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인력부(MOM)은 9.12.(목)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분석보고서
를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일간지 분석기사도 포함)
1.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전체요약)
o

최근

통상산업부(MTI)가

2019년

GDP

성장을

당초“1.5~2.5%”에서

“0~1%”로 하향조정할 정도의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19년 상반기 총고
용(가사도우미 제외)은 16,900명 증가.
- 경기불황에도 해고율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신규채용
에 다소 신중을 기하며 임시적인 조치로 인건비를 절감 중임.
- 외국인 고용이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 국민들의 실업률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채용가능 일자리수(job vacancy)가 줄면서, 현지 노동시장은 다
소 경색됨.
2. 고용 추세
(1) 현지인 (싱가포르 국적자 및 영주권자) 고용
o 자국민 고용은 상반기 5,300명 증가하였고, 영주권자의 장기 실업률은 계
속 비슷한 추세(0.7%)이나, 실업률은 소폭 상승(금년 3월 3.0% -> 6월 기
준 3.1%).
- 주요 증가 분야 : 지역서비스(community), 사회 & 개인서비스(social &
personal services),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 정보통신
- 실업률 소폭 상승 대비 현재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수(number of job
vacancy)는 다소 감소하여 노동시장은 다소 경색된 상태임.
(2) 외국인 고용 (가사도우미 제외)
o 외국인 고용 증가율은 19년 상반기동안 11,600명 증가하여 3년 만에 처
음으로 국내고용 증가를 앞지름.

- 주요 증가 분야 : 서비스, 건설 분야
- 외국인 고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특정 서비스(정보통신, 간호 등) 분
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현지인 인력의 부족(OCBC 은행 이코노미스트),
현지인력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저숙련 일자리에 대해서 외국인을 선호한
것(DBS)라는 분석이 있음.
- 비자 유형별로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Employment Pass는 3,200명
증가하였고, Work Permit 등 기타 고용비자가 6,200명 증가.
3. 인원 감축 및 구직가능 일자리 수
(1) 인원 감축 및 해고(retrenchment)는 낮게 지속
o 금년 상반기에는 5,550명의 인원 감축 (전년 동기 5,350명 감축)하였는데,
이는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이 인원감축의 가장 큰 요인.
- 기업들은 인건비 관리를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임시적인 조치(근무
시간 단축, 임시 해고 등)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제조
업 분야의 생산직에서 나타남.
- 실업 후 6개월 내 재취업률은 약 6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4
년 간 가장 낮은 수준.
(2) 채용 가능 일자리(number of job vacancy)
o 지난 3월 57,100개에서 19.6월 47,700개로 감소하며, 실업자 대비 구직
가능 일자리 비율은 0.94로 낮아짐 -> 구직자보다 채용가능 일자리 수가
적은 상황.
4. 주요 산업 섹터별 분석 및 전망
(1) 제조업

o 제조업 고용은 4,700명 감소하여 전년 동기(3,900명 증가)대비 크게 감소
하였는데, 전자, 정밀 제조업 분야는 세계적 반도체 수요 전망악화로 인해
당분간 채용이 저조 전망인 반면, 항공우주, 식음료 분야에서는 확고한 수
요를 바탕으로 채용 증가 예상
(2) 건설업
o 최근 3년간 건설물량 감소 추세에서 회복추세로 전환되는 등 건설 활동의
증가로 인해 작년의 감소추세에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3) 서비스업
o 서비스업은 올 상반기 19,000개 일자리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17,100개
증가)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임. 전년 하반기(30,800개)보다는 낮으나
하반기는 연말특수 임시 고용 숫자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증가 분야 : 지역서비스, 사회 & 개인서비스, 전문서비스, 금융&보
험 분야, 정보통신분야에서 고루 증가하면서, 숙박, 소매업, 도매업 분야
에서의 감소를 만회함.
- 기업 IT솔루션, 지불결제서비스, 의료서비스 운영 확대에 힘입어 국외기
반(outward-oriented)과

국내기반(domestic-oriented)부문

고용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모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