEP는 ‘First Mover Framework’라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적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 First Movers로 선정되면 해당 제안을 실행시키기 위한 특정 용도에 자금이 지급되
는 혜택 또는 각종 자산을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표 5] First Movers의 사례
아이디어명
(관련 행정부서)

내용

First Mover로서 제공되는 혜택

호텔-공항 수하물 서비스
(싱가포르 항공청)

확장된 형태의 호텔 안내와 운송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호텔 이용객에
게 호텔과 창이공항 간 화물운반 서비
스를 제공

항공청은 First Mover에게 창이공항
3번 터미널에 오피스 부지를 무상으
로 제공함

모래성 놀이공원(싱가포
르 국립공원)

가족 간 유대감, 사회적 상호유대감
등 제고를 위해 모래성 쌓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국립공원은 First Mover에게 시가의
대지임대료를 받고 동쪽해변공원의
일부 부지를 직접 제공함

- 2000년 이후로 PEP는 1,800여개의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 수용
하였음.
- PEP은 규제를 제정하거나 운용함에 있어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하도록 주의를
줄 뿐만 아니라, PEP에 제안된 사항들을 통해 공무원들이 경영 일선에 있는 기업들
의 필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친기업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PEP와 유사한 우리나라 조직으로 지난 2013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음.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12개 부처 및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협회 관계자들로 구
성된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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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점검, 2.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 3. 규제 관련 연구 및 조사의 수행, 4. 규제개선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노력한 정부부처 및 공무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등의 역할을 수
행함.
- 그러나 국가 소유의 자산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PEP의 ‘First Mover Framework’
와 같은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 규제개선추진단에는 없는 상황임.

(2) 싱가포르 FDI 인센티브 정책과 비교
1) 싱가포르 FDI 인센티브 정책
▶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발전 단계마다 체계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외국인 투
자유치를 도모하고 있는바, 자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 차별 없이 인센티브
를 적용하여 운용
- 싱가포르의 투자 및 경제발전 정책의 기조는 외국인 우대정책이라기보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것임.
▪ 즉 정부가 지정한 육성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내·외 구분 없이 싱가포르 정부로부
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지분소유비율, 국산 원자재 사용비율, 기타 외
환거래 등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약이 없음.

- 제공되는 인센티브 정책의 특징은 단순히 외국기업을 유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편하
게 일할 수 있는 기업 활동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함.13)

▶ 싱가포르 인센티브 정책은 EDB가 주축이 되고 기타 여러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협조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세부적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기관에서 만들지만 실질적인 업무처리(심사, 결정 등)
은 EDB에서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됨.
▪ EDB 외 무역개발청(TBD), 국립과학기술(NSTB), 통화청(MAS)도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하고 있음.

- 경제발전 전략에 따른 핵심 분야(전자, 화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교육, 보건의
13) 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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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물류, 방송미디어, 금융, 본부, 국내기업 육성/R&D 등)는 별도의 구체적인 인센
티브를 운영함.
[표 6] 싱가포르의 해외투자 인센티브 운영방식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배경

▫ 1960년대 실업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
▫ 1990년대 이후 선진 서비스 유입

담당 기관

▫ 통산부 산하 경제개발청(EDB)이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업무전담(인센티브, 심사, 결정)
그 외 무역개발청(TBD), 국립과학기술청(NSTB), 통화청(MAS)도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
▫
▫
▫
▫

특징

EDB와 기타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정부의 은행, 조선, 관광, 무역 등 소유권 적극 활용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한 법 적용
서비스 부문 및 신성장 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초점
해외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각종 자본 투자 여건도 마련

자료: 박추환, 2007, “싱가포르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현황과 시사점”, 영상저널 15, 2007.12, p.81~100

- 투자 인센티브의 기준은 ‘대상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제확장 인센티브법’(Economic
Incentive Act; EEIA)을 따라 적용하는바 효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하여
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 구체적인 인센티브 운영 절차 및 내부 심사는 비공개
▪ 인센티브는 EDB의 해당 산업담당관들이 작성한 산업분석, 기술적 우월성,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공헌도 등의 종합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인센티브의 수혜 여부 및 기간 등의 조건을 결정하게 됨.14)

▶ EDB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조세감면 인센티브 정책’은 다음과 같음.15)
[표 7] EDB의 조세감면 인센티브 정책
종류

조건

인센티브 내용

국내산업의 평균수준보다 고급 기술, 노하우 등을
선도기업 활동 발생이익에 대해 법
선도기업 인센 도입하는 프로젝트
인세(17%) 면제하며 5~10년간 혜
티브
국내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존 기업이 없는 경우에
택
한함.

14) 변재웅, 싱가포르 외국인투자 유치 성공사례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4. 3. 한국무역통상학
회, p.50~51
15) 조세감면이 주된 인센티브이나 사안에 따라 파격적인 현금지원 또는 자회사인 EDBI(EDB Investment Pte
Ltd)를 통한 지분투자 등 탄력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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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조건

인센티브 내용

선도기업 지위나 수출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업이
사후 선도기업
5년까지 15% 우대세율 적용 5~10
추가 투자 시 선도기업 지위 또는 수출 인센티브 만
인센티브
년간 혜택
료 후에 부여
개발확장 인센 제조업 및 서비스분야 기업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3% 세율을 적용하며 10년까지
티브
신규 프로젝트나 고도화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함.
투자공제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기업이 5년 한도 내 R&D,
신규투자금액의 50%까지 과제대상
건설공사 등의 인가된 프로젝트에 신규 투자하는 경
소득에서 공제
우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기업이 생산설비 구입을 위
자금을 빌려준 차주에게 실질적 조
승인된 해외차 하여 SGD 20만 이상 차입 시 인센티브의 조세경감
세감면 혜택 보장 시 싱가포르 내
관
혜택으로 인하여 외국 차주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조
원천징수세 감면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로열티

제조업 및 서비스분야 기업이 로열티 지불 시 인센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로열티에 대
티브의 조세경감 혜택으로 인하여 상대국에서 조세 해 원천징수액 전액 또는 일부 면
제
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경우

벤처캐피탈 해
외투자 인센티 벤처캐피탈이 해외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브

투자지분의 100%까지 투자관련 발
생 손실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
제

싱가포르 이외 지역소재 자회사 및 계열사의 실질적
운영 총괄본부 경영관리, 기술적 서비스 등의 활동 및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지역운영본부 대상
인센티브
기본요건 : 최소 납입 자본금 SGD 50만 이상

자국 주재의 OHQ 소득에 10% 우
대세율 적용(10년, 기간연장 가능)
해외 자회사로부터 발생 소득에 대
해 조세를 감면

신기술분야 투자기업이 ‘대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제확장 인센티브법(EEIA)’에 따른 일반관리, 경영
사업총괄 본부 계획 조정, 원재료 및 부품조달을 비롯한 9가지 서
비스 중 3가지 이상의 전문적 사업 및 관리 서비스
인센티브
를 싱가포르 이외 지역소재 기업에게 제공 시 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수혜 대상

최장 10년간 면세조치 및 해외법인
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
한 조세감면, 승인된 인센티브 내
용에 따라 감면기간을 결정

연구개발비에 대상제조업 및 서비스업 연구개발와 관련하여 경상 국내 등록 기업의 제품 상품화가
대한 이중세액 비(감가상각비 제외)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연구개 가능한 R&D 활동 발생비용에 대해
을 공제
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중으로 세액을 공제함.
신규설비 시 운전훈련비 50% 보조,
기업 및 산업 내 신경쟁력 정착 도모
연구개발훈련비 70% 지원, 산업차
신기술 도입 보 기술적용, 산업연구 개발, 전문노하우 및 신제품, 신 원의 프로젝트 관련 교육훈련비
조금(intech)
공정, 신규서비스의 설계 개발 등을 위한 인력 개발 70% 까지 지원, 전산업에 유용한
을 촉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장비 및 건
물비용 지원
벤처투자 인센 고도기술 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손실이 발 발생 손실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티브 제도
생한 경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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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조건

인센티브 내용

5년간(기간연장 가능) 구상무역과
구상무역 선도 구상무역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싱가포르 현지 무역
관련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
기업
전문가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금 전액을 면제함.
자료: www.kotra.or.kr

2)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정책과의 비교
▶ 싱가포르의 경우 내·외국 투자여부 상관없이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
적에 따라 상당히 유연한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과 구분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자본 액수 및 유치지역, 유치산업
등 비교적 상세한 요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정요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지원, 현금지원 및 입지지원을 제
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는 대부분 조세지원 형태로 지원되는바 1. 조
세특례제한법상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기술도입대가,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
와 소득세 감면, 2.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자치단
체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
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과 동일하게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100%
또는 50% 세액감면을 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 등을 면제

-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센티브 별로 각각 자세한 수혜조건은 지정되어 있으나
싱가포르는 투자가와의 협상가능 요소를 폭넓게 주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기업별
인센티브 내용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음.16)

16) 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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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외투기업 법인세 조세감면 요약 - 조특법§121조의2, 조특령§116의2 등
구분

투자요건

(1호)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
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법인세ㆍ소
득세 7년간
(2호)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감면(최초 5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
년간 100%,
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다음 2년간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
50%)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제조업 - 3천만 불 이상
시스템통합ㆍ관리, 자료처리 등 - 3천만 불
이상
관광ㆍ휴양업 - 2천만 불 이상
국제회의ㆍ청소년수련 시설 - 2천만 불 이상
물류업 - 1천만 불 이상
SOC - 1천만 불 이상
R&D - 2백만 불 이상
공동사업 - 3천만 불 이상

제조업 - 1천만 불 이상
엔지니어링, 시스템통합ㆍ관리 등 - 1천만 불
(2호의2)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이상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ㆍ휴양업 - 1천만 불 이상
§2,1
국제회의ㆍ청소년수련 시설 - 1천만 불 이상
(2호의8)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물류업 - 5백만 불 이상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의료기관 - 5백만 불 이상
R&D - 1백만 불 이상
(2호의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투자금액이 3천만 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
§8의3.①
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
법인세ㆍ소 (2호의9)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시행자
억 불 이상인 경우
득세 5년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8.
감면(최초 3 ①
투자금액이 1천만 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
년간 100%, (2호의4)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
다음 2년간
을 위한 특별법§217
억 불 이상인 경우
50%)
(2호의5)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제조업 - 1천만 불 이상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물류업 - 5백만 불 이상
(2호의6)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2호

제조업 등 - 1천만 불 이상
물류업 - 5백만 불 이상
R&D - 2백만 불 이상

(2호의7)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10,①

투자금액이 3천만 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
억 불 이상인 경우

(3호)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제조업 - 1천만 불 이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업 - 5백만 불 이상
§10①.2호와 5호
자료: www.invest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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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싱가포르의 법제도 비교분석
1. 종합경쟁력 비교
(1) 제도경쟁력 비교
▶ 한국은 시장규모, 거시경제환경만이 싱가포르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뿐,
법규제 등 제도적 지표는 모두 열악
- 한국은 시장규모와 거시경제적 환경지수에서만 싱가포르에 우위

▶ 세계경제포럼(2013)은 한국은 높은 글로벌 경쟁력 요인을 다수 가지고 있으나,
제도적 요인이 그러한 경쟁력요인들에 미흡하여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국가경쟁
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17)
- 한국은 WEF의 2013~2014년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보다 6단계가 하락하여 25
위가 됐는데, 이는 뛰어난 거시경제적 환경(9위)이나 사회인프라(11위)에 비할 경우
낮은 순위로 평가받은 것임.
- WEF(2013)은 한국은 뛰어난 교육열, 기술적응력에 비해 낮은 법제도(74위), 경직적
이고 비효율적 노동시장(78위), 열악한 금융시장(81위)으로 인해 점차 글로벌 경쟁력
이 하락하고 있다고 비평

▶ 이러한 비교결과는 선진국 평균수준과의 전반적 평가비교에서도 확인
- 세계경제포럼(WEF)의 분류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한국은 모두 선진국들이 포함된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ies)에 속하는데, 주요 경쟁력 요인의 종
합평가에 따르면 한국보다 싱가포르가 우위
- 한국은 혁신주도형경제국가들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싱가포르는 거의 대부분
항목에서 우위에 있음.
17) WEF(2013), p.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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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세계경제포럼 경쟁력 지표를 통한 싱가포르와의 비교(2013~2014)
싱가포르
항 목

한

국

점수
(1-7)

순위
(148개국)

점수
(1-7)

순위
(148개국)

법제도(Institutions)

6.0

3

3.8

74

사회인프라(Infrastructure)

6.4

2

5.8

11

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9

2

5.4

19

혁신성(Innovation)

5.2

9

4.8

17

관료의 객관적 결정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5.4

1

3.0

79

효율적 정부지출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5.9

2

3.0

80

규제경감도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5.4

1

3.2

95

정책결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6.1

1

3.4

137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술전수
(FDI and technology transfer)

5.8

5

4.5

84

자료: WEF(2013)의 싱가포르와 한국편 항목별 비교

[그림 16] 세계경제포럼 종합평가: 싱가포르와 한국 간 비교

자료: WEF(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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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nell University, INSEAD & WIPO(2014)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The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도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해 대부분의 지표에서 열위
- 글로벌 혁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6위로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싱가포르와의
비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몇몇 요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열악한 상황
- 여기서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도적 요인에 의해 취약해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음.
[표 10] 글로벌 혁신 지수 비교(2014년)
항

목

싱가포르

한

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98.6

4

69.7

60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98.3

2

72.9

27

규제의 품질(Regulatory quality)

100.0

1

71.9

36

법질서 준수(Rule of law)

95.1

10

73.0

32

창업 용이성(Ease of starting a business)

95.9

1

90.0

38

퇴출 용이성(Ease of resolving insolvency)

94.7

4

87.1

15

납세 용이성(Ease of paying taxes)

94.4

5

86.3

18

정보통신기술(ICTs)

87.6

3

91.3

1

GDP 대비 FDI유입 비율(FDI net inflows, % GDP)

20.6

1

0.4

127

자료: Cornell University, INSEAD & WIPO(2014)

(2) 도시 경쟁력 비교
▶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경제자유도시를
가진 인천, 그리고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비교해봐도 제반 경쟁력 지표에서 싱가
포르가 현저하게 높음.
- EIU(2012)의 Benchmarking Global City Competitiveness에 따르면 1위는 뉴욕, 2위
런던, 3위가 싱가포르였으며, 서울, 인천, 부산은 각각 20위, 56위, 64위

▶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인 제도적 효율성지표 비교에서 한국 도시들은 41위로
서 싱가포르의 6위와 현저하게 격차
- 서울은 사회문화적 특성(social and cultural character) 분야에서 싱가포르에 비해
우위에 있을 뿐, 대부분의 지표에서 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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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Economic Strength) 평가에서는 중국의 도시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어 싱
가포르와 서울은 각각 15위와 34위로서 낮은 순위를 기록
- 서울은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turity)와 글로벌 유인(global appeal)에서 각각 10
위, 13위이지만 싱가포르(1위, 4위)보다 낮은 순위
[표 11] Benchmarking Global City Competitiveness
항

싱가포르

목

서

울

인

천

부

산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종합평가(Overall)

70.0

3

60.5

20

50.2

56

47.4

64

경제력(Economic Strength)

46.0

15

41.1

34

34.1

-

31.5

-

유형자본(Physical Capital)

100.0

1

88.4

36

84.8

47

76.8

-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turity)

100.0

1

83.3

10

33.3

-

33.3

-

제도적 효율성
(Institutional effectiveness)

87.8

6

73.1

41

73.1

41

73.1

41

사회문화적 특성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

77.5

42

84.2

28

71.7

52

74.2

47

인적자본(Human capital)

69.8

36

61.7

-

60.9

-

58.1

-

환경적 위협
(Environment natural hazards)

87.5

8

70.8

43

70.8

43

62.5

-

글로벌 유인(Global appeal)

43.2

4

30.6

13

9.8

-

4.6

-

주: 세부 항목별 순위는 60위까지만 표기
출처: EIU(Economic Intelligent Unit), “Hot Spots: Benchmarking Global City Competitiveness,” 2012 인용

[그림 17] 싱가포르의 도시경쟁력 비교

자료: EIU(2012)

▶ EIU(2012)는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지목하면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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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금융시장발전, 제도적 효율성이 높은 근본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글로벌 개
방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18)
- 싱가포르는 다른 도시에 비해 직관적 사고와 지속가능성을 향한 장기 비전을 우선시
하는 ‘先 성장, 後보완정리(Grow first and Clean up later)’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특
징으로 평가

2. 법규제별 비교
(1) 경영환경 규제 비교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표를 이용하여 창업, 건설승인처리, 재산권 등록,
파산해결 분야 등 비교 경영환경 규제에 대해
1) 창업 규제
▶ 창업관련 규제비교에서 싱가포르는 3위로서 34위인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
위에 있음.
- 창업관련 규제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에 비해 절대적 열세인 이유는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분 때문임.
- 한국은 창업에 소요되는 절차 수, 소요시간 및 납입자본 측면에서 OECD평균이거나
혹은 우위에 있음.
[표 12] 창업관련 규제 비교
항

목

종합순위
절차 수

싱가포르
3

한

국
34

OECD
-

3

5

5

소요시간(일 수)

2.5

5.5

11.1

소요비용(1인당 GNI 대비 비율, %)

0.6

14.6

3.6

납입자본(1인당 GNI 대비 비율, %)

0

0

10.4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 한국, 특히 서울의 창업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원인은 법인등록면허세
18) EIU(2012),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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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창업에 따른 법인등록 시 법인면허세로서 등록세(출자가액의 0.4%)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해야 함.19)
- 특히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등록세가 3배인 1.2%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서울에서의 창업관련 규제비용은 1인당 GNI의 14.6%(약 350만 원) 정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에서는 국가별 창업비용 계산 시 수도 등 최대경제도시에
서의 창업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에 서울과 싱가포르에서의 창업비용을 비교

▶ 싱가포르에서는 창업 시 소요비용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인지세 정도 수준
- 서울은 1인당 GNI의 14.6% 비율은 싱가포르의 0.6%보다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OECD의 최대 경제도시대비 평균 소요비용인 3.6%의 3배 이상 수준임.

2) 건설승인처리 규제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4년 조사에서 한국의 건설승인처리 규제비교에서
18위에 해당
- 홍콩 1위, 싱가포르 3위, 대만 7위

▶ 한국은 건설승인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수와 소요기간측면에서 OECD국가 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OECD 평균보다 우월한 수준
- OECD 평균 건설승인 소요기일은 147.1일이지만 한국은 29일이며 싱가포르는 26일
[표 13] 건설승인처리관련 규제 비교
항

목

싱가포르

한

국

OECD

종합순위

3

18

-

절차 수

11

11

13

26

29

147.1

15.7

123.9

84.1

소요시간(일 수)
소요비용(1인당 GNI 대비 비율,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은 싱가포르와의 비교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 해당
-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은 1인당 GNI 대비 124%로서 홍콩 15.4%, 싱가포르 15.7%, 대
만 15.9%, 일본 28.1%에 비해 높은 수준
19)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감면되며,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경우에는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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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건설허가 비용(1인당 GNI 대비 비율: %)

출처: 김현종(2014)

▶ 한국에서 건설승인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1인당 GNI 대비 124%는 한화로 약
3,170만 원인데, 대부분 승인을 위한 공인조사기관 채용비용 및 소유건축물 등기
비용에 해당
- 건설허가비용 3,170만 원 중 3분의 2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유건축물의 등기비용
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승인을 위한 공인조사기관을 채용하는 비용도 906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건설허가 비용은 GDP 대비 비율뿐 아니라 절대금액에서도 높음.
- 싱가포르의 경우 건설허가 비용은 한화로 약 840만 원(10,123 싱가포르 달러)이며,
대만의 경우 약 342만 원(9만 9천 대만달러), 일본의 경우 1,095만 원(108만 엔)

▶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이 높은 제도적 원인은 건설승인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부담
해야 하는 준조세가 중복적이고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임.20)
-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이전하는 기부채납도 과도한 수준인데, 기부채
납의 경우 부담금과 달리 기준도 부재하며, 부담금과 더불어 중복적이며 과다한 수
준으로 부과되고 있음.21)
20) 건설 관련 부과되는 부담금 중 국토교통부 소관 부담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과밀부담금, 시설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존재한다. 이외에 학교용지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건설비용
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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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권 등록 규제
▶ 한국의 재산권 등록 규제수준은 148개국 중 75위로서 하위권에 속하는데, 이은
높은 재산등록비용에서 비롯
- 싱가포르는 28위, 한국은 75위에 해당

▶ 한국은 재산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소요기간의 경우 싱가포르와 큰 차이를 나타
내지는 않음.
- 한국의 행정절차 수(7개 절차)와 소요일 수(9일) 모두 OECD 평균보다 우월하며, 싱
가포르(5개 절차, 5.5일)와 비교하여 근소하게 열세인 수준임.
[표 14] 재산권 등록 관련 규제 비교
항

목

종합순위
절차 수

싱가포르
28

한

국
75

OECD
-

5

7

5

소요시간(일 수)

5.5

9

24.1

소요비용(재산가치 대비 비율, %)

2.9

5.1

4.4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 한국의 재산등록비용이 높은 원인은 재산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때문임
- 한국의 경우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인지세 등 행정절차 비용은 크지 않
음.22)
- 도시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율은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0.6% 등
총 4.6%
- 또한 1억 원 이상의 토지매입 시 매입해야할 국민주택채권 규모는 매입기준시가의 5%

▶ 이러한 이유로 재산권 등록비용이 싱가포르는 물론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열
악한 상황

21) 2008년~20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대규모건축물 10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 총사
업비의 8.4%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조사결과 나타났던 기부채납비율 6.1%보다 증
가된 수준이다. 강운산(2013) 참조
22) 재산취득 관련 인지세(stamp duty)의 경우 10억 원 이상일 경우 납부금액이 35만 원인 등 재산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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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재산등록비용은 재산가치 대비 5.1%로서 싱가포르의 2.9%보다 높을 뿐 아니
라 OECD 평균인 4.4%보다 높음.

4) 파산해결(Resolving Insolvency) 규제
▶ 기업의 파산에 따른 투자금 회수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OECD 평균 수준보
다 우위에 있으나 싱가포르보다 못한 상황
- 싱가포르 4위, 한국 15위로서 두 국가 모두 상위권
[표 15] 파산해결(Resolving Insolvency)관련 제도 비교
항

목

종합순위
소요시간(일 수)

싱가포르

한

국

OECD

4

15

-

0.8

1.5

1.7

소요비용(부동산 대비 비율, %)

3

4

9

회수율(1달러당 회수되는 비율)

89.4

82.3

70.6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5) 소결
▶ 싱가포르와 비즈니스 환경규제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행정차원의 규제수준은 싱
가포르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그 격차가 현저하지는 않았음.
- 규제에 따른 행정절차 수나 소요시간은 대부분 OECD 평균치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이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비즈니스규제가 열악한 원인은 규제마다 적용된 높
은 납세부담에서 비롯됐음.
- 창업 시 부과되는 법인등록면허세, 건물승인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토지매
입 시 부과되는 높은 취득세율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기업에 현저한 부담으로
작용
- 세제 부담이 현저하지 않는 파산해결의 경우 싱가포르와 한국 간 현저한 격차가 나
타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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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 비교
1) 납세관련 행정규제와 투자유인력
▶ 한국의 납세관련 행정규제를 살펴보면 절차 수나 소요시간측면에서 싱가포르에
비해 2배 이상 소요하도록 되어 있음.
- 납세를 위한 절차가 싱가포르는 연간 5회로 한국의 10회보다 절반수준이며, 소요시
간도 82시간으로서 한국의 187시간의 절반 미만임.
- 한국의 납세절차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12회), 소요시간은 OECD 평균 수준
(175시간)을 초과
[표 16] 납세관련 행정규제 비교
항

목

싱가포르

한

국

OECD

절차(연간 횟수)

5

10

12

소요시간(시간)

82

187

175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 납세관련 행정규제보다 심각한 조세제도의 문제는 우리나라 세제가 기업의 투자
유인으로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임.
- 조세제도의 투자유인력(effect of taxation on incentives to invest) 평가에서 한국
은 148개국 중 104위로 평가됐음.
- 세율측면에서 한국은 소득세율이 세계수준보다 높아 36위를 했지만, 상속세율이나
법인세율만을 고려하면 순위는 더 낮아짐.
[표 17] 세계경제포럼 지표를 통한 세제의 비교 (2013~2014)
싱가포르
항

목

한

국

점수

순위
(148개국)

점수

순위
(148개국)

조세의 투자유인력
(Effect of taxation on incentives to invest)

6.0

4

3.4

104

세율(Total tax rate)*

27.6

27

29.8

36

주: * 세율점수는 낮을수록 우위
자료: WEF(2013)의 싱가포르와 한국편 항목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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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국가별 상속세율·법인세율·소득세율 비교

미국

35%
(최고세율)

프랑스

33.33%
(법인사회보장부가
세율합산)

50%
한국

일본
프랑스

(지배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적용 계산 시 납세부담분
최대 65%)
50%
45%

벨기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스페인

30%

영국

40%

호주

30%

스페인

34%

뉴질랜드

28%

아일랜드

33%
노르웨이

27%

일본

25.50%

네덜란드

25%

덴마크

24.50%

한국

22%
(최고세율)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52%

스페인

52%

덴마크

51.70%

핀란드

51.25%
(지방세ㆍ교회세 포함)

벨기에

50%

노르웨이

47.20%

독일

45%

영국

45%
(50%로 상향조정 논의)

프랑스

45%

아일랜드

41%

대만

40%

일본

40%
(2015년부터 45%
상향조정 논의)

미국

39.60%

한국

38%

싱가포르

20%(최고소득세율)

33%

40%

벨기에

네덜란드

(2015년부터 55%)

미국

독일

소득세율
(최고세율)

법인세율

특수관계인 상속세율 (최고세율)

30%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30%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23%
(직계비속 및 배우자)
19%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영국

21%
(2015년부터20%)

핀란드

20%

15%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10%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대만

10%

대만

17%

싱가포르

17%

상속세
폐지

캐나다(1972년),호주(1979년),이스
라엘(1981년),뉴질랜드(1992년),포
르투갈(2004년),슬로바키아(2004
년),멕시코(2005년),스웨덴(2005
년),오스트리아(2008년),싱가포르
(2008년),러시아(2006년)

독일

15%

캐나다

15%

아일랜드

12.50%

2)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국제비교
▶ 가족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살펴보
면, 한국의 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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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경영권프리미엄 할증평가로 상속세율이 최고 65% 부과됨.

▶ 법인세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2%로서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일 수 있으나 싱가포르의 1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국의 경우 실제 과세금액 중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 38%로서 유럽국가는 물론 일본, 대만에 비해서도 낮은 수
준이지만, 싱가포르의 20%에 비해 높은 수준임.

(3) 고용조건·노동시장 비교
1)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비교
▶ 한국의 노동시장은 싱가포르에 비해 매우 경직적이고 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구
조를 가지고 있음.
- 교육·훈련 부분에서 한국의 노동인력은 싱가포르 수준(2위) 못지않게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으나(19위),
- 한국은 임금결정의 유연성과 고용·해고의 용이성 측면에서 각각 61위와 108위를 기
록하여 싱가포르(5위, 3위)보다 현저하게 열악하며,
- 한국의 해고비용은 세계 120위로서 세계 1위인 싱가포르와 큰 격차를 보여줌.
[표 19] 노동시장 지표를 통한 싱가포르와의 비교(2013~2014)
항

목

싱가포르

한

국

점수

순위

점수

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9

2

5.4

19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5.8

1

4.7

33

임금결정의 유연성
(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6.0

5

5.2

61

고용·해고의 용이성
(Hiring and firing practices)

5.6

3

3.5

108

해고관련 비용
(Cost of redundancy dismissal, salary weeks)

8.0

1

27.4

120

자료: WEF(2013) 및 Cornell U, INSEAD & WIPO(2014)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항목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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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 노무규제의 항목별 비교
▶ 싱가포르의 노무환경은 우리나라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해고, 노사협의회 등 다
양한 측면에서 친기업적인 제도적·법규적 뒷받침을 받고 있음.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임금조정에 대해서도 노·
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가 실제 정부의 영
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어23)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고용인-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가 기
본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노동법상 근로조건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월급 일정액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휴가 등의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보장받음.
▪ 싱가포르 Employment Act상 휴일, 근로시간 기타 근무조건에 대한 규정(Part IV,

제35조~제53조)은 2500 SGD 이하의 임금24)(이때 보너스나 초과수당 등은 제외)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됨, 단 육체노동자(청소부, 건설노동자, 공공 운송인 등)의 경
우에는 4500 SGD 이하 임금을 받는 자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

▶ 싱가포르는 채용과 해고 관련해서도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계약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정기간 사전 공지 등 일정 절차를 통한 해고가
비교적 쉽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음.
- 한편 싱가포르는 노사분규는 원칙적 불법이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IAC(Industrial
Arbitration Court)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는바 노사분규로 인한 파
업발생 건수는 거의 없음.25)
23) 최영기 외 4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9-09, 한국노동연구원, p.217~224
24) 2014년 4월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월 2,000 SGD 이하였음.
25) 싱가포르의 노사분규 현황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rade Dispute/wage
increase and condition
of service

133/82

118/53

166/72

121/57

159/76

164/92

136/83

Cases Referred to IAC

16

11

16

15

19

7

4

Industrial Stoppages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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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한국 ․ 싱가포르 노무규제 비교
싱가포르
￭ 최저임금제 없음.
￭ 싱가포르는 매년 임금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
상시 국가임금위원회(NWC; National Wage
Council)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으로
써 급격한 임금 상승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음.
- NWC는 싱가포르 정부, NYUC(노총), 제조업
협회(사용자) 등 노ㆍ사ㆍ정 3자의 대표로 구성
되며 임금정책과 결정에 대한 정부자문기구임.
임금 - 하지만 NWC은 표면상 임금결정기구일 뿐 실질
적으로 정부가 임금을 결정
- 한편 중앙적립기금(CPF)은 분담금요율조정을
통하여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을 억제
하고 불황 시에는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을 완화
시켜 주는 등 임금정책 기능 수행
-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들에게 ‘경쟁기반 임금시
스템(Flexible
and
Performance-based
Wage System)’ 실시를 독려

한국
￭ 최저임금제 실시
- 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
금액 이상이 강제됨.
-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 일급
41,680원(8시간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평균임금: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
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
눈 금액으로 퇴직금, 휴업지불, 산업재해보상금
등에 적용
- 통상임금: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
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
된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연
장ㆍ휴일ㆍ야간ㆍ연차 휴가ㆍ해고예고수당 등
에 적용

￭ 월 2,500 SGD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시 ￭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최저기준(근
간은 하루 8시간, 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로기준법 제50조)으로 보호받으며 기준근로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로 간주함
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당사자
(Employment Act 제38조).
간 합의가 있어야 함.
근로
시간 - 월 2,500 SGD 이상의 노동자의 근로에 대한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조건과 기준은 고용주와의 개별 근로계약에 따
(22시부터 06시까지)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라 결정됨.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싱가포르는 고용인-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
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가 기본원칙
- 월 2,500 SGD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는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무조건에 대한 최소
한의 안전장치가 있고(Employment Act 제35
조) 출산 및 육아휴가 등 모성보호 규정이 있음
(Employment Act pt.9).
휴일
과 - 여성 피고용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
휴가
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음(Employment Act 제76조).
- 출산휴가와는 별개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7
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매년 6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Employment Act 제
87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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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
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주 휴일에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100
을 가산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
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총 25일을 한
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2년마
다 1일을 더하여 유급휴가 부여
￭ 산전 후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산전 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
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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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500 SGD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3 -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부
개월 이상 동일고용주를 위하여 근무하였다면
담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
첫 12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7일 유급휴가를 사
(정부)에서 지급함.
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급휴가는 그 후로 매 ◈ 단 경제자유규역의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년 1일씩 추가됨(Employment Act 제43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을
- 연차 이외에 법으로 정해진 11일의 국경일에 대
허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해서는 추가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총 연
별법 제17조 제4항)
차 일은 고용계약에 따라 정해지나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된 최소 휴가일 수인 7일 보다 많은
13~14일 정도의 휴가가 계약 시 반영되는 경
우가 많음.
￭ 월 2,500 SGD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는 기본임금 이외에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수당으로는 휴일근무수당이 있음.
- 휴일근무수당
⦁피고용자 자발적 휴일근무: 통상임금의 100％
⦁고용자요구 휴일근무：통상임금의 200% 지급
￭ 채용과 해고 관련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계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
약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한 유연한 노
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음
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특정기간 사전 공지를 통 - 해고 등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해 해고가 쉽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하더
명시해 두며, 징계 시 해당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라도 일정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해고
- 해고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예
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상 퇴직급여 산정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선택사항이
고용인과의 최초 계약서에 의거 지급이 결정
였던 퇴직급여가 2012년 7월부터 신설되는 5인
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화되었음(근로자
￭ 월 2,500 SGD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5조).
인원감축 또는 조직개편 시 고용주는 인권감축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
보상금(retrenchment benefit payment)을 최
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
퇴직
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급여
(Employment Act 제45조, 2015년 4월부터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과반
최소 2년 이상 근무직원).
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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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
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노사분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분쟁이 일어
나는 경우 IAC(Industrial Arbitrarion Court)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를 통하여(Industrial
Relation Act 제3조~제15조) 해결됨.
- 계약해지 또는 탄력적이며 M&A나 기업분할,
자회사 설립 시 근로관계 이전도 가능함.
￭ 직장 내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정할 수 있음.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최장 3년으
로서 반드시 산업중재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
이 발생함.
노사
￭ 단체협약 결렬되어 노동부 노동관계국에 제소
협의
후 그 결정에 따른 협약도 실패한 경우 산업중
회
재원에 제소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경우도 파업 등 노사분규 행위를 할 수 없음.
- 단체협약은 근로에 대한 모든 조건이 그 대상
이 될 수 있으나 임금조정은 국가임금위원회
(NWC)의 지침을 준용하여야 함.
- 사용주의 고유 경영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주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 제소,
분규 등을 할 수 없음.
- 법규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있는 경우 노동부
노동관계국에 제소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노
사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 수
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근로
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
조)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
충처리
-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
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
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등
￭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협의회 의
결을 거쳐야 함.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
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싱가포르 Employment Act에는 피용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Medshield
라 불리는 저렴한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제공되
며 대기업의 경우 피용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
사회
이 있는 사보험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보험 ￭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중앙
제도
보장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이라
는 개인 의무 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데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
하는 것으로 법제화
- 분담비율은 급여수준, 고용자 연령에 따라 결
정됨.

￭ 고용보험
-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
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
에 지원하는 제도
￭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
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험
￭ 국민연금
-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
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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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
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의 사
회 보험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
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싱가포르는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기술개발기금(Skill Development Fund.
SDF)에 매월 노동자 급여의 0.25%를 적립하여
야 함.
- 노동법과 산업관계법에는 근로에 대한 최소한
의 조건과 기준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
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은 고용계약을 할 때
근로자(노조)와 사용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협의내용은 산업중재원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함.
기타
￭ 한편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세금(Foreign Worker Levy)을 부과하
는 방식으로 외국 근로자의 고용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음.
- 2012년 하반기부터 싱가포르는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기 위하
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발급요건 또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
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수준이 법에 정한 기준 이상 이어야 함(근로
기준법 제3조, 제4조).
-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정
한 기준 이하의 내용이면 그 부분은 효력을 가
질 수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
상자 우선채용 적용을 배제(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미적용)
◈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
자 파견 업종을 확대 및 파견기간을 연장함(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
조 제5항)

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로 표시
자료: http://statutes.agc.gov.sg, www.investkorea.org, www.law.go.kr, www.globalwindow.org 등 기타 자료들을 종
합하여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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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싱가포르 서비스분야 규제
비교분석
1. 싱가포르의 서비스부문 글로벌 브랜드 유치
(1) 경제규모와 글로벌 브랜드
▶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세계적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가 증가
- Brand Directory에서 선정한 세계 250대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가별 소유브
랜드 수와 해당국의 경제규모를 비교한 결과, 경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글로벌 인
지도 높은 브랜드 보유 수가 증가
- 중국도 최근에서야 글로벌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가지게 됐으나 경제규모에 비해 인
지도 높은 브랜드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그림 19] 국가별 250대 브랜드보유 수와 GDP규모 비교

▶ 즉,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자국의 시장규모가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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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를 유치하는데 유리해질 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면서 국가적
인지도가 높아짐.

(2) 싱가포르의 브랜드 유치전략
▶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업브랜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가 있음.
- 글로벌 250대 브랜드 중 싱가포르가 소유한 브랜드는 없으며, 500대 브랜드 중 하나
를 보유26)
- 싱가포르가 글로벌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시장규모를 나타내
는 GDP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더불어 싱가포르의 한계가 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경제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분야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
하는 전략을 추진
-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브랜드 유치를 통해 세계적 인지도를 재고시켜 FDI유입증
가로 연결
※ 경제규모의 한계로 인해 싱가포르는 세계 250대 브랜드를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
고 있으며, 겨우 500대 브랜드 중 하나만 소유
-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싱가포르의 취약점인 열악한 경제규모를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이기 때문임.

▶ 서비스 분야 글로벌 브랜드 유치를 통한 해당 분야의 활성화와 FDI유치 증대전략
은 경제규모의 한계를 가진 한국으로서도 참조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싱가포르보다는 시장규모가 크지만 FDI유치경쟁력 측면에서 상위국가와 큰 차이가
있는 한국으로는 벤치마크 해야 할 대상
- 특히 의료, 교육,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분야에서 글로벌 인지도와 경쟁력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참조해야 할 부분

26) 싱가포르가 보유한 글로벌 500대 브랜드에 속하는 한 브랜드는 싱가포르항공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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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 규제 비교
(1)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 정책 개요
▶ 싱가포르 정부는 EDB, 싱가포르 관광청(STB : Singapore Tourism Board), 무역
개발청(IE : Int’l Enterprise) - 3개 기관이 설립한 ｢Medical Tourism Board｣를
통하여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
- EDB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역량 개발, 신규투자 촉진방안, 보건의료산업정책 수립과
법률 개정을 담당하며, 싱가포르 관광청은 해외 마케팅 자금지원을, 무역개발청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27)
- 또한 싱가포르의 미래 의료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첨단 의료 및 바이오 관련 투
자를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싱가포르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병원그룹이 상당
히 자유로운 규제환경 속에서 외국인환자를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의 경우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성장
-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은 민간 영리의료법인들이 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뒷받침됐음.
-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의 80% 가까이가 국·공립병원에서 표준적 의료서비스를 받
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여 체계적으로 의
료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산업에 있어서의 강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
① 진료비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28): 공공병원의 경우 현재 시술별 진료가격과
병실료에 대하여 싱가포르 보건부 웹사이트에 공개29)하고 있으나, 민간병원의 경우
자율. 그러나 대개 민간병원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Fee Schedule을 공개하고 있음.
27) 허문구 외 4인 공저, 의료관광사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2013년 12월, 산업연구원, p.76
28) 이응석,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역동요소는? 한국형 복합리조트(IR)의 성공모델을 중심으로, Deloitte Anjin
Review 2014 APRIL. no. 1, p.71~72
29) 2004년부터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Hospital Bill Size’는 주요 진료과목을 알파벳순으로 정
리해 놓고 각 항목별로 주요 병원들의 진료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고 있음. 1인실부터 8~10인실까지 최
고급 진료를 받는지 아니면 중급수준의 진료를 받는지 등에 따라 진료비 합계산출 가능. 뿐만 아니라
Singapore Medicine 웹사이트에 보건부 웹사이트와 링크를 걸어놓아 싱가포르로 의료관광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싱가포르 내 각 병원별 주요 시술비와 입원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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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적 이점 및 언어: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이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를 찾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를 포함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가
공식어로 사용되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함.30)
③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조화: 내국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게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민간병원과 공
공병원31)이 어우러져 있는 혼합시스템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32)

(2) 싱가포르와 한국 의료산업 현황 및 규제 비교
1) 외국인 의료서비스 현황 비교
▶ 싱가포르의 “Singapore Medicine” 정책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
폐를 통해 의료산업에 있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
- 싱가포르의 의료관광객은 2002년 20만 명에서 2010년 약 73만 명(3배 이상 증가)이
며, 의료관광객의 지출도 2002년 184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10년 856억 싱가포르달
러로 4배 이상 증가
- 2011년 의료관광객의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14% 성장하여 980억 싱가포르 달러 증
가33)
[표 21]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추정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연 도

외국인 환자

수 입

GDP 기여도

2000

147

430

0.25

2007

500

1,500

0.65

2012

1,000

3,000

1.1

자료: 싱가포르 관광청 내부자료

30) 김태윤 외 4인 공저,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99
31)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병원의 의료기술이나 시설이 민간부문에 뒤처지지 않게 혹은 민간부문을 앞서갈 정도
로 계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32) 신장섭,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3(5), p.163~169
33) 싱가포르 관광청은 2011년 이후 분야별 지출 데이터에 대해 의료부문을 기타 부문으로 통일하여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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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자국 의료서비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외국 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
를 구축
- 싱가포르에서는 탄톡셍(TanTock Seng)병원이 미국 존스홉킨스(Johns Hopkins)대
학34)과 협력관계를, 싱가폴국립대(NUS)와 듀크-NUS 의학대학원(Duke-NUS
Graduate Medical School) 개설을, 그리고 싱가포르종합병원(Singapore General
Hospital)이 미국 지마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구축
※ 싱가포르가 유치한 존스홉킨스대학 및 듀크대학은 미국 내 의료기관으로서 높은
지명도 순위
[표 22] 진료분야별 미국 의료기관 순위
암
치료

이비인
후과

정신
의학

심장
질환

류머
티스

비뇨
기과

노인
병학

안과

호흡기
내과

존스홉킨스

5위

2위

3위

4위

1위

3위

4위

-

11위

듀크

22위

-

-

16위

12위

7위

23위

6위

5위

분
대학
병원

야

출처: U.S. News Best Hospitals

[표 23] 한국 ․ 싱가포르 의료서비스 분야 비교
싱가포르

현황

한국

￭ 2002년 20만 명을 기록했던 싱가포 ￭ 2009년 이래 급속한 성장 추세
르의 의료관광객은 2010년 약 73만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2009년 6만 201명에서 2011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황
년 12만 2,297명으로 103% 증가
￭ 세계적인 의료기관과 제휴관계를 체 - 외국인환자에 의한 총 진료수익 및 1인당 평균 진료비
결 : 싱가포르종합병원(Singapore
도 2009~2011년 기간 각각 82.0%, 26.6% 증가함
General Hospital)-미국 지마연구소, ￭ 하지만 의료관광강국인 싱가포르에 비해 외국인환자
탄톡셍(TanTock Seng)병원-미국 존
유치 실적은 미미한 수준
스홉킨스(Johns Hopkins)대학과 협 ￭ 또한 외국병원 유치 실적이 없음
력관계 구축
- 2005년 미국 뉴욕장로교병원, 2009년 미국 존스홉킨
스병원 등이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설
립하려고 했지만 모두 무산

▶ 한국의 경우 외국인환자의 증가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의료서비스 발전으로 연
결시키거나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는 싱가포르에 비해 미흡

34) 싱가포르 정부는 존스홉킨스병원에 국립대병원 병동 하나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별도로 70여억 원의 연
구비를 지원하는 등 존스홉킨스병원 유치에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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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못했음.

▶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한국과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와 달리 한국에는 유명 제약회사의 R&D센터가 전무한 실정
-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진출 현황을 비교해보면,
- 마케팅 법인 부문에서는 Top10의 제약회사들이 양국에 거의 진출한 반면, 기술개발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R&D센터는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에는 전무
[표 24] 한국 ․ 싱가포르 제약회사 유치실적 비교
싱가포르
제약 회사

대한민국

마케팅 법인

R&D센터

마케팅 법인

R&D센터

1

Johnson & Johnson

O

X

O

X

2

Novartis

O

O

O

X

3

Roche

O

O

O

X

4

Pfizer

O

O

O

X

5

Sanofi

O

O

O

X

6

GlaxoSmithKline

O

O

O

X

7

Merk & Co

O

O

O

X

8

Bayer HealthCare

O

O

O

X

9

AstreZeneca

O

X

O

X

10

Eli Lilly

O

X

X

X

주: FiercePharma에서 선정한 2013년 매출 글로벌 Top10
자료: 각 제약 회사 홈페이지 참고

2) 의료서비스 규제비교
▶ 싱가포르의 급성장하는 의료서비스 성과는 싱가포르의 의료산업정책과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의료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해주는 법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음.
-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규제의 차이가 의료서비스 실적의 차이로 연결

▶ 싱가포르는 주식회사형 민간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비영리 형태의 법인 설
립만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유인에서부터 투자
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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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민간병원 대부분 주식회사로서 상장을 통해 금융기관 등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사립병원들은 해외 유능한 의료진 초청 및 자국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병실 등 기타 제반 환경에 대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와 경쟁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도모하고 있음.

- 하지만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윤 창출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외국인 의
료관광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경제자유지역의 경우 외국계 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자본 50%, 자본
금 50억 원 이상, 외국의사 10% 고용, 병원장은 외국의사, 진료의사결정 50% 이상 외
국의사 수행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움.

▶ 또한 싱가포르는 병원 홍보, 진료비 할인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
며 의료 외 광범위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사립병원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나
라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 싱가포르는 내외국인에 대한 구분 없이 자율적인 의료광고 및 진료비 할인 등 고객
유인행위가 허용되며, 보험회사부터 영양보조제, 비타민, 의료진단기구 등 의료 관
련 다양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이나 내용 등 제한된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환자에 대
해서만 진료비 차등청구 및 할인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례사업 또
는 주차사업 등 일부에 한정하여 의료 외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에 대한 병상 수 제한이 없는 싱가포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로 제한하는 등 외국인 환자유치에 비친화적 규제가 상당함.
[표 25] 한국 ․ 싱가포르 의료 산업 규제 비교
싱가포르

한국

￭ 금지, 비영리법인만 병원 설립이 가능함(의료법 제30
주식 ￭ 영리법인 가능
공공병원
외에
민간병원의
대부분은
조, 제40조).
회사
주식회사
,
상장
가능
◈
경제자유지역의 경우 2002년 외국계 영리의료기관
진입 형
예
:
파크웨이
판테이
⋅
의 설립이 가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제 병원
35)
(Parkway-Pantei)
그룹
법률 제23조)
설립
하지만
외국자본 50%,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의
여부

66

싱가포르와의 FDI관련 법제도・서비스분야 규제 비교분석

싱가포르

한국
사 10% 고용, 병원장은 외국의사, 진료의사결정 50%
이상 외국의사 수행 등 설립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 공공병원 이외 민간병원의 대부분은 ￭ 의료인이 아닌 경우 병원 설립 및 참여가 불가능(의
병원
주식회사로 상장 가능
료법 제33조 제2항)
소유 - 당연히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병원 ◈ 경제자유지역의 경우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므로
지분 지분에 참여 가능함.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병원 지분 참여가 가능하나
병원장은 외국의사이어야 함.

외국
의사
면허
허용

￭ 싱가포르의과대학(NUS), Duke_NUS ￭ 국적 제한은 없음. 국내외에서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2개의 의과대학만이 있어, 의사 수
국내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의료행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 의사를 초
위를 할 수 있음(의료법 제5조).
청하여 활용하고 있음.
￭ 외국면허를 가지는 경우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 외국인의 의사, 간호사 면허는 싱가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 연구사업을 위
포르 보건부에서 인정한 대학을 졸
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내에서
업한 자에 한하여 시험 없이 인정하
허용(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에서는 외국면
고 있음.
예) 우리나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
허를 가진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가능(경제자유구역
대가 인정되고 있음.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 의료광고 자율화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
￭ 특정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해당 기
고 금지(의료법 제56조)
업의 소속직원 전담 치료가 가능
- 의료인은 방송광고를 제외하고 광고가 허용되나 다음
병원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음(의료법 제56조). :
마케
신 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
팅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불가능(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 할인서비스 공지 가능
￭ 의료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
￭ 특정 카드로 치료비 결재하면 진료
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비 할인혜택을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진료
행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비
규제
금지(의료법 제27조 제3항)
할인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
부양자가 아닌 외국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
￭ 병원에서 영양제, 건강보조제, 특수
칫솔 등 판매가 가능함.
- 대표적 영리병원인 래플스(Raffles)
진료
병원의 경우, 병원 1층에서 영양제,
외의
건강보조제에 병원 상표를 부착하여
사업
판매
￭ 자회사를 통해 보험사업 영위도 가

￭ 병원은 의료업무 외 아래 제한적으로 부대사업 영위
가 가능함(의료법 제49조).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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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능
예) Raffles Health Insurance(RHI).

서비
스
차등
화

한국
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
치·운영 등
◈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외 보양온천을 영위할 수 있음(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제주자치도의 의료법인은 의료법상의 부대사업 외 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 가능(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의2(부대사
업 범위에 관한 특례)

￭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진료비 차등 청 ￭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진료비만 청구 가능(국민건
구가 가능함.
강보험법 제42조, 의료급여법 제9조)
◈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청구를 받지 않아 진료비
차등 청구 가능(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192조 제4항,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병상 ￭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외국인 ￭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
수
환자 병상 수 제한은 없음.
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로 제한(의료법 시행
제한
규칙 제19조의5)
병원
의
해외
진출

• Parkway Holdings – 말레이시아, ￭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의료법상 국내 의료법인의
브루나이, 인디아, 중국, 베트남
해외병원 건설에 따른 자본조달과 현지수익의 국내반
• Raffles Medical Group – 상하이,
입이 곤란하여 해외진출이 미비
홍콩
• Thompson Medical Centre – 베트
남

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로 표시
자료: http://statutes.agc.gov.sg, www.investkorea.org, www.law.go.kr, www.globalwindow.org 등 기타 자료들을 종
합하여 저자 재정리

(3) 한국 의료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대한 시사점
▶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형태 외의 병원 설립
을 허용하는 설립규제 완화가 전제되어야 함.

35)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브루나이 등지에 2012년 기준 17개의 병원을 운영하
고 있는 의료서비스계의 대기업. 싱가포르에만 4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파크웨이 그룹은 ‘Parkway
Health Patient Assistance Centre’라는 이름으로 국제환자센터를 두고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 또한
Parkway Group 아시아지역 7개국, 17개 병원 진출, 1.6조원 매출, 병원 및 대학을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의료 자회사를 통한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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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병원의 국내 유
치 및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송금 허용을 비롯하여 수익을 출
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서비스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지
만,36) 의료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통한 의료기술과 서비
스의 향상,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행이 필요
- 이를 위해 싱가포르처럼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상장 등을 통하
여 의료 관광산업의 발전 등 투자 선순환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37)

▶ 한편 경제자유지역의 경우 외국계 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자
본금 50억 원 이상, 외국의사 10% 고용, 병원장은 외국의사일 것, 진료의사 결정
의 50% 이상은 외국의사 담당 등 과도한 진입장벽은 해외병원의 유치를 위하여
일정 수준 낮추어야 할 것임.
- 물론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료의 질 하락 및 저소득층의 진료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영리법인의 진입 자체를 불
허하는 것보다는 지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영리의료법인 형
태의 제도적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됨.38)
-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산업화를 위해 우려가 되는 국민의료비 증가나 공공의료의 약
화 등을 사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관광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올
려놓은 것을 참조하여야 함.39)

▶ 상설한 진입규제 외에도 의료광고 허용 범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 허용 여부,
외국인 환자의 병상 수 제한 등 각종 행위규제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제완화
작업이 요청됨.
- 입국한 외국관광객들에게 한국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허용하고,
36) 강성원,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분석, 연구 11-03, 한국경제연구원, p.51~52
37) 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존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을 허용 및 의료법인 간의 인수 및
합병을 허용하여 기존 의료기관의 인수를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13, 14
38) 강성원, 상게논문, p.101~102
39) 김정덕 외 2인, 영리법인병원 도입 유형과 비영리법인병원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11, 한국병원경영
연구원,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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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에게 장례식, 주차장, 보양온천 등 허용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
- 또한 복잡한 의료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 의료비자 발급을 위해 자국 내 진료기록, 재산증명, 국내병원 예약확인증 등이 요청
됨에 따라 외국인환자가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데 길게는 2~3개월 소모40)
- 한편 5% 이내로 제한한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수 규제에 대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에 안정적 공급 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인 의료관광 육성 차원에서 이를 영위하는 의료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성
을 보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대응
하여야 할 것임.

3. 교육서비스 규제 비교
(1) 싱가포르의 교육산업 개요
▶ 싱가포르는 ‘Global Schoolhouse’를 지향하면서 외국 유명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등 교육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등 추진한 결과, 현재 아시아의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1985년부터 교육산업을 주요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싱가포르는 교육산업에 대한 외
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점차 둔화되고 있는 인구증가율과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을 확충하고자 하였음.41)
- 2003년 8월 5만 명을 돌파한 외국유학생 수는 2007년 8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바
EDB는 2015년까지 15만 명의 외국 유학생을 확대·유치한다는 계획

▶ 1998년부터 경제개발청(EDB)을 중심으로 세계 톱클래스 10개 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2003년 중반까지 INSEAD를 포함 MIT, 존스홉킨스(Johns Hopkins)대
학, 조지아 공대(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등 10개 대학과 분교, 공동과
정 및 연구소 등을 설치하였음.
40) 변양규 외 6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 정책연구 2012-12, 한국경제연구원, p. 34
41) 정재완,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및 교육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6.2.25.,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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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AD Asia Campus, University of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sia
Campus, Duke - NUS Graduate Medical School 등 세계적인 10여개 대학의 분교를
유치
- Stanford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Singapore-MIT Alliance,
Wharton School of the Univ. Pennsylvania 등 10개의 세계적인 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음.
[표 26] 한국 ․ 싱가포르 외국 교육기관 유치 실적 비교
싱가포르

현황

한국

￭ INSEAD Asia Campus, University of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2006년) 이후 일부 외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
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개교하였으나 세
Asia Campus, Duke - NUS Graduate
계적 수준의 글로벌 대학 유치에는 미흡한 상
Medical School 등 세계적인 10여개 대학
황임.
의 분교를 유치
- 광양 STC-Korea(’08)
￭ Stanford University, Johns Hopkins - 대구국제학교(’10.8)
University, Singapore-MIT Alliance, - 채드윅 송도국제학교(’10.9)
Wharton
School
of
the
Univ. - 부산 FAU(’11. 3)
Pennsylvania 등 10개의 세계적인 대학과 - 한국뉴욕주립대학교(’12. 3)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 중
- 조지메이슨 대학교(’14. 3)
￭ 2010년 약 120국에서 온 91,500명의 외국
인 학생 유입되었음
- 2011년 싱가포르 대학졸업생 가운데 외국
인 학생은 약 10,100명으로 약 18%를 차
지

▶ 세금면제, 기타 부지 무상제공, 연구비 50% 지원, 정부의 비용차입보증 등 다양
한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INSEAD(대학투자 상당액), Duke(3억 불), 네바다 주립대(3년간 230만 불), MIT(7년
간 1억 불)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

(2) 싱가포르와 한국 교육산업 규제 비교
▶ 싱가포르가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적 요소가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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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독법인,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영리교육법
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자치도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영리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지역, 제주자치도, 기업도시 등 일부 지역에 제한하여 본교의
직접진출 형태만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싱가포르는 지역에 제한 없이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외국교육기관
의 설립이 가능한바 진입에 있어 선택과 범위를 넓히는 규제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비율 제한이
없는 등 국내·국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운영상의 자율성을 인정
해주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공익성에 대한 경직된 인식으로 인하여 제주자치도
에 영리교육법인을 허용했음에도 공히 과실송금은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에 있어 국내교육기관에 비해 상
당한 재량을 허용함에 따라 경제자유지역 외국교육기관 정원의 내국인 비율을 제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입영연기 등 국내교육기관이 제공받는 행정적 편의에서 제외
되는 역차별이 발생
[표 27] 한국 ․ 싱가포르의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비교
싱가포르
￭ 영리법인 설립 허용

진
입
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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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학교
법인
설립

한국
￭ 학교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
◈ 경제자유지역의 외국교육기관의 경우도 영리법
인 설립을 불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2조)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9년 3월 관
련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
교에 대한 영리법인을 허용(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
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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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국
진 교육
입 기관
규 의
제 설립
주체

￭ 현지 단독법인,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허용(06년) 이후 외
외국학교 설립 허용
국교육기관 본교의 직접진출만을 허용하고 있
예: INSEAD 비영리 국내법인
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TUM(獨 공대) 영리 국내법인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지역 제한 없음.
-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 간의 합작설립
등 불허
◈ 외국교육기관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설립이 가
능함.
- 경제자유구역: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황
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 기업도시: 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
해남(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8조)
◈ 장기심의 - 외국 유수대학의 경우도 MOU 체
결부터 교육부 승인까지 평균 4.0년 소요
￭ 과실송금 허용

과실
송금

한국

◈ 과실송금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89조의12 제3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싱가포르 내국인 비 ◈ 경제자유지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정원의
율 제한이 없음.
30%까지 내국인 비율이 제한되어 있음(경제자
￭ 외국대학평가를 그대로 인정하여 자국 행
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정기관의 승인이 불요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행
￭ 초중등 교육은 싱가포르 사립학교와 외국 - 단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위 국내
사립학교 동일하게 자유로운 설립
정원의 50%까지 입학 가능
규 및 - 외국대학도 자국정부 기준이 아니라 글로 ◈ 외국교육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교육과정, 학
제 국외
벌 평가기준을 인정
사운영 등)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사립
교육
학교법 등의 적용 배제 규정(경제자유구역 및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간
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이 오히려 학생ㆍ학교로
차별
서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사항까지 일괄 배제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 재학생 입영연기 불가
- 외국교육기관 재학생 예비군 훈련에서 국내 대
학 재학생과 같은 훈련제도 적용 불가
- 국가 R&D사업에서 외국교육기관 참여 불가 등
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로 표시
자료: http://statutes.agc.gov.sg, www.investkorea.org, www.law.go.kr, www.globalwindow.org 등 기타 자료들을 종
합하여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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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교육서비스 관련 규제개선에 대한 시사점
▶ 유명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교육법인 및 과실송금을 허용하
는 규제 개선과 더불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는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의 정주여건 개선, 해외
유학 수요를 대체하거나 주변국 유학생의 유입 효과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국내기
관의 교육서비스 강화 및 장기적 관점에서 고급인력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
에서 검토되어야 함.

▶ 우선 비영리법인 형태의 본교 직접진출만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합작법인, 현지법인 등 국내분교 설립, 프
로그램 진출 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함.
- 대부분의 우수한 외국교육기관들이 비영리법인인 것은 사실이나 싱가포르,42) 중국,
두바이 등 해외 우수 교육기관의 유치를 도모하고 있는 나라들 모두 공히 영리법인
형태의 학교를 허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함.43)
- 외국 영리교육기관의 경우 초기 투자재원을 제공할 수 있어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며, 외국에서는 비영리법인이지만 해외 진출 시 별도의 영리법인
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음.44)

42) 싱가포르는 과실송금 및 영리학교 법인설립이 가능한 규제환경을 바탕으로 세금면제, 기타 부지 무상제공,
연구비 50% 지원, 정부의 비용차입보증 등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상당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
하고 있음.
43) [주요국 해외대학 유치사례 비교]
싱가포르

중국

두바이

한국

과실송금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영리학교
가능
법인설립

가능

가능

불가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수익사업에 대한 세
금 부과

세금

세금 면제

부지 무상제공
연구비 50% 지원
기타 혜택
정부가 비용차입보증
등 행정적 편의 제공

부지 무상제공
부지 무상제공
건설비용 제공
졸업 후 입사를 전제로
민간기업과의 합작 설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
립
폰서제도 운영

지자체가 홍보 및 학
생유지 지원
설립비용 부분지원
가능

자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2009. 12)
44)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교육분야. 2009년 3월 19일, 교육과학기술,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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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교육법인의 설립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보다 비영리교육법인과 영리교육법
인간 제공되는 인센티브 정책을 달리 적용하여 구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
금을 허용하여야 함.
-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있어 초기 시설비·운영비 등 투자회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
실송금이 요청되므로, 원칙적 과실송금 불허보다는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9년 개정을 통하여 국제학교에 대한 영리법인을 허용하
였으나 과실송금은 불허하였음.

▶ 또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된 외국교육기관 설립가
능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4. 복합리조트(IR) 규제 비교
(1)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IR) 서비스 개요
▶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IR)란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서 규정된 용어로 기
존 카지노 중심형 Casino Complex를 복합 리조트의 한 구성요소로 진화시킨 형
태로서 레저, 엔터테인먼트, 쇼핑, MICE45) 등을 One Property에서 이용할 수 있
는 시설을 의미46)47)
- 복합리조트는 기존 카지노 중심에서 벗어나 컨벤션, 쇼핑 등 IR 내 복합기능을 이용
하게 함으로써 최소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의의
가 있음.48)
45) MICE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
의 첫 자를 딴 것임.
46) 이응석,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역동요소는? 한국형 복합리조트(IR)의 성공모델을 중심으로”, Deloitte
Anjin Review 2014 APRIL. no. 1, p.18
47) 복합 리조트는 Suntec, Raffles, Singapore Expo 등 기존의 컨벤션 시설들과는 달리 명품 쇼핑 시설 및
카지노와 같은 cash cow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컨벤션 시설 및 수천 개에 달하는 객실
의 공실 발생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특징이 있음.
48) 이응석, 상게논문,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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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최근 수년간 국제회의 개최 급증을 통하여 세계 최대 MICE 산업국으
로 성장해 왔음.
- 국제회의는 국제기구의 회의가 잦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해왔으나 2006년부터 싱가포르가 상위권에 진입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국제회
의 개최 건수에서 1위를 차지49)
[표 28] 한국 ․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현황 비교
싱가포르

현황

한국

￭ 싱가포르는 자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 ￭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여 카지노 및 MICE가 포함
해 ‘Tourism 2015’를 수립하여 카지노 사
된 복합리조트 개발이 시급한 상황
￭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인 Las Vegas Sands는
업을 유치
￭ 리조트월드 센토사, 마리나베이 샌즈 2개의
아시아의 신규 IR 개발 후보지 중 유력한 대상으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개장한 2010년 28
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음.
억 달러, 2011년 4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 또한 다음과 같은 해외 자본이 국내 IR 사업에
하며 아시아 권역 관광산업의 메카로 급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상
- Caesars Entertainment와 중국계인 인도네시
￭ 싱가포르는 2010년 복합리조트 개장으로
아의 Lippo 그룹의 합작법인인 리포&시저스
관광수입 2배 증가, 5.9만 명의 고용창출
(LOCZ)는 미단시티에 2조 3천억 원 규모 투자
• 총 투자비(2개소) 약 107억 달러
- 일본의 Universal Entertainment는 영종 하늘
• 주요시설: MICE시설, 테마파크,박물관 및
도시 지구에 4조 9천억 원 규모의 IR 투자 계
극장, 쇼핑몰 등
획
• 복합리조트 도입 효과(2009 → 2012)
- 제주도에는 중국 분마그룹이 1조 2천억 원 규
- 외래관광객 : 968만 명 → 1,449만 명
모,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조 5천억 원 규
- 관광수입: 94억 달러 → 192억 달러
모의 IR 개발 계획을 진행 중(버자야그룹은 해
- 고용창출: 직접고용 2.2만 명(MBS 간접
당 사업에 KDB대우증권을 금융주관사로 하는
고용 37,000명 별도)
MOU를 2013년 12월 체결)

▶ 싱가포르는 MICE산업국에 머물지 않았으며, 2010년 센토사섬(Sentosa island),
마리나만(Marina Bay)을 중심으로 카지노를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IR) 개
발을 통하여 아시아 관광시장 2위로 부상
- 센토사섬의 경우 2010년 약 49만㎡ 규모로 카지노, 컨벤션센터, 해양생태공원, 유니
버셜 스튜디오, 호텔 6개 등을 갖춘 복합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인 리조트월
드 센토사(Resort World Sentosa)을 개장
- 마리나만에서도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샌즈(Las Vegas Sands)그룹이 약 50억 싱
가포르달러를 투자한 컨벤션, 호텔, 카지노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 리조트인 마리나
49) 이재호, 박나리,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12-18,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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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샌즈(Marina Bay Sands)50)를 개장
-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 모두 매출의 80% 이상을 카지노가 담당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10년 복합리조트 도입으로 관광수입 2배 증가, 5.9만 명의 고용창
출 효과를 거뒀음.

(2) 싱가포르와 한국 IR산업 규제 비교
▶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서비스의 성장에는 법제도적 품질이 영향
- 싱가포르가 MICE산업뿐 아니라 복합리조트 서비스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획
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EDB를 비롯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 역할을 수행했으나,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법규제가 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관광경쟁력 분석에서도 관광을 위한 제도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한국은 종합적 관광경쟁력은 열악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싱가포르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특히 관련 법제도적 요소에서 열악

▶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해 복합리조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진
입과 영업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정부가 사업자 공고를 통하여 복합리조트(카지노) 허가 지역, 시기 등
을 지정하고 후보업체 간에 경쟁을 붙이는 공모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함으로써
정책수렴도를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복합리조트(카지노)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건별로 받는 민원신청 형태(사
전심사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청구가 난립하고, 체
계적인 복합리조트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
- 이에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공모방식의 IR 투자자 선정 과정을 통하여 중장기
적 안목에서 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관련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51)
50)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샌즈(Las Vegas Sands)그룹이 약 5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해 건립한 대형 복
합 리조트
51) 투자활성화 대책 – 유망서비스사업 육성 중심 - 2014. 8. 12, 정부자료, 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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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국 ․ 싱가포르의 관광경쟁력 비교
항

목

싱가포르

한

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외국인 소유정도
(Prevalence of foreign ownership)

6.1

3

4.4

89

재산권 보호(Property rights)

6.4

3

4.7

5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제도의 영향력
(Business Impact of rules on FDI)

6.3

2

4.7

62

비자발급 대상국가
(Visa requirements, no. of countries)

161

5

113

26

양자 간 ASA 개방도(0-38)

16.1

24

14.5

31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s)

6.2

1

3.3

129

3

5

7

24

1인당 국민소득대비 창업비용
(Cost to start a business, % GNI/capita)

0.6

8

14.6

87

서비스교역 일반협정
(GATS, commitment restrictiveness (0-100))

59.0

61

52.8

77

관광산업개발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T&T Industry development)

6.0

3

4.1

85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일반태도
(Attitude of population toward foreign visitors)

6.6

16

5.2

78

1)

창업절차 소요일 수
(No. of days to start a business)

주: 1) ‘양자 간 ASA’란 양국 간 항공협정(Air Service Agreement)을 의미
자료: WEF, “Global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2013~2014”의 한국, 싱가포르편 이용해 작성

▶ 또한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바, 원천적으
로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싱가포르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되 출입횟수 제한, 베팅금액 제한 및 도
박 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적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복합리조트 육성 정책과는
상반된 규제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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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한국·싱가포르 복합리조트(IR) 산업 규제 비교
(카지노 산업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한국

￭ 해외자본 대상 공모
￭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
- 규제 완화, 혜택부여를 통해 글로벌 카지
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관광특구에 있는
노 기업을 대상으로 복합리조트 투자 유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 국제회의업 시설
치
의 부대시설,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
객선에서 일정 요건 하에 카지노업 허가(관광
진흥법 제21조)
◈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아래 일정 요건 하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가능(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진입
인전용카지노에 대한 민원신청방식의 카지노
심사
허가 사전심사 절차를 운영
-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
폐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
진입
까지 미합중국화폐 총 5억 달러 이상을 투자
규제
-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
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평가등급이 투자적격(BBB) 이상 등
- 예 :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
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대
해 '적합' 판정
￭ 싱가포르 리조트월드 센토사의 경우 BOT ◈ 국내자본은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사업
국내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받아 겐팅그룹이
을 독자적으로 추진 불가
및
100%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개발, 운영
- 단 국내자본의 경우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지
국외 ￭ 마리나베이 샌즈의 경우도 BOT 방식으로
분참여나 카지노업 위탁경영자로 참여가 가능
자본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샌
할 뿐임.
의
즈그룹이 카지노 허가권을 받아 단독개발
구분
및 운영
￭ 내국인 카지노 입장 허용
◈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내국인 입장 불가
내외 - 싱가포르 내국인에 대하여는 입장료 요
구, 내국인 출입횟수 제한, 자발적인 베팅
영업 국인
금액 사전 제한, 도박중독 예방교육 등 다
규제 구분
양한 정책을 활용해 카지노 영업으로 인
등
한 사회적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고 있음.
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로 표시
자료: 이응석(2014), 이재호, 박나리(2012), www.cra.gov.sg, www.law.go.kr 등 기타 자료들을 종합하여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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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복합리조트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대한 시사점
▶ 시작 단계에 있는 국내 IR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유명 해외 자본과
사업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외국기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여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신청방식의 카지노 허가사전심사의 경우 신용등급 요건(BBB
등급 이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의욕을 제약하고 있음.
▪ 복합리조트 업종의 성격상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신용등급 외에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국투자자 신용등급 관련 규정
을 개선하여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함.

- 또한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신청방식의 사전심사가 아닌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이 필요52)
▪ 지역별 예상수요, 실제투자 의사 등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유치 공모지역 선정하고
해외투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또한 복합리조트가 전세계적으로 오락 및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53) 불
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관점에서 벗어나 유망 서비스사업으로서의 합법 사
행산업 육성차원에서 일정 제한 하에 ‘오픈 카지노’ 허용 등 관련 영업규제의 완
화를 검토할 필요
- 복합리조트 진출을 추진하는 외국기업들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됨.
▪ 현재 ‘강원랜드’ 외의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복합
리조트 내 카지노에 대하여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싱가포르와 같이 출입횟수 및 배
팅액 제한 등을 통해 내국인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복합리조트가 쇼핑, 엔터테인먼트, 스파, 컨벤션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 시너지
52) 투자활성화 대책 – 유망서비스사업 육성 중심 - 2014. 8. 12, 정부자료, p.21~22
53) 2000년대 중반까지 단순한 도박도시로 알려졌던 마카오는 2007년 쇼핑, 스파, 엔터테인먼트, 컨벤션 등을
모두 갖춘 베네시안 복합리조트(IR)을 개장하면서 세계적인 종합휴양도시로 변모하였음. 2013년 기준 마카
오의 카지노 매출은 48조 원으로 실업률은 1.7% 수준으로 낮아졌고, 2014년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4
번째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많은 지역으로 부상하였음.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카지노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던 싱가포르도 2007년 카지노 개방이후 2010년 IR산업을 통해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
출하고 43억 달러(2011년 기준)의 매출을 올렸음.

80

싱가포르와의 FDI관련 법제도・서비스분야 규제 비교분석

를 내는 관광산업인 만큼 ‘복합리조트 산업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통합적으
로 관리하는 한편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각종 자치조례 등에 규정된 수많은 관
련 규제 완화가 필요
▪ 관광특구 내에서 호텔사업자에 제한하여 공개 공지에서 60일 이내 외국인 관광객을 위
한 음식 및 공연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를 공연전문기업 등에게도 허용(관광진
흥법 제74조 제2항)
▪ 전시장 내에서 간단한 조리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완화(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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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종합정리 및 결론
1. 싱가포르의 제도경쟁력
(1) 싱가포르의 FDI유치 한계와 경쟁력
▶ 싱가포르는 FDI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규모 측면에서 최악의 조건
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열세를 제도경쟁력으로 극복
- 낮은 규제부담 수준, 유연한 노동시장, 낮은 조세부담율로서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에
게 FDI로서의 매력적인 국가를 지향
- 한국의 1/4정도 경제규모를 가진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우수한 제도경쟁력을 통해
FDI 최우수평가국이 됐음.

(2) 한국과의 제도경쟁력 비교
▶ 한국은 시장규모, 거시경제환경만이 싱가포르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뿐,
법규제 등 제도적 지표는 모두 열악
- 세계경제포럼(WEF) 및 Cornell University, INSEAD & WIPO(2014)의 분류에 따르
면, 싱가포르와 한국은 모두 선진국들이 포함된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ies)에 속하는데,
- 주요 경쟁력 요인의 종합평가에 따르면 법제도, 규제경감도, 사회인프라, 관료의 객
관적 결정, 효율적 정부지출, 정책결정의 투명성, 규제의 품질, 법질서 준수, 창업용
이성, 퇴출용이성, 납세용이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보다 싱가포르가 우위
-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경제자유도시를 가
진 인천, 그리고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비교해봐도 제반 경쟁력 지표에서 싱가포르가
현저하게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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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U(2012)의 Benchmarking Global City Competitiveness에 따르면 1위는 뉴욕, 2위
런던, 3위가 싱가포르였으며, 서울, 인천, 부산은 각각 20위, 56위, 64위

2. 한국의 법규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1) 경영환경 규제개선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이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비즈니스규제가 열악한 원인은 규제마다 적용된 높
은 납세부담에서 비롯됐음.
- 창업 시 부과되는 법인등록면허세, 건물승인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토지매
입 시 부과되는 높은 취득세율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기업에 현저한 부담으로
작용
- 세제 부담이 현저하지 않는 파산해결의 경우 싱가포르와 한국 간 현저한 격차가 나
타나지 않았음.

▶ 창업, 건설승인처리, 재산권등록 등 중요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각종 거
래세율 및 준조세적 성격의 납부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

(2) 세제 ․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시사점
1) 세제에 대한 시사점
▶ 싱가포르 등 FDI유치 경쟁력 높은 국가들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상속세율과 법인
세율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함.
- 가족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경영권프리미엄 할증평가로 상속세율이 최고 65% 부과되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법인세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2%로서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일 수 있으나 싱가포르의 17%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 실제 과
세금액 중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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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비교
▶ 싱가포르 등 FDI유치 경쟁력 높은 국가들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경직적이고 기업
부담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를 개선해야 함.
- 한국은 임금결정의 유연성과 고용·해고의 용이성 측면에서 각각 61위와 108위를 기
록하여 싱가포르(5위, 3위)보다 현저하게 열악할 뿐 아니라, 한국의 해고비용은 세
계 120위로서 세계 1위인 싱가포르와 큰 격차를 보여줌.
- 싱가포르는 채용과 해고 관련해서도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계약에 근거하도록 되
어 있어 상당히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
능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정기간 사전 공지 등 일정 절차를 통한 해고가 비교적
쉽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음.

3. 한국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시사점
(1) 싱가포르의 브랜드 유치전략
▶ 싱가포르는 경제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분야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
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를 재고시키는 정책
을 추진
▶ 서비스 분야 글로벌 브랜드 유치를 통한 해당 분야의 활성화와 FDI유치 증대전략
은 의료, 교육,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분야에서 글로벌 인지도와 경쟁력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참조해야 할 부분

(2) 한국 의료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대한 시사점
▶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형태 외의 병원 설립
을 허용하는 설립규제 완화가 전제되어야 함.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병원의 국내 유치
및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송금 허용을 비롯하여 수익을 출자자에
게 배분할 수 있는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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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제자유지역의 경우 외국계 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자본
금 50억 원 이상, 외국의사 10% 고용, 병원장은 외국의사일 것, 진료의사 결정의
50% 이상은 외국의사 담당 등 과도한 진입장벽은 해외병원의 유치를 위하여 일정
수준 낮추어야 할 것임.
- 이외에도 의료광고 허용 범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 허용 여부, 외국인 환자의 병
상 수 제한 등 각종 행위규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제완화 작업이 필요

(3) 한국 교육서비스 관련 규제개선에 대한 시사점
▶ 유명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교육법인 및 과실송금을 허용하
는 규제 개선과 더불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 형태의 본교 직접진출만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합작법인, 현지법인 등 국내분교 설립, 프로그램 진
출 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함.
-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
을 허용하여야 함.
- 또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된 외국교육기관 설립가능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4) 한국 복합리조트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대한 시사점
▶ 시작 단계에 있는 국내 복합리조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유명 해
외 자본과 사업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외국기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여야 하여, 복합리조
트가 전세계적으로 오락 및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관점에서 벗어나 유망 서비스사업으로서의 합법 사행산업 육성차원에서
일정 제한 하에 ‘오픈 카지노’ 허용 등 관련 영업규제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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