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22~2.2]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뉴스레터 
 

 

싱가포르 주요 뉴스 
 

○ CPTPP (TPP-11) 합의 완료 (클릭) 

 미국 탈퇴 후 기존 TPP에서 CPTPP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을 이어가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1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합의 완료됨. 최종 서명은 3월 8일 칠레에서 진행될 예정임 
 

○ 스리랑카-싱가포르 FTA (SLSFTA) 체결 (클릭) 

 1월 23일, 스리랑카의 첫 FTA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자상거래,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SLSFTA가 체결됨. 스리랑카는 경제규모는 작으나 경제 개혁 및 자유화를 진행하며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싱가포르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2018년 외국인 투자 유치 ‘조심스럽게 낙관적(cautiously optimistic)’ 전망 (클릭)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80억~1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이는 16,000~18,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17년 싱가포르는 94억 달러의 고정자산투자를 유치했으며, 프로젝트 완료 시 22,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EDB는 2018년을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전망하며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주요 불확실 요인으로 꼽음 
 

○ 전문 서비스업(professional service), 2020년까지 5,5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클릭) 

 2016년 기준 싱가포르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변환계획(ITM)이 발표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기업간 협력 촉진, 기업 및 근로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310억 

달러의 부가가치 및 5,5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Heng Swee Keat 재무부장관, “산업 간 컨버젼스 가능성 고려할 것” (클릭) 

 23개의 산업변환계획(ITM) 다음 단계로 산업 간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발표함 
 

○ 미국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대기업 Archer Daniels Midland(ADM)사, Biopolis에 혁신센터 설립 (클릭) 

 8,900 sqf 규모의 혁신센터는 식품 및 음료 제조사를 위한 조미료, 특별성분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다양한 실험실, 

관능검사시설, 고객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혁신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해외시장뉴스 
 

○ 싱가포르, 차량 배출가스제도(VES) 도입 (클릭) (게시일: ’18.1.16) 

 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1월부로 차량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환급(rebate) 또는 과징금(surcharge)을 부과하는 제도인 

Vehicle Emission Scheme(VES)을 도입함. 이에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은 사실상 싱가포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알코올 음료 시장동향 (클릭) (게시일: ’18.1.18) 

 2016년 기준 싱가포르 알코올 음료 시장규모는 46억 싱가포르 달러로 2011년부터 연평균 6.6%씩 성장해 왔으며, 2020년 

시장규모는 2016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류 열풍으로 인해 치맥으로 유명한 한국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 

막걸리 등 한국 주류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KOTRA 분석보고서 
 

○ 2018년 KOTRA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클릭) 

 - 2018년 1월 9일, 2018년 권역별 시장조망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2018년 KOTRA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 KOTRA 북미/유럽/일본/서남아/아프리카/중남미/중국/중동/CIS/동남아대양주 지역본부장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현황 및 전망, 기회요인과 진출전략에 대해 발표함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소식 및 공지사항 
 

○ KOTRA 2018년도 지사화사업 1차 모집안내 (클릭)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해드리는 KOTRA 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올해 35개사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분들은 지사화사업 

전용 웹사이트(www.jisahwa.com)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기간: 2월 1~12일 /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2월 20~28일 (연간 4차에 걸쳐 모집 예정) 

- 담당자: 싱가포르 무역관 이보름 차장 (brlee@kotra.or.kr / +65-6426-7203) 
 

수신을 희망하시는 분은 성명(직책)/소속/전화번호/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입하시어 info@korchamsg.org 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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