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 단위는 싱가포르달러(S$)이며, 1싱가포르달러는 100센트(cents)이다. 주화는 1, 5, 10, 20, 50센트 및 1싱가포르달러 등 6종이 있
고, 지폐는 2014년 7월 1만 싱가포르달러 지폐 발행을 중단한 후 2, 5, 10, 50, 100, 1,000싱가포르달러 등 6종이 있다.
복사 방지 기능과 내구성을 강화한 플라스틱 재질의 지폐와 종이지폐가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50싱가포르달러 이상은 종이지폐만 있다.
고액권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동전은 2013년 중반부터 새로 디자인된 동전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환전방법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Mone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내 은행 및 환전소에서 자유롭
게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은 은행이나 Money Changer를 이용하여 환전 가능하며 특별한 규제가 없다. 은행보다 Money Exchanger가
다소 환율이 높다.

또한, Brunei달러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Bruinei화폐 보유시 당황할 필요가 없다. 현지 사설 환전소의 경우 한국원화에서 싱가포
르달러로 바로 환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항, 호텔 등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피하는 게 좋다. 현지 사설 환전소는 raffles place 역의
the arcade 또는 차이나타운 등이 환율이 좋은 편이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되고 있으니 은행 또는
환전소를 통해 환전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등 해외 신용카드도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일부 상점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시만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경우, 아예 현찰만을 취급하는 하는 경우, 신용카드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 비상용 현지화를 항상 소지할 것을
추천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싱가포르의 지하철(Mass Rapid Transit, MRT) 시스템은 싱가포르 전역을 도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광범위한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 대
부분의 싱가포르 명소를 MRT 역에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다.

택시는 버스나 MRT로 갈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때 특히 유용하고 편리하다. 싱가포르에서 택시는 미터기로 요금이 계산되지만 언제 어
디에서 어떤 회사의 택시를 타느냐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출근길 교통 혼잡 시간(월~금요일 06:00~09:30)에는 미터 요금의 35%, 퇴근길 교통 혼잡 시간(매일 18:00~자정)에는 미터 요금의
50%, 심야 시간(매일 00:00~05:59)에는 50%의 할증 요금이 추가된다.

싱가포르 버스 시스템은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연결되며 버스를 이용하면 주변을 가장 경제적으로 둘러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
치를 즐길 수 있다.

버스
버스요금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0.75~1.75싱가포르달러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20~1.30싱가포르달러(한화 1150원)를 크게 넘지
않는다.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요금을 문의하면 된다. 단, 현금 승차 시 잔돈이
없을 경우 거슬러주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지인들은 일반적으로 ez-Link Card라는 선불카드(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음)를 사용하는데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저렴한 요금이 적
용된다. 최초 구입 시 가격은 12싱가포르달러(카드 가격 5달러+사용 가능액 7달러. 우체국에서는 사용금액이 충전되지 않은 공 카드도
판매함) 카드 반환 시 충전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택시
택시는 시내 곳곳에 있는 택시승하차장(Taxi Stand)이나 길거리에서 쉽게 잡을 수 있다.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에서는 길
거리에서 택시 잡는 것이 법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가까운 택시 승하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에는 택
시 잡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다. 저녁시간 혹은 우천 시에는 통화량 폭주로 콜택시 회사와 연결 자체가 어려운 경
우도 종종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통합 택시 콜서비스 앱을 이용해 예약을 하는 경우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기본 요금은 3.20~3.90싱가포르달러 수준이며 시간·거리 병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데, 예컨대 공항에서 택
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3~5싱가포르달러가 추가되며,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의 경우 5시부터 12시에는 3싱가포르달러가
추가된다. 특정 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 밤 12까지 및 오전 6시 반부터 9시 반에는 25%,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50%의 할증
요금이 추가된다. 또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은 변동한다. 현재 400m마다, 그리고 멈춰 있을 때는 45초마다 22센트씩 올라가고,
10km가 넘어가면 350m마다 22센트가 올라간다.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서는 6552-1111, 6552-2222 또는 6555-8888 등으로 전화해 현재 위치와 행선지를 말하고 나서 끊지 않고 기다
리면 택시 번호와 언제쯤 도착할지 알려주는 메시지가 나온다. 콜택시를 불러 이용하면 2.30~8.00싱가포르달러가 택시 요금에 추가되고
, 보통 콜택시는 전화 후 5~10분 내에 온다. 요금결제는 신용카드와 현지 전자지불시스템인 NETS로도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현금이 가
장 많이 사용된다. 신용카드 및 NETS 결제 시에는 30센트가 추가된다.

싱가포르 현지 차량공유서비스업체 Grab과 2019년 싱가포르에 진출한 인도네시아 차량공유서비스업체 Gojek이 이용 가능하다.
Uber는 싱가포르 진출 5년 후인 2018년에 Grab과 합병되었다.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사와의 대화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위치와 도착지를 정하고 현금 및 카드자동결제가 가능해 편리하다.

다. 통신

핸드폰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경제 중심지답게 통신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다. 싱가포르의 통신 서비스는 SingTel, Starhub, M1에서 제공하고 있
다. 싱가포르에는 3개의 위성 통신국이 있으며 해저 케이블, 국제 디지털 통신을 통해 국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 1998년 8월,
SINGTEL은 싱가포르의 첫 번째 위성인 ST-I(2억 4,000만 달러)를 발사했는데 이 위성은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방송과 통신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직접 국제 통화가 가능한 국가는 200개국 이상이다.

ㅇ 싱가포르 → 한국 국제전화 방법

001을 누른 다음, 한국 국가번호 82를 누르고 지역번호(제일 앞자리 수 0번 제외)를 누른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 001 +
82 + 2(서울 지역번호)+123-4567/ 001 + 82 + 10(이동통신 앞자리 번호) + 123-4567). 국제전화 코드로는 001 외에 008, 013,

018, 019 등이 있는데, 이는 사용하는 통신사별로 다르다.

편의점이나 소규모 잡화상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격의 카드가 있으나, 10~20싱가포르달러의 카드가 주로 판매
된다. 국내 전화카드는 우체국, 슈퍼마켓 등지에서 2, 5, 10, 20싱가포르달러 액면권 충전식 카드(Top-up Card)를 판매하고 있는데, 동
카드로 국제전화를 할 수도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통신 플랜을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싱가포르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7년 기준 유선 94.5%, 무선 191.7%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 스피드 측정기업인
Ookla의 Speedtest Global Index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유선 브로드밴드(fixed broadband) 인터넷 평균 속도는 181.47Mbps로 세계
1위, 모바일 인터넷 평균 속도는 52.84 Mbps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2018년 7월 기준)

라. 관광명소

ㅇ 오차드 로드(Orchard Road)
주소
명소소개

비고

오차드 MRT 437 Orchard Road, Singapore 238878
화려한 쇼핑몰이 밀집돼 있는 2~3km 길이의 쇼핑거리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펼쳐져 있는 싱가포
르의 대표적인 관광지
홈페이지: http://www.orchardroad.org/

ㅇ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주소

10 Bayfront Avenue, Singapore 018956

운영시간

마리나 베이 샌즈 쇼핑몰
일~목요일, 공휴일: 오전 10:30~오후 11:00
금,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오전 10:30~오후11:30

명소소개

카지노,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컨벤션센터로 이루어진 복합 리조트시설로 한국인들에게는 쌍용건설이 완
공해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완공되자마자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명품샵들뿐 아니라 호텔 옥상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 때문에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한 번쯤 묵고
싶어하는 명소

비고

홈페이지: https://www.marinabaysands.com/sands-skypark.html

ㅇ 센토사 섬(Sentosa Island)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39 Artillery Avenue, Singapore 099981
상시개방
없음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골프장, 해변가, 카지노,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지역

비고

홈페이지: https://www.sentosa.com.sg/
전화: +65 6736 8672
핫라인 운영시간: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이메일: guest_services@sentosa.com.sg

ㅇ 가든스바이더베이(Gardens by the Bay)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18 Marina Gardens Drive, Singapore 018953
야외 정원: 오전 5시~오전 2시
전화문의: 오전 9시~오후 9시
OCBC 스카이웨이: 오전 9시~오후 9시
없음
2012년 중반에 문을 연 대형 인공정원으로 간척지 위에 조성된 시설이다. 내부 식물원에는 세계 각국의 다
양한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및 정원 등의 휴식공간도 갖추고 있다. Marina Bay Sands에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연결돼 있다.
홈페이지: http://www.gardensbythebay.com.sg/en.html

ㅇ 클락키, 보트키(Clarke Quay &Boat Quay)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클락키: 3 River Valley Rd, Singapore 179024
상시개방
없음
싱가포르의 로맨틱 데이트 코스로 강을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음식점과 바를 볼 수 있으며, 중간 중간 보트
를 타고 강변을 따라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선착장이 있다.
보트키 홈페이지: http://www.boatquay.com.sg/
<자료원 : 싱가포르 관광청 >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뉴튼 푸드 센터(NEWTON FOOD CENTRE)
주소

500 Clemenceau Ave North

가격

5~15싱가포르달러

영업시간

오후 12시~오전 2시

소개

저렴하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로컬 푸드 코트

비고

MRT 뉴턴 역 B번 출구에서 도보 5분

ㅇ 라우 파삿(LAU PA SAT)
전화번호

+65 6220 2138

주소

18 Raffles Quay, Singapore 048582

가격

5~15싱가포르달러

소개

저렴하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로컬 푸드 코트와 야외 사떼 거리로 유명함

ㅇ 완 하오(WAN HAO)
전화번호

+65 6831 4605

주소

320 Orchard Rd, Singapore 238865

가격

30~50싱가포르달러

영업시간
소개

오후 12:00~3:00, 오후 6:30~10:30
중식당

ㅇ 맥스웰 로드 호커 센터(MAXWELL ROAD HAWKER CENTRE)
전화번호

+65 6225 5632

주소

1 Kadayanallur St., 069184

가격

5~15싱가포르달러

영업시간
소개

06:00~22:30(가게마다 다름)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푸드센터. 100여 개가 넘는 음식점이 들어서 있음.

ㅇ 점보 시푸드 레스토랑(JUMBO SEAFOOD&nbsp;RESTAURANT)
전화번호

+65 65323435

주소

30 Merchant Road

가격

50~90싱가포르달러

영업시간
소개

12:00~15:00(마지막 주문 14:15), 18:00~24:00(마지막 주문 23:15)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칠리 크랩 레스토랑

- 한국식당
ㅇ 서울 레스토랑(Seoul Restaurant )
전화번호
주소

+65 6338 8548
1 Cuscaden Road, #03-02 The Regent Hotel

30~40싱가포르달러
가격

영업시간
비고

오후 12:00~2:30, 오후 5:30~10:30
bbq@seoul.com.sg

ㅇ 본가(비보시티)(Bornga )
전화번호

+65 6376 8268

주소

1 HarbourFront Walk#02-12

가격

20~25싱가포르달러

영업시간

오전 11:30~오후 10:00

ㅇ 향토골(Hyangtogol)
전화번호

+65 6220 7160

주소

165 Tanjong Pagar Road

가격

20~25싱가포르달러

영업시간
비고

점심 11:30~3:00, 저녁 6:00~11:00
hyangtogol@hyangtogol.com

ㅇ 창(Chang )
전화번호

+65 6473-9005

주소

71 Loewen Road, #01-01

가격

10~40싱가포르달러

영업시간

오후 12:00~15:00, 18:00~22:00

ㅇ 안티킴(Auntie's Kim)
전화번호

+65 6274 3383

주소

460 Alexandra Rd, #02-21 Alexandra Retail Centre

가격

10~30싱가포르달러

영업시간

오전 11:30~오후15:00, 오후 17:30~22:00
<자료원 : 각 식당 공식 홈페이지 >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아마라 호텔 (AMARA HOTEL)
주소

165 Tanjong Pagar Road

전화번호

+65 6879 2555

홈페이지

https://singapore.amarahotels.com/

숙박료

소개

124~183싱가포르달러
아마라 싱가포르(AMARA SINGAPORE)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비즈니스 고객과 여행자에게 편리한 위
치를 제공하고 있다. 창이 국제공항과는 차량 이동 시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호텔 인근에는 MRT 역
과 차이나 타운이 자리하고 있어 싱가포르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즐길 수 있다.

ㅇ 칼튼 호텔 (CARLTON HOTEL)
주소

76 Bras Basah Road

전화번호

+65 6338 8333

홈페이지

https://www.carltonhotel.sg/

숙박료

소개

153~183싱가포르달러
비즈니스 호텔을 지향하는 칼튼 호텔 싱가포르(CARLTON HOTEL SINGAPORE)은 Marina Square 쇼핑
몰과 산책길이 있는 문화 예술 센터, Shenton Way, Suntec Singapore, 선상 극장이 있는 지역에서 싱가
포르에서 가장 바쁜 금융가와 컨벤션 센터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에 싱
가포르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인 Chijmes, Singapore Art Museum, the Esplanade, Merlion Park,
National Museum, Little India, Sultan Mosque, Boat Quay and Clarke Quay가 있다.

ㅇ 푸라마 리버프론트 호텔 (FURAMA RIVERFRONT)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소개

- 게스트하우스
ㅇ ()

405 Havelock Road
+65 6333 8898
109~183싱가포르달러
푸라마 시티 센터(FURAMA CITY CENTRE)는 편안하고 고급스런 4성급 호텔로 차이나타운의 중심부와 싱
가포르의 가장 번화한 상점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생생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싱가포르의 어느 곳이든
접근이 편리하다. 현대 금융 지구는 도보로 약 5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며 공항은 자동차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없음)
싱가포르는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고 경찰력이 강해 치안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강도, 폭
력 사건이 종종 발생하므로 외곽 지대나 심야시간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해 강도 높은 검역을 실시했다. 2018년에 확진된 뎅기열 감염 환자가 총 3,285명으로 2017년
2,772명에서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2019년도에도 뎅기열 환자가 급증 해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외출 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모기퇴치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병
원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구급차 (995번)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999)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 머무르며, 사건 상황에 대한 사진을 찍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가까운 교
통경찰당국에 신고한다. 위험 표지판을 최소 50m 후방에 설치해야 하며,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차량의 번호판과 주변 환경을 찍고, 사고 시
간과 장소를 기록한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사고에 관련된 상대방과 이름, IC번호, 전화번호, 주소, 상대 측 보험 내
용등의 상호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보고 해야 한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민사책임이 따르나, 보험에 가입
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
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ㅇ 경찰 보고
-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아래 경찰청 웹사이트로 가서 Singpass로 로그인하여 보고할 수 있다.
- 경찰청 웹사이트 https://eservices.police.gov.sg/content/policehubhome/homepage/police-report.html

ㅇ 보험 처리
- 사고가 단순 접촉 사고로 보험료 보다 작은 금액의 미미한 수준이면 상호 정보 교환 후 합의를 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지만, 싱가포르는 수리비가 한국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ㅇ 사고 후 유의할 점
- 사고 후 후유증의 느껴지거나 메스꺼움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다친 경우에는 꾸준히 병원을 가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2) 여권 분실

싱가포르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싱가포르 이민국과 경찰서에 아래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한다.

① 싱가포르에서 여권 분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분실 신고를 한다.
②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 혹은 기타 정부 기관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혹은 신분이 증명될 수 있는 서류 발급 신청을 한다.

ㅇ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47 Scotts Road #08-00 Gold bell Tower Singapore 228233
- 전화번호: +65 6256-1188 / +65 9654-3528(업무시간 외 사건사고로 인한 긴급민원)
- Website : http://sgp.mofat.go.kr

③ 대사관으로부터 새로운 / 임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싱가포르 이민국에 싱가포르 체류 관련 신고를 한다.
ㅇ 장소 : Visitor Services Centre, 4th floor of the Immigration Checkpoints Authority (ICA) Building

④ 아래의 서류들 가지고 이민국에 신고한다.
- A copy of the police report (경찰에서 작성한 분실 신고서)
- Your temporary/replaced travel document (if this is not available, you are required to provide any documentary proof of
your identity such as copies of your identity card or travel document)(임시 / 재발급된 여권 또는 신분 증명서)
- Any documentary proof of your legal entry into Singapore (boarding pass, air ticket, etc) : 싱가포르 체류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항공권)
- Confirmed return air ticket (한국으로 돌아갈 날짜가 명시된 항공권)

⑤ 이민국에서 싱가포르 체류 허가가 확인될 경우 새로 / 임시로 발급된 여권 또는 증명서에 체류 비자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싱가폴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ica.gov.sg/index.aspx

3) 응급 전화번호

ㅇ 경찰: 긴급전화 999, Hot Line : 1800-255 0000
ㅇ 화재 및 의료지원: 응급구급차 995, 비응급구급차 1777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