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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 개정법안
싱가포르 정부는 2018 년 11 월 21 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용법(Employment Act)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 적용 시점은 2019 년 4 월 1 일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VERRAGE
고용법

Before

After (2019 년 4 월 1 일부터 적용)

월급여 $4,500 이상 관리자(Managers &

월급여 $4,500 이상의 관리자(Manager &

Executives)는 싱가포르 고용법의 적용대상이

Executive)도 고용법 적용대상에 포함

아님

- 연 7-14 일의 연차휴가, 유급 공휴일 및

적용대상 확대

OVERTIME
초과근무(O/T)
수당

유급 병가, 부당해고에 대한 배상 등
월급여 $4,500 이하의 현장노무직(Workmen)

좌동

월급여

월급여

$2,500

MC 발급기관

SALARY

일반사무직(Non-

workmen)
-

$2,600

이하의

일반사무직(Non-

workmen)

일반사무직에

대한

O/T

수당은

월

$2,250 을 한도로 함
MC(medical

MEDICAL

이하의

-

일반사무직에

대한

O/T

수당은

월

$2,600 을 한도로 함

certificate)는

정부

지정

의료기관(government doctor) 또는 회사

모든 등록 의료기관 및 치과 의사 발급분
제출 가능

지정 의료기관 발급분만 인정
고용주들은 고용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고용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근로자들이

급여 감액 조정 가능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급여 감액 조정 가능
근로자들은 별도의 제재 없이 언제라도 급여

급여조정

감액 조정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월급여가 $4,500 이하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월급여 $4,500 이상 현장 노무직, $2,600

근무시,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을 하거나 다른

이상 일반 사무직 및 모든 관리자(Managers

날에 대체 휴가를 제공해야 함

& Executives)도 적용 대상에 포함

부당해고는 MOM(Ministry of Manpower)에,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민원 모두 TADM

급여 관련 민원은 TADM(Tripartite Alliance

(Tripartite

DISPUTE

for

Management) 및 ECT(Employment Claims

민원기관

ECT(Employment Claims Tribunals)로 따로

SCHEDULE
휴가 보상

신고

Dispute

Management)

또는

Alliance

for

Tribunals)로 신고기관 일원화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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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병가 및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 급여 및
직무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여 적용대상을 전문 관리자급으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노동자, 선원 등 별도 법률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traitstimes.com/politics/employment-act-changes-give-workers-greater-protection

기존 직원의 고용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수정하시고, 신규 직원 고용시 고용계약서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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