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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Breaker 지원 정책

① 보조금 지원 (직접 혜택)

- Jobs Support Scheme

- FWL Rebate & Waiver

- Property Tax Rebate

- Rental Relief

② 세금 신고 및 납부 유예

- Tax Filing 기한 연장

- Tax Payment 기한 연장

- Corporate Tax Rebate

- GST 인상 잠정 보류

③ 금융 지원

-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 보험금 납부 유예

-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중소기업 대출 확대

Update 한 줄 요약,

″CB 종료 후에도 사업장을 재개할 수 없는 사업자 중심으로 기존 정책의 혜택을 연장/확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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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 Support Scheme

① 대상 : 현지인(시민권, 영주권자)을 고용한 고용주

② 지원금 : 기간, 업종별 월 급여의 25~75% (한도 : S$ 4,600)

③ 지원 기간 : 10개월 (19年 10月 ~ 20年 8月, 20年 1月은 제외) 

④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⑤ 입금 방식 : IRAS GIRO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 or IRAS Cheque

⑥ 입금 시기 : 4月(3달분), 5月(1달분), 7月(3달분), 10月(3달분)

CB 개시 이후 사업장 폐쇄 기간 : 4月 ~ 사업장 재개 가능 시점 /  CB 종료 후 사업장 재개 기간 : 사업장 재개 가능 시점 ~ 8月

Tier 1

(항공, 관광,
건설 등)

Tier 2

(Food SVC,
리테일, 조선

등)

Tier 3

(Others)

10月~3月

*1월 제외
75% 50% 25%

CB 개시

이후 사업장

폐쇄 기간

75% 75% 75%

CB 종료 후

사업장

재개 기간

75% 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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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 Support Scheme

【 JSS 관련 Update 내용 요약 】

1. 지원 기간 확대

: (기존) 9개월 → (Updated) 10개월 (기존 대비 20년 8월 한 달이 추가됨, 8월분은 10월 4차 지급 시 지급)

2. Tier1(75% 지원), Tier2(50% 지원) 업종 추가

: Tier1에 항공/관광 유관업종 및 건설업종 등 추가, Tier2에 리테일, 공연/예술, 조선업종 등 추가

Tier 조정된 업종은 기존 지급분도 상향하여 소급 적용(소급분은 7월까지 지급), 단 건설업종은 소급 적용 없음

3. CB 종료 후에도 사업장 재개 불가 기간 동안은 75% 지원

: CB 종료 후에도 즉시 사업장 재개 불가한 업종은 동 기간 동안에도 CB 기간과 동일하게 75% 지원

예시) Tier3 업종 中 7/6일 부터 사업장 재개 가능한 경우 : 4월 ~ 7/5일은 75%, 7/6일 ~ 8월은 25%로 원복

☞ JSS 업데이트 링크 : https://www.iras.gov.sg/irashome/schemes/businesses/jobs-support-scheme--JSS-/#B
Tier 조정 업종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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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 Support Scheme

【 JSS 지급 회차별 지급 금액 예시 – Tier3 업종 기준 】

5월분 先지급

4월분 先지급

1) 지급 회차별 금액 상이

2) 금번 Update로,

8월분 10월에 추가 지급

[ 참고 사항 ]

- CB 기간 신속한 지원 위해,

4월분, 5월분을 先지급

(19년 10월, 11월 급여 기반)

- 先지급분(19년 급여 기반)과

실제 4월, 5월 지급한 급여의

차이는 7월,10월에 정산됨

8월분
추가 지급

* 6월부터 사업장 재개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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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 Support Scheme

【 JSS 지급 회차별 지급 금액 산식 – 전체 업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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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 Support Scheme

【 JSS 지급 회차별 지급 금액 산식 – 전체 업종 기준 】

8월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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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 Support Scheme

【 JSS 적용 제외 대상 】

Wages Exclusion List

- Wages paid to business owners (개인사업자,  

파트너쉽의 파트너가 받은 급여)

- Wages paid to employers trading in their own 

personal capacity

※ 주주이며 이사(shareholder-directors)인 고용인이

받은 급여는 JSS 지급 대상임 (4/21日)

단, YA2019 소득이 S$ 100,000 이하인자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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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L Rebate & Waiver

① 대상 : 외국인(S Pass, Work Permit) 고용 후 FWL 납부하는 고용주

- CB 기간에는 全 업종 모두 대상이었으나,

- CB 종료 후에는, CB 종료 후에도 사업장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

② FWL Rebate : CB 기간) 외국인 인당 4월 S$ 750, 5월 S$ 750

CB 종료 후)       인당 6월 S$ 750, 7월 S$ 375

③ FWL Waiver : CB 기간) 4월, 5월 모두 100% 납부 면제

CB 종료 후) 6월 100% 면제, 7월 50% 면제

④ 입금 방식 : PayNow Corporate Account 입금 or Cheque 발행

⑤ CB 종료 후 지원금은 신청 방법(신청 필요 여부 등) 및 입금 시기 미정

인당 매월 S$ 250 ~ 800 수준
CB 기간

(4월,5월)

CB 종료 후

(6월,7월)

지원 대상 全 업종

사업장

재개 불가인

경우만

FWL

Rebate

4월 S$ 750

5월 S$ 750

6월 S$ 750

7월 S$ 375

FWL

Waiver

4월 100%

5월 100%

6월 100%

7월 50%

신청 방법,

입금 시기

MOM

공지 참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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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도 Rebate

호텔 / 서비스 APT / MICE / 공항

페리 터미널 / 리테일샵 / 레스토랑

학교 / 기숙사 / 극장 / 병원 등

100%

MBS, RWS 內

상기 용도 Property
60%

사무실, 창고, 주유소 등 30%

Residential / Vacant Land,

Land under Redevelopment
0%

For most properties that are eligible for 100% property tax rebate,

this is equivalent to slightly more than one month’s rental (IRAS 발췌)

① 대상 : Non-residential Property Landlord

② Rebate 금액 : 20年 Property Tax의 30~100% (지역, 용도별)

③ 신청 방법 : Landlord 별도 신청 불필요 (Tenant는 적극 어필 要)

④ Tenant 지원 의무 : Rebate 전액, Tenant Rental 할인 필수

[참고]100% Rebate는 한 달 Rent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추정

1月 旣 납부 / 5月 Rebate 금액 통보 / 지급 시기 : 6月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Property Tax R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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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 : SME Tenant (단, Landlord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

② 지원 금액

- Commercial Property(Shop 등)는 한 달 렌트의 0.8배 수준

- Other non-residential Property(Office 등)는 0.64배 수준

③ 지급 시기 : 7월말부터 Landlord에게 지급

④ 신청 방법 : Tenant는 Landlord에게 적극 어필 要

⑤ Tenant 지원 의무 : Relief 전액, Tenant Rental 할인 필수

Rental Relief (Private)

Eligible SME : 19년 세금신고 기준 연매출 1억불 미만 & 3/25일 이전 렌트 개시

【 Rental 지원 정책 효과 총계 】

(*) MBS, RWS 內 Shop은 예외

세부사항은 6월말까지 IRAS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주체 정책 유형
Shop

지원금(*)

Office

지원금

정부가
지원

(확정)

Property
Tax Rebate

1.2 Mth 0.36 Mth

Rental
Relief

0.8 Mth 0.64 Mth

소 계 2 Mth 1 Mth

Landlord가 지원

(법제화 추진 中 - 미확정)
2 Mth 1 Mth

총 계 (IRAS 예상치) 4 Mth 2 Mth

6월內
확정
전망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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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Relie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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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Deferment

신고 항목 기존 기한 변경 기한

① 개인소득세 신고 4/18일 5/31일

② 1월말 법인 추정세액 신고 4/30일 6/30일

③ 2월말 법인 추정세액 신고 5/31일 6/30일

④ 1분기 GST 신고 4/30일 5/11일

⑤ 3월분 원천세 신고 4/15일 5/15일

⑥ IR21 Tax Clearance 4~5월 6/30일

납부 항목 기존 기한 변경 기한

① 개인소득세 납부 (별도 신청) -
3개월 유예

(GIRO 할부에도 적용)

② 법인세 납부 4/5/6월
7/8/9월

(3개월 유예)

【 Tax Filing Deferment 】 【 Tax Payment Deferment 】

[ 기타 참고 정보 ]

- YA2020 법인세 Rebate : 산출세액의 25% (S$ 15,000 한도)

- GST 인상 잠정 보류 : 현재 7% → 인상(案) 9%

내년까지 GST 인상 없이 7%를 유지 (2025년 내에는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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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Support

- 금융상품(대출, 보험, 개인/기업/담보/무담보 등) 및 금융기관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아래 MAS 및 ES의 링크를 참조

-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승인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장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임

https://www.mas.gov.sg/regulation/covid-19/supporting-individuals-and-businesses?#businesses☞ MAS (금융지원 전반)

☞ ES (SME 대출 지원) 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assistance/loans-and-insurance/loans-and-
insurance/enterprise-financing-scheme/sme-working-capital/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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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Secretary, 회계/세무자문, 회계감사, 비자 신청 등 토탈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