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서 IV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싱가포르  

 

 

1. 다음은 제9.5조(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싱

가포르의 약속을 규정한다. 이 양허표와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은 아래에 규정된 자연

인의 범주에서만, 당사자의 자연인이 싱가포르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는 것에 대한 싱가포르

의 약속 전체를 구성한다.  

 

2. 이 양허표에 규정된 자연인의 범주에 대하여, 싱가포르는 당사자의 자연인이 싱가포

르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조건, 제한 또는 자격을 아래에 명시한다.  

 

3. 싱가포르는, 이러한 약속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 영역에서 당사자의 자

연인의 주재를 통한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을 유

지한다.  

 

4. 다른 당사자들의 양허표는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따른 싱가포르의 약속이나 

의무를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5. 아래에 규정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내국민 대우와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

는 약속 안함을 유지한다.  

 

다음의 범주로 한정하는 입국 체류 기간 

기업 내 전근자 

기업 내 전근자는 아래에 정의된 대로, 싱가포르

에 설립된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피고용

인이고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그들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를 지칭함.  

 

(a) 관리자: 

조직에서 그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나 하위

 

이러한 기업 내 전근자의 입국은 3년으로 

제한되며 이는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추가로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다음의 범주로 한정하는 입국 체류 기간 

부서를 주로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및 통

제하며, 고용 및 해고 또는 고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승진 또는 휴가 승

인)를 권고하는 권한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감독을 받

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일선 감독

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음. 

 

(b) 임원: 

조직에서 조직 경영을 주로 지휘하고, 의사

결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하며, 그 기

업의 고위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

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자연인. 임

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을 것임.  

 

(c) 전문가: 

조직에서 고도의 전문적 수준의 지식을 보유

하고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

인. 전문가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의 일원

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의 하위분야로 한정함. 

 

 회계/감사 서비스(CPC 862**) 

 그 밖의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세무 

서비스(CPC 863**) 

 건축 서비스(CPC 8671) 

 조경 서비스(CPC 86742**) 

 의료 서비스, 구체적으로 일반 의료 서비

스(CPC 93121) 및 전문 의료 서비스

(CPC 93122) 

 치과 서비스(CPC 93123) 

 수의료 서비스(CPC 932)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엔지니

어링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a) 토목공학 서비스 

b) 생산공학 서비스 

c) 기계공학 서비스 

d) 전기공학 서비스 

e) 전자공학 서비스 

f) 항공공학 서비스 

g) 해양공학 서비스 

h) 조선공학 서비스  

i) 산업공학 서비스 

j) 화학공학 서비스 



다음의 범주로 한정하는 입국 체류 기간 

 생명공학 서비스(CPC 851**) 

 경제 및 행동 연구(CPC 852**) 

 교육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프로젝트를 

위한 학제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CPC 

853**)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한 거주 및 비거

주 재산 관리 서비스(CPC 82201, 

82202) 

 선박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103) 

 광고 서비스(CPC 8711, 8712, 8719) 

 상업적 시장 조사(CPC 86401) 

 사무실 관리 및 행정 서비스를 포함한 경

영 자문 서비스(CPC 865**) 

 홍보 자문 서비스(CPC 865**) 

 광고 자문 서비스(CPC 865**) 

 정보 기술 자문 서비스(CPC 865**) 

 빌딩 청소 서비스를 포함한 빌딩 및 시설 

관리 서비스 (CPC 865**)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CPC 866) 

 자동차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유전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관련 전문, 자문, 컨설팅 서비스

(CPC 881**, CPC 882** 및 CPC 

883**, CPC 5115**) 

 국제회의 서비스 및 전시회 관리 서비스

(CPC 87909**)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알람 모니터링 서비스 (CPC 87303) 

 장비의 정비 및 수리(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CPC 

633, CPC 8861-8866 **) 

 빌딩 청소 서비스(CPC 874) 

 사진 서비스(CPC 875) 

 포장 서비스(CPC 876) 

 산업 연구 

 상업적 시장 조사 

 건축을 제외한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편지 및 엽서를 제외한 문서 및 소포에 대

한 쿠리어 서비스 

 호텔 숙박 서비스(CPC 64110)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CPC 

64210, CPC 64230) 

 여행알선대행 서비스(CPC 7471) 

 관광객 안내 서비스(CPC 7472) 

 도서관 서비스(CPC 96311) 

 건설 서비스 

a)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2) 

b) 토목 관련 일반 건설업(CPC 513) 



다음의 범주로 한정하는 입국 체류 기간 

c) 설치 및 조립 작업(CPC 514, CPC 

516)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CPC 517) 

e) 기타(CPC 511, CPC 515, CPC 

518); 

 의약품, 의료 상품 및 화장품을 제외한 위

탁 중개인 서비스(CPC 621, 단 CPC 

62117 제외) 

 의약품, 의료 상품, 외과용 및 정형외과용 

기구를 제외한 도매 서비스(CPC 622 **) 

 프랜차이징(CPC 8929**)  

 성인 교육 서비스(달리 분류되지 않은 

CPC 924) 

 어학 과정을 포함한 단기 연수(CPC 

92900**);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CPC 9404) 

 소음 저감 서비스(CPC 9405) 

 연극, 라이브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를 포

함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 

 도박 및 베팅 서비스를 제외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CPC 964**) 

 세탁 및 염색 서비스(CPC 9701) 

 이발 및 그 밖의 미용 서비스(CPC 9702) 

 묘지 관리 서비스, 분묘 및 묘소 관리 서비

스를 제외한 장례, 화장 및 장의 서비스

(CPC 97030**) 

 기본 통신 서비스(설비 기반): 

a) 음성, 데이터 및 팩시밀리, 텔렉스 및 

전신 서비스를 포함한 공중 교환 서비

스(국내 및 국제) 

b) 전용 회선 서비스(국내 및 국제) 

 이동 통신 서비스: 

a) 공중 이동 데이터 서비스(PMDS) 

b) 공중 주파수 공용 서비스(PTRS) 

c) 공중 무선 호출 서비스(PRPS) 

d)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 

(PCMTS) 

 재판매 기반:  

a) 공중 교환 서비스(국내 및 국제) (공

중 교환망에 연결된 전용 회선의 사용

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전용 회선 서비스(국내 및 국제) (공

중 교환망과 연결 없음) 

c)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 

d) 공중 무선 호출 서비스 

 부가가치망(VAN) 서비스 

적용 대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전자 메일 

- 음성 메일 

-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다음의 범주로 한정하는 입국 체류 기간 

- 전자적 데이터 교환 

- 온라인 정보 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청각 서비스 

a) 적용 대상 서비스는 다음의 제작, 배

급 및 공공 전시를 포함함: 

- 영화 

- 영상 기록 

-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한 음성 기록(CPC 9611,  

CPC9612) 

-                                                                           

b) 모든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와 방송 

관련 자료는 제외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공중파 방송 

- 케이블 및 유료 - 텔레비전 

- 위성을 통한 직접 방송 

- 텔레텍스트 

 라디오 및 텔레비전(CPC 96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CPC 

7524) 

 컴퓨터 서비스: 

적용 대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통합 서비스 

- 데이터 프로세싱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통신 관련 서비스는 제외됨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00) 

 컴퓨터 정비 및 수리 서비스 

(CPC 8450**) 

 사립병원 및 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제248

장, 1999년 개정)에 의하여 정의된, 상업

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급성질환 치료 병

원, 요양원 및 요양병원(CPC 931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어린이 관련 지도 및 

상담 서비스(CPC 93322) 

 해상운송 서비스: 연안운송은 제외한 화물 

운송(CPC 7212)만 해당됨.  

 해상 부수 서비스: 

- 해운 대리 서비스 

- 해상 부수 서비스 

- 해운 중개 서비스 

 싱가포르 기함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서비

스를 제외한 선급협회 

 주차 서비스(CPC 74430)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서비스(CPC 88**) 

 보험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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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금, 장애소득,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서비스를 포함하는 생명보험 서비스 

b) 장애소득,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그리

고 신원보증보험,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유사한 보증보험을 포함한 손해 

보험 서비스 

c) 중개 및 대리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 

중개 

d) 보험계리, 손해사정, 공동해손사정 및 

자문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 부수 서비

스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

성 자금의 인수 

b)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

의 여신 

c) 금융리스 

d)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 수표, 

그리고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지급 및 

송금 서비스  

e) 보증 및 약정 

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

래하는 것:  

-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

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외환 

- 금융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는 파

생상품  

-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을 포함하

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양도성 증권  

-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g)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

는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

공 

h) 자금 중개업 

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

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기금 운용, 보

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 

j) 증권, 파생 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

을 포함하는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

산 서비스 

k)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

오 조사 및 자문, 인수 및 기업구조조



다음의 범주로 한정하는 입국 체류 기간 

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는 자

문 및 그 밖의 금융 부수 서비스  

l) 그 밖의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금융 데이터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