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한 가이드북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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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역동적인 사업 환경은 비즈니스맨들이 출장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유익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 관광지와 쇼핑, 먹거리, 신나는 레저는 물론 다양한 

산업군을 체험하는 비즈니스 투어까지. 그 어디서도 만나지 못한 특별한 경험들을 

언제 어디서나 만끽할 수 있는 곳,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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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작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이 책의 저작권은 싱가포르관광청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든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관광청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이 가이드북의 모든 정보가 정확하도록 엄선된 정보만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제작, 

인쇄 기간 동안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싱가포르관광청은 이 안내 책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손실, 상해, 불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싱가포르 여행 정보와 함께 여행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관광청

블로그 yoursingaporeblog.com

페이스북 facebook.com/YourSingaporeKR

홈페이지 yoursingap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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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출장이 잡혔다. 물론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어낼 것이다. 업무를 마치면 동료들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싱가포르를 둘러보는 여유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가 고민이다. 어디부터 

가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즐기고 맛봐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책은 그런 당신을 위해 마련됐다. 며칠 동안의 짧은 

일정에서 싱가포르 비즈니스, 여행, 쇼핑의 중심지를 알차게 둘러볼 수 있도록 5개 주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꾹꾹 눌러 

담았다. 부디 싱가포르에서 모든 것을 만끽하고 떠나길 바란다.

Singapore overview
싱가포르 정보

경찰 999 응급구조 995

여행지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응급상황은 

분실과 도난이다. 분실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동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면 되지만, 

쇼핑몰이나 지하철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도난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단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도난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신청하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분실내역이나 피해금액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자.

Tanglin Police Division(오차드 로드 근처)

주소  21 Kampong Java Road

전화번호  +65-1800-391-0000

Bedok Police Division(창이 공항 근처)

주소  30 Bedok North Road

전화번호  +65-1800-244-9999

Clementi Police Division

(뎀시 힐, 홀랜드 빌리지 근처)

주소  20 Clementi Avenue 5

전화번호  +65-1800-774-0000

비상 연락망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달러(SGD 또는 S$)를 

사용한다. SGD1은 약 840원이다(2016년 1월 

기준). 공항과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호텔과 

쇼핑몰에 환전소가 있다. 사설 환전소가 은행보다 

저렴한 환율을 제시한다. 사설 환전소의 경우 

SGD500 이상의 큰 금액은 환율을 흥정하는 

것도 가능. ATM은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지만, 간혹 SGD2 정도의 

수수료를 떼기도 한다.

환전 

여행 중에 한국 대사관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여권 분실 때문이다. 대사관에 가기 전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와 분실증명서를 먼저 발부받아야 

한다. 귀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사진(2장)도 찍어가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하며, 수수료는 1년 

단수여권은 SGD21, 여행증명서는 SGD10이다.

업무시간 월~금 09:00~12:30, 14:00~17:00

주소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

전화번호 +65-6256-1188 

홈페이지 sgp.mofa.go.kr

여권을 분실했다면 항공권 예매 및 

출국 스케줄도 변경할 일이 생긴다. 

경찰서와 대사관에 들러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면 

항공사에도 연락해 스케줄을 확인하자.

대한항공  +65-6542-0623 

아시아나항공  +65-6542-9636(6225-3866)

싱가포르항공  +65-6223-8888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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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날씨는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이 

그대로 드러난다. 연중 무덥고 습기가 많은 열대성 

기후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 11월부터 1월, 

6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자주 오는 몬순 시기다. 

일기예보를 보면 매일 비로 표시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한다. 연평균 최고 

기온은 31도, 최저 기온은 24도다.

싱가포르는 덥지만 긴팔 옷을 꼭 챙겨야 

한다. 동남아의 뜨거운 날씨에 섬나라의 

습한 기운이 더해져 외부에서는 10분도 안되어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다. 하지만 건물에 

들어가거나 택시를 타면 빵빵한 에어컨 바람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 극심한 실내외 온도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면 소재의 얇은 재킷 

하나쯤은 가방에 넣어 다니자.

비가 자주 와도 선크림은 필수다. 

싱가포르의 햇볕은 우리나라의 한여름 

태양만큼 뜨겁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었다고 

선크림을 안 바르면,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갈 

때쯤 벌겋게 익은 얼굴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날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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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하면 제2터미널이나 제3터미널에 내리게 된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다. 입국장에 들어가 ‘Arrival’이나 ‘Baggage Claim’ 사인을 따라가면 1층에 도착하게 된다. 

싱가포르는 별다른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입국 심사 시에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심사대를 통과하면 몇 개의 매장이 모인 자그마한 면세점에 이어 ‘Baggage Claim’이 있으므로 전광판에 

안내된 항공기 번호를 확인하고 짐을 찾으면 된다. 세관 통과 시 신고할 물건이 없다면, 바닥에 그려진 

녹색선을 따라 수속을 밟고 나서면 바로 택시 승차장과 연결된다.

싱가포르 공항은 여느 공항과 다르게 입국신고서를 까다롭게 체크한다. 호텔 이름 및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하라며 줄 뒤로 돌려보내니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자. 

일정이 맞지 않아 공항에서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공항 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해보자. 

제1터미널에는 루프톱 수영장이 있고,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풋 & 캐프 마사지 스테이션’은 공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난초정원, 해바라기정원, 잉어연못 등 다양한 볼거리도 존재한다.

싱가포르는 Wi-Fi가 비교적 잘 지원되는 국가이다. 만약 데이터 로밍을 안했다면, Wi-Fi가 

안되는 지역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미리 스마트폰에 지도앱을 받아두자. ‘SPLENDID 

SINGAPORE’ ‘트립 어드바이저’ ‘싱가포르 지도’ ‘싱가포르 관광 안내’ ‘Show Near By(병원, 카페, ATM 

정보)’ 등이 편리하다.

공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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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GMT/UTC보다 8시간 빠르고, 

한국보다 1시간 늦다(한국이 오후 4시일 때 

싱가포르는 오후 3시).  

시차 

싱가포르, 이것만은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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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켓(etiquette)’은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와 관습으로 굳어진 일종의 ‘약속’이다. 그래서 서로 다름은 있지만, 틀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노력은 비즈니스적인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한결 편안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 열쇠라고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악수할 때 팔을 받치거나 명함을 줄 때 두 손으로 주는 등의 일반적인 글로벌 에티켓이 아닌, 싱가포르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철두철미한 ‘맞춤 에티켓’이 필요한 때다. 싱가포르에서 20년 넘게 거주 중인 50대 한국인 직장인에게 듣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꿀팁’을 공개한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에티켓

싱가포르의 영어, 

싱글리쉬(Singlish)

●  촙(Chope)  자리 잡기 (호커 센터나 푸드 

코트에서 주로 쓰이는데, 티슈/우산/기타 

작은 물품 등을 올려 놓는다) 

      예: “Let’s chope a seat so we can go 

order our food.”

●  케나(Kena)  ‘~로부터 고통을 받다’ 

      예: “I Kena scolded by my boss for not 

finishing my work.”

●  라(Lah)  대표적인 싱글리쉬 

감탄사(실제적인 의미는 없음). 

       예: “Okay lah”, “because I’m hungry 

lah.”

●  리아오(Liao)  이미, 벌써 

      예: “I’ve finished all my meetings for 

today liao.”

●  시옥(Shiok)  만족이나 즐거움을 나타냄 

예: “This chilli crab is so shiok!”

●  타 파오(Ta pau)  포장해서 테이크 아웃 

할 때 사용 

      예: “Can I ta pau a packet of 

noodles?”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운 공존,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중국계(74%), 말레이계(14%) 

그리고 인도계(9%)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인 국가이다. 과거 일부 인종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지만 오늘날 싱가포르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화라는 풍토 아래 온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각 문화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의식 속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민족과 상관없이 

모두가 ‘싱가포르인’이라는 인식을 

첫 번째로 둔다. 물론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각국의 문화 역시 그 다음으로 

존중하고 있다.  

4 / Singapore tour

1. 첫 만남, 인사는 목례가 아닌 악수로!

한국식 목례가 인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고개 숙여 

인사하기보다 먼저 정중히 손을 

내밀도록 하자.

2. 미팅은 되도록 일과 시간에, 금요일 

오후 4시 이후는 가급적 피할 것!

한국에서처럼 어느 때건 찾아가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조건 사전 

약속된 시간에 맞춰야만 미팅이 

가능함을 명심하자. 

4. 회의는 짧고 굵게!

회의에 앞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인사치레를 하는 시간은 무의미하다. 

회의는 무조건 한 시간 이내로 

하는 편이 좋다.

8. 식사 자리에선 지켜야 할 것이 

정~말 많다!

한국에서처럼 술을 강권하거나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무지한 메뉴 선정은 큰 실수.  

• 모임의 호스트가 메뉴를 주문하도록 하자.

• 중국계 인사와의 식사에서 젓가락이나 

식기류를 받침에 잘 정리해 두는 것은 충분히 

배부르니 식사를 그만하겠다는 사인이다.

• 인도계 인사의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손 씻는 물이 제공될 것이다. 

식수로 착각하면 안된다.

• 말레이계 및 인도계는 식사에서 그들의 

손을 이용하기도 한다. 다만 왼손으로 직접 

먹어선 안된다. 포크 사용 정도는 괜찮다.

• 자신의 남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자.

• 처음 나오는 음식과 음료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실례다. 접시 위에 숟가락과 포크를 두는 

것으로 그만하겠다는 사인을 주자.

• 인도계와의 식사를 마친 후, 한 시간 정도의 

담화시간은 기본이다.

6. 점심은 격식을 차려야, 

저녁은 캐주얼해도 좋다!

점심과 저녁 약속 모두 나쁘진 않다. 

다만 점심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 

즉 비즈니스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된다. 

7. 연중 더운 날씨 덕분에 옷차림은 조금 

덜 격식을 차려도 된다!

남자는 양복하의에 셔츠면 충분하며, 

여자는 심한 노출만 조심하면 된다. 

단, 실내 냉방이 강한 편이므로 

얇은 카디건 하나쯤은 준비해두자.

5. 서두르지 말자!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세계 어딜 가도 

환영받기 힘들다. 특히 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허투루 일을 진행하는 

것이 없다. 꼼꼼한 검토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3. 선물은  신중하게!

중국계 인사에게 가위나 손수건, 탁상시계 

등은 금물. 장례식을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 공무원에게는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주지 않는 편이 좋다. 청탁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 선물을 전해 준 사람 바로 앞에서 내용물을 

확인하진 말자.

tip 
1

tip 
2

Singapore BuSineSS etiquette

싱가포르 거주 20년차 직장인이 알려주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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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일번지, 행정의 중심

시티 홀 인근은 싱가포르의 발상지로 역사 깊은 콜로니얼풍의 건축물과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싱가포르의 역사·문화가 녹아 있는 심장부로 곳곳에 문화유산과  박물관, 미술관이 산재해 있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비즈니스와 행정 업무의 중심지이며, 고층 빌딩과 MRT역이 연계된 편리한 교통 

덕분에 대형 쇼핑몰도 몰려 있다. 급속한 개발과 눈부신 발전의 상징인 고층 빌딩과 과거의 역사가 녹아있는 건축물들의 

콜라보레이션은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양면성을 선사한다. 

시티 홀 

시티 홀 인근 호텔 목록
➊  Somerset Bencoolen Singapore

 51 Bencoolen St

➋ Strand Hotel  25 Bencoolen St

➌ Oxford Hotel  218 Queen St

➍ Hotel Royal @ Queens  12 Queen St 

➎  Hotel Grand Pacific  101 Victoria St

➏  Carlton Hotel Singapore  76 Bras Basah 

Rd 

➐ Raffles Hotel  1 Beach Rd

➑ Fairmont Singapore  80 Bras Basah Rd

➒ Swissotel The Stamford  2 Stamford Rd

➓ The Patina  15 Stamford Rd

 Grand Park City Hall  10 Coleman St

 Peninsula Excelsior Hotel  5 Coleman St

 Hotel Fort Canning  11 Canning Walk

싱가포르에서 즐기는 지구촌 요리

에퀴녹스 (Equinox) 

싱가포르 도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 세미 뷔페 스타일의 런치와 가벼운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오후의 하이 티가 인기.

운영 12:00~14:30, 15:30~17:00, 18:30~22:30

주소 2 Stamford Road, Swissotel The Stamford  

레이 가든 (Lei Garden) 

유명한 중식당이 많은 싱가포르에서도 최고의 

광둥요리를 자랑하는 곳. 고급요리인 로스트 

덕부터 가벼운 식사로 즐기는 딤섬도 인기다.

운영 11:30~15:30, 18:00~22:30

주소 # 1-24, 30 Victoria Street 

피자리아 자르디노 (Pizzeria Giardino) 

야외 테라스에서 즐기는 피자와 파스타 그리고 

맥주. 차임스 내에 유일한 이탈리안 식당이다. 

밤이 되면 더 아름답다.

운영 16:00~23:00

주소 # 1-30, 30 Victoria Street

사브어 (Saveur)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렌치 

요리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소문난 곳이다.

운영 12:00~14:30, 18:00~21:30

주소 # 01-04, 5 Purvis Street 

더 살롱 (The Salon) 

싱그러운 포트 캐닝 공원을 산책한 후 들르기 좋은 

먹거리

차임스 (Chijmes) 

1850년대 세워진 고딕 양식의 건축물. 

현재는 유명 레스토랑과 펍, 바가 모여 식도락과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저녁 

운영 08:00~03:00

주소 30 Victoria Street

굿 셰퍼드 성당

(Cathedral of the Good Shepherd)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오전 

운영 07:00~18:00

주소 A Queen Street 

세인트 앤드루스 성당

(St.Andrew’s Cathedral) 

영국 성공회 소속의 성당인 세인트 앤드루스 

성당은 도심 빌딩 숲 가운데 푸른 잔디밭을 품은 

새하얀 건물로, 고풍스러움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최고로 손꼽힌다.  오전 

운영 07:00~18:00

주소 11 Saint Andrew’s Road 

볼거리 Best Time   오전    오후    저녁 

6 / Singapore tour

포트 캐닝 공원 (Fort Canning Park) 

영국군 막사로, 전시에는 요새로 사용된 포트 

캐닝. 현재는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도심 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싱가포르 피나코테크 드 파리 

미술관이 얼마 전 오픈했다.  오후 

주소 River Valley Road

싱가포르 우표박물관 

(Singapore Philatelic Museum)

1995년에 문을 연 동남아 최초의 우표박물관. 

식민지 시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국적이다.  오후 

운영 10:00~19:00

주소 23-B Coleman Street

래플스 호텔 (Raffles Hotel) 

단순한 호텔이 아닌, 문화유산이기도 한 래플스 

호텔은 싱가포르 대표 칵테일 슬링과 애프터 눈 

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명소다.   저녁 

운영 11:00~24:30(Long Bar)

주소 1 Beach Road

래플스경 상륙지 (Raffles Landing Site) 

래플스경이 상륙한 지역을 기념하는 공원, 

당당한 모습으로 팔짱을 낀 그의 동상 너머로 

스카이라인이 멋진 배경을 이룬다.  저녁 

주소 Downtown Core

➊

   세인트 앤드루스 성당  

굿 셰퍼드 성당

차임스

세인트 앤드루스 성당

포트 캐닝 공원

싱가포르 우표박물관

래플스경 상륙지

레이 가든

피자리아 자르디노

사브어

더 살롱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의 레스토랑

건더스

부기스 정션

➋

➑

➌

➓

➍

➐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싱가포르 아트뮤지엄

피나코테크 드 파리

팀버 앳 더 아트 하우스

롱 바

에퀴녹스

잔

래플스 시티 쇼핑센터

뉴 아시아 바

브로자이트

City Hall  

➎

➏

�



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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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of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박물관으로 1949년 개관했다. 

래플스경 상륙, 영·일본 식민지 

시대, 독립과 발전 과정 등 

싱가포르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곳이다. 역사관 

및 생활관에서는 3차원으로 

재구성한 20개의 축소 모형과 

최신 멀티미디어 기술로 재현해 

낸 역사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50여 년에 걸쳐 수집한 

진귀한 보석과 페라나칸의 생활과 

전통, 그들의 문화와 관련된 자료도 

감상할 수 있다. 2층의 싱가포르 

리빙 갤러리는 오후 6시와 8시에 

무료로 개방된다.

운영 10:00~19:00

주소 93 Stamford Road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National Gallery Singapore) 

2015년은 싱가포르가 영국에서 

독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국경일인 8월 9일을 맞이하여 

도심부 시티 홀 일원에서는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다. 행사가 

열렸던 시청사는 20세기 초 영국 

강점기의 랜드마크였다. 그 옆에는 

돔 지붕의 대법원이 나란히 서 

있다. 행사를 마친 후 두 건물은 

대변신의 위용을 드러냈다. 고난의 

역사를 품은 두 건물이 하나로 

합쳐져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국립미술관은 건물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던 판사석과 증인석, 

피고인석이 그대로 있는 법정도 

전시관으로 사용한다. 이 공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남아시아의 

현대 미술품(8,000여 점)을 소장 및 

전시 중이다.

운영 10:00~19:00(금·토 ~22:00)

주소 1 Saint Andrew’s Road 

싱가포르 아트뮤지엄

(Singapore Art Museum) 

보통 ‘SAM’이라 불리는 싱가포르 

아트뮤지엄은 컨템포러리 

아트(Contemporary Art)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모던 아트 

중심의 미술관이다. 시티 홀과 

국립도서관, 세계 최대 크기의 

아케이드인 부기스 정션 인근에 

있어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SAM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고전적인 

외관이다. 1987년까지 미션스쿨로 

쓰이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첨단의 초고층 빌딩 

한가운데 있는 SAM 자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운영 10:00~19:00(금요일 ~21:00)

주소 71 Bras Basah Road 

싱가포르 피나코테크 드 파리

(Singapore Pinacothèque de Paris)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립미술관 피나코테크 

드 파리가 아시아 최초로 지난해 

5월 싱가포르에 문을 열었다. 

예술사학자 마크 레스텔리니(Marc 

Restellini)에 의해 창설된 싱가포르 

피나코테크 드 파리는 특별 

기획전과 서양 미술 걸작의 영구적 

컬렉션인 상설 전시 등 3개의 

테마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특별전시관에는 ‘PRESSIONISM: 

GRAFFITI MASTERPIECES ON 

CANVAS’가 오는 6월 말까지 

전시되며, 상설전시관에서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클로드 모네(Oscar-

Claude Monet), 잭슨 폴락(Jackson 

Pollock), 섕 수틴(Chaim Soutine)의 

작품 등 희귀 명작 40~50점을 

선보인다. 

운영 10:00~18:00

주소 5 Cox Terrace, Fort Canning 

Park

쇼핑
브런치 레스토랑. 통유리로 된 한 쪽 벽면으로 

보이는 공원의 푸름이 좋다.

운영 07:00~23:00 

주소 Canning Walk, Hotel Fort Canning

격식이 필요한 시간, 

이곳을 예약한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

잔 (Jaan) 

아찔한 전망을 자랑하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프랑스 출신 유명 쉐프 쥴리앙 로이어가 선사하는 

정통 프랑스 요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운영 12:00~14:30, 19:00~22:00(일, 공휴일 휴무)

주소 2 Stamford Road /  Level 70, Swissotel The 

Stamford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의 레스토랑

(Restaurants in National Gallery Singapore)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는 싱가포르 최고의 

레스토랑들이 입점해있다. National Kitchen by 

Violet Oon Singapore, AURA, Odette가 바로 

그것. 이곳에서의 식사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할 것이다.

운영 12:00~15:00, 18:00~23:00(National 

Kitchen) / 12:00~14:30, 18:30~ 22:30(AURA) 

/ 12:00~13:30, 19:00~ 21:00 매주 일요일 

휴무(Odette)  주소 1 Saint Andrew’s Road

건더스 (Gunther’s) 

모던 프렌치 레스토랑인 건더스는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린 파인 다이닝이다. 

명성과 규모에 비해 가격은 저렴한 편.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운영 12:00~14:30,  18:30~22:00(매주 일요일 

휴무)  주소 # 01-03, 36 Purvis Street 

세계에서 가장 큰 길거리 쇼핑센터

부기스 정션 (Bugis Junction)과 

부기스 스트리트 (Bugis Street)

운영 10:00~22:00(부기스 정션)

12:00~22:00(부기스 스트리트)

주소 200 Victoria Street / 3 New Bugis Street

업무 중 잠깐의 시간, 

쇼핑의 기회가 찾아올 때 안성맞춤

래플스 시티 쇼핑센터

(Raffles City Shopping Centre) 

운영 10:00~22:00

주소 252 North Bridge Road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자! 

한 잔을 위한 나이트 스팟

노천카페 같은 분위기, 라이브 음악이 

함께하는 이탈리안 펍_팀버 앳 더 아트 하우스

(Timbre @ The Art House) 

운영 18:00~01:00(매주 일요일 휴무)

주소 1 Old Parliament Lane/ 래플스경 상륙 

기념지 인근

독일 정통 소시지와 맥주 한 잔, 

대낮부터 시작해도 OK!

브로자이트 (Brotzeit) 

운영 12:00~01:00

주소 252 North Bridge Road/ 래플스 시티 1층

싱가포르 최고의 높이, 거대한 통유리로 

시야가 탁 트이는 전망대 같은 분위기의 

칵테일 바

뉴 아시아 바 (New Asia Bar) 

운영 19:00~01:00(일요일 14:00 오픈) 

주소 2 Stamford Road/ 스위소텔 71층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술, 슬링(Sling)의 원조! 

바닥에 흩뿌려진 땅콩 껍질에 놀라지 말 것!

롱 바 (Long Bar) 

운영 11:00~01:00

주소 1 Beach Road/ 래플스 호텔 2층에 위치

시티 홀 주변에는 식민지 시대부터 남아있는 유서 깊은 건축물과 아시아 경제 중심지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고층 빌딩 군락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성격을 지닌 미술관과 전시관도 모여 있다. 고전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예술의 

향유(享有) 또한 이곳에서 즐겨보자.  

전시관 

   팀버 앳 더 아트 하우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롱 바 

비즈니스 일번지, 행정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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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아이덴티티

마리나 베이는 싱가포르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역이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아이콘 

멀라이언상을 시작으로 두리안 빌딩으로 유명한 에스플러네이드, 초대형 관람차 싱가포르 플라이어 등 마리나 

베이가 세계 최고의 야경을 지닌 장소로 탈바꿈하게 만든 거대 건축물들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최고급 호텔이 모인 곳이기도 하다. 해질 무렵 이곳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물의 조명이 빚어내는 야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마리나 베이 & 선텍 시티

인근 지역 호텔 목록 
➊ The South Beach 30 Beach Rd

➋  Conrad Centennial Singapore

 2 Temasek Blvd

➌ Pan Pacific Singapore

 7 Raffles Blvd

➍ marina mandarin Singapore

 6 Raffles Blvd

➎ mandarin Oriental Hotel 5 Raffles Ave

➏ The Ritz-Carlton, millenia Singapore 

 7 Raffles Ave

➐ The Fullerton Hotel Singapore 

 1 Fullerton Square

➑ The Fullerton Bay Hotel 80 Collyer Quay

➒ Ascott Raffles Place Singapore

 2 Finlayson Green

➓ Sofitel So Singapore 35 Robinson Rd

 The Westin Singapore 

 12 Marina View, Asia Square Tower 2

 marina Bay Sands Hotel 10 Bayfront Ave

에스플러네이드 

(Esplanade-Theatres on the Bay) 

두리안을 닮은 독특한 외관의 공연시설. 

마리나 베이 샌즈와 멀라이언 파크를 사이에 두고 

있다. 저녁

운영 10:00~22:00  

주소 1 Esplanade Drive 

가든스 바이 더 베이 (Gardens by the Bay) 

2012년 문을 연 싱가포르의 대표 공원. 미래의 

정원을 현재에 미리 가져다 놓은 듯한 첨단 조명 

시설이 매력 포인트다.   오후    저녁 

운영 05:00~02:00(스카이웨이 09:00~21:00)

주소 18 Marina Gardens Drive

싱가포르 플라이어 (Singapore Flyer) 

2008년 오픈한 세계 최대 규모의 관람차. 마리나 

베이 일대를 볼 수 있으며, 최대 28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저녁 

운영 08:30~22:30  주소 30 Raffles Avenue

멀라이언 파크 (merlion Park)

싱가포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싱가포르의 

마스코트, 멀라이언상이 있는 공원.   저녁 

주소 One Fullerton, 1 Fullerton Road

부의 분수 (Fountain of Wealth) 

초대형 쇼핑몰인 선텍 시티의 한가운데 있는 

세계 최대 크기의 분수. 매일 저녁 분수쇼가 

펼쳐진다.  저녁 

운영 10:00~12:00, 14:00~16:00, 18:00~19:30

주소 3 Temasek Boulevard

부담 없는 가격, 즐거운 저녁식사!

노 사인보드 (No Signboard Seafood)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음식, 칠리크랩의 명소. 

운영 12:00~01:00  주소 8 Raffles Avenue, 

# 01-14 / 16 The Esplanade Mall

피자리아 모짜 (Pizzaria mozza) 

미슐랭 가이드에 3년 연속 선정된 이탈리아 

전통 피자를 만날 수 있는 곳.

운영 12:00~23:00  주소 10 Bayfront Avenue, 

B1 Marina Bay Sands 

마칸수트라 글루턴스 베이 (호커 센터)

(makansutra Gluttons Bay) 

싱가포르의 푸드코트. 저렴한 가격으로 한 곳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운영 17:00~01:00  주소 #01-15, 8 Raffles Avenue 

플러튼 헤리티지의 레스토랑

(Restaurants along Fullerton heritage) 

플러튼 호텔 내 위치한 식당들. 가성비 최고의 

레스토랑 The Clifford Pier, 시푸드 전문점 Palm 

Beach, 캐쥬얼 다이닝 펍 Overeasy. 

운영 12:30~14:30, 17:30~22:45(Overeasy는 

11:00~14:30, 17:00~01:00)

주소 1 Fullerton Square

미식의 정점을 경험할 수 있는 파인 다이닝

폴른 (Pollen)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공원 내 플라워 돔에 위치한 

지중해 요리 전문 레스토랑.

운영 12:00~22:00  주소 18 Marina Gardens 

Drive, Gardens by the Bay

컷 (CUT by Wolfgang Puck)

미슐랭 스타 울프강 퍽이 지휘하는 스테이크 

전문점. 아시아에는 싱가포르에만 있다.

운영 17:00~22:00

주소 2 Bayfront Avenue, B1-71, Galleria Level, 

Marina Bay Sands

먹거리볼거리 Best Time   오전    오후    저녁 

컨벤션 센터와 레스토랑, 세계 최대 분수와 

명품, 로컬 패션 브랜드가 한자리에!

선텍 시티 몰 (Suntec City mall)  

운영 10:00~22:00

주소 3 Temasek Boulevard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총집합, 

여친 선물 쇼핑에 안성맞춤! 

마리나 스퀘어 (marina Square) 

운영 10:00~22:00

주소 12 Raffles Boulevard, Asia Square Tower 2

쇼핑

10 / Singapore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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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자! 

한 잔을 위한 나이트 스팟

근사한 레스토랑의 요리와 하우스 

맥주의 궁합_레벨33 (Level 33) 

운영 11:30~02:00(월~수 24:00 

영업종료)  주소 8 Marina Boulevard, 

#33-01 MBFC Tower 1

마리나 베이 샌즈 옥상에서 즐기는 

칵테일 한 잔!_세라비 (Ce La Vi) 

운영 12:00~24:00

주소 1 Bayfront Avenue, Marina Bay 

Sands

싱가포르에서 가장 뜨고 있는 브런치 & 

칵테일 바 _랜턴 (Lantern)

운영 08:00~01:00  주소 80 Collyer Quay, 

The Fullerton Bay Hotel

에스플러네이드

마칸수트라 글루턴스 
호커 센터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피자리아 모짜

컷

플러튼 호텔의 레스토랑

멀라이언 파크

랜턴

레벨33

세라비

선텍 시티 몰

싱가포르 플라이어

폴른

마리나 스퀘어

부의 분수

노사인보드

Marina Bay & Suntec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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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밤을 책임진다

싱가포르 리버는 길이가 3㎞ 밖에 안되는 짧은 강이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더해져 낮 

동안 잠들어 있던 수많은 바와 클럽, 레스토랑이 활개를 치는 곳이 된다. 시원한 강바람과 얼음장같이 차가운 

맥주 한 모금이면 출장지에서 휴양지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다. 이곳에서 택시로 5분 거리인 차이나타운은 

마치 중국 현지 같다. 하늘을 뒤덮은 홍등, 왁자지껄한 중국인 특유의 목소리, 길거리를 가득 메운 음식점들… 

미로처럼 연결되는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식도락의 즐거움도 만끽해보자. 

리버사이드 & 차이나타운

인근 지역 호텔 목록 
➊  Grand Copthorne Waterfront Hotel

 392 Havelock Rd

➋ Holiday Inn Singapore Atrium

 317 Outram Rd

➌ Riverview Hotel 382 Havelock Rd

➍ Intercontinental Robertson Quay

 Havelock Rd

➎ Studio M Hotel 3 Nanson Rd

➏ Park Hotel Clarke Quay

 1 Unity St

➐ Somerset Liang Court

 177B River Valley Rd

➑ Novotel Singapore Clarke Quay

 177A River Valley Rd

➒ Holiday Inn Express Clarke Quay

 2 Magazine Rd

➓ Park Regis Singapore

 23 Merchant Rd

 Swissotel Merchant Court

 20 Merchant Rd

 Furama City Center Hotel

 60 Eu Tong Sen St

 PARKROYAL on Pickering

 3 Upper Pickering St

 Bliss Hotel Singapore 

 62 Upper Cross St

 Amoy Hotel  76 Telok Ayer St

 The Club Hotel 28 Ann Siang Rd

 Dorsett Hotel 333 New Bridge Rd

스리 마리암만 사원 (Sri Mariamman Temple)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 15m 높이의 탑에 힌두교 신들이 빈틈없이 

조각되어 있다.  오후 

운영 07:30~11:30 / 17:30~20:30

주소 244 South Bridge Road

 

클락 키 (Clarke Quay) 

싱가포르의 No.1 핫플레이스. 유명 레스토랑과 

펍, 라이브 바, 클럽 등 화려한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기엔 여기만한 곳이 없다.  저녁 

운영 10:00~02:00

주소 3 River Valley Road

지-맥스 리버스 번지 (G-Max Reverse Bungy) 

지상에서 60m 높이까지 최고 시속 200㎞로 

쏘아지는 놀이기구.  저녁 

운영 14:00~24:00

주소 3E River Valley Road

 

로버트슨 키 (Robertson Quay) 

클락 키가 여행자 및 젊은 세대들 중심이라면 

로버트슨 키는 현지인과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유명 로컬 레스토랑이 몰려 있다.  저녁 

운영 12:00~24:00

주소 60 Robertson Quay

싱가포르의 소울 푸드(Soul Food)를 만나다

송 파 바쿠테 (Song Fa Bak Kut Teh) 

싱가포르의 소울 푸드. 한국의 갈비탕과 비슷한 

맛, 생김새다. 반찬도 없이 국과 밥뿐이지만 맛은 

기가 막히다.

운영 09:00~21:15(매주 월요일 휴무)

주소 11 New Bridge Road

티안 티안 하이난 치킨 라이스

(Tian Tian Hainanese Chicken Rice) 

닭육수로 지은 밥에 닭고기를 얹은 덮밥. 진한 

삼계탕 맛이 숨어 있다.

운영 11:00~20:00

주소 1 Kadayanallur Street 

한국인 입맛에 딱! 매콤달콤 요리의 향연

레드 하우스 (Red House)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칠리 크랩 전문점 

중 하나. 다른 칠리 크랩 전문점에 비해 매콤한 

편이어서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다.

운영 15:00~23:00 (주말 11:00~23:00)

주소 # 01-14 The Quayside, 60 Robertson Quay 

얌차 (Yum Cha)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레스토랑 얌차. 60여 

가지의 딤섬은 물론 샥스핀 수프, 베이징 덕 같은 

광둥요리도 수준급이다.

운영 11:00~23:00

주소 20 Trengganu Street 

중국 정통 레스토랑부터 대형 슈퍼마켓까지 

한 번에 해결! 

차이나타운 포인트 (Chinatown Point)

운영 10:00~22:00

주소 133 New Bridge Road 

 

부모님을 위한 건강식품을 찾는다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 유얀상 (Eu Yan Sang) 

운영 09:00~18:30(매주 일요일 휴무)

주소 269A South Bridge Road 

 

싱가포르 육포의 원조! 

비첸향 (Bee Cheng Hiang)

림치관 (Lim Chee Guan) 

운영 비첸향 10:00~22:00, 림치관 09:00~22:00

비첸향 주소 189 New Bridge Road 

림치관 주소 203 New Bridge Road 

※ 육포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제품입니다. 

현지에서 전부 드시고 오세요.

먹거리볼거리 Best Time   오전    오후    저녁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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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자! 

한 잔을 위한 나이트 스팟

3000명 동시 입장 가능한 ‘세계 5대 

클럽’ 열두 시가 피크타임!_주크 (Zouk) 

운영시간 및 수용가능 인원  21:00~04:00, 

주소 17 Jiak Kim Street Singapore 169420

※ 2016년 4분기 클락 키로 이동 예정

 

넓은 매장, 시원한 강바람, 

그리고 하우스 맥주가 함께 하는 곳

브루웍스 (Brewerkz) 

운영 12:00~01:00

주소 30 Merchant Road, #01-05/06 

Riverside Point, Singapore 05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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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 하이난 치킨 라이스

스리 마리암만 
사원

주크

브루웍스

얌차

차이나타운 포인트

비첸향 & 림치관

레드 하우스

클락 키

지-맥스 
리버스 번지

송 파 바쿠테

유얀상

로버트슨 키

➒
➓ �



RiveRside & Chinatown

   차이나타운  

   리버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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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지터 센터

아이온 스카이

솔트 그릴 앤 스카이 바

뎀시 힐

페라나칸 플레이스

313@서머셋 만다린 갤러리

와일드 허니

니안 시티

파라곤

푸드 리퍼블릭

TWG 살롱 앤 부티크

레 자미 스트레이트키친

점보 씨푸드 앳 뎀시

뎀시 하우스 

아이온 오차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뉴욕에 피프스 애비뉴(Fifth Avenue)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오차드 로드가 있다. 3㎞에 달하는 긴 거리에 

초특급 호텔과 대형 쇼핑센터, 명품숍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말 그대로 쇼핑의 과수원(Orchard)이다. 

하루 종일 돌아 다녀도 쇼핑센터의 절반을 다 둘러볼까 말까 할 정도로 넓은 규모다. 과거 영국인과 

중국인들의 주택 단지였던 탓에 쇼핑가를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서면 페라나칸 스타일의 

주택단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국적인 풍경에서 티 타임을 가져보자. 

오차드 로드

인근 지역 호텔 목록 
➊ Hotel Jen Tanglin 1A Cuscaden Rd

➋ Regent Singapore 1 Cuscaden Rd

➌ The St Regis Singapore 29 Tanglin Rd

➍ Orchard Parade 1 Tanglin Rd

➎ Hilton Singapore 581 Orchard Rd

➏ Four Seasons Hotel 190 Orchard Blvd

➐ RELC International Hotel 

 30 Orange Grove Rd

➑ Shangri-La Hotel 22 Orange Grove Rd

➒ Pan Pacific Orchard 10 Claymore Rd

➓ Royal Plaza on Scotts 25 Scotts Rd

 Sheraton Towers Singapore 39 Scotts Rd

 Goodwood Park Hotel 22 Scotts Rd

 The Elizabeth Hotel 24 Mount Elizabeth

 The Quincy Hotel 22 Mount Elizabeth

 York Hotel 21 Mount Elizabeth

 Grand Hyatt Singapore 10 Scotts Rd

 Singapore Marriott Tang Plaza Hotel 

 320 Orchard Rd

 Grand Park Orchard 270 Orchard Rd

 Mandarin Orchard 333 Orchard Rd

 Hotel Jen Orchardgateway Singapore 

 277 Orchard Rd

 Somerset Orchard 160 Orchard Rd

 Holiday Inn Singapore Orchard City  

 Centre 11 Cavenagh Rd

 Concorde Hotel 100 Orchard Rd

직장 동료와 가볍게 즐기는 브런치 타임

카사 베르데 (Casa Verde) 

싱가포르 보태닉 가든스 내 안내 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카사 베르데는 브런치와 롤 피자, 파스타 등 

이탈리안 음식이 유명하다. 

운영 07:30~23:00

주소 1 Cluny Road, Singapore Botanic Gardens

와일드 허니 (Wild Honey) 

하루 종일 세계 각국의 브런치를 맛볼 수 있는 

브런치 카페. 벨기에, 멕시칸, 튀니지 등 흔히 

접하기 어려운 나라의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운영 09:00~21:00

주소 333A Orchard Road / Mandarin Gallery 3F

 

푸드 리퍼블릭 (Food Republic)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푸드 코트. 수십 개의 

음식점이 마치 과거의 호커 센터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운영 10:00~22:00

주소 435 Orchard Road / Wisma Atria 4F

점보 씨푸드 앳 뎀시
(Jumbo Seafood at Dempsey) 

칠리 크랩 전문점 점보 씨푸드가 싱가포르 보태닉 

가든스 인근 뎀시 힐에도 문을 열었다.   

운영 12:00~15:00 / 18:00~24:00

주소 11 Dempsey Road

먹거리

싱가포르 비지터 센터
(Singapore Visitor Centre) 

갑작스런 출장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들르면 큰 도움이 된다. 인터넷, 안마의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전   오후   저녁 

운영 09:30~22:30

주소 216 Orchard Road, 에메랄드 힐 입구

싱가포르 보태닉 가든스

(Singapore Botanic Gardens) 

싱가포르 최고의 식물원 겸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유명한 곳이다. 2~3시간은 소요되는 

코스이니 출장 일정 중 여유 있을 때 가볼 만하다. 

 오전   오후  

운영 05:00~24:00

주소 1 Cluny Road 

볼거리 Best Time   오전    오후    저녁 

14 / Singapore tour

아이온 스카이 (IOn Sky) 

아이온 오차드 쇼핑센터 56층에 위치한 218미터 

높이의 전망대. 360도로 둘러볼 수 있는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한다.  저녁 

운영시간 15:00~18:00

주소 2 Orchard Turn, ION Orchard 56F

페라나칸 플레이스 (Peranakan Place) 

오차드 로드 뒷골목에는 페라나칸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주택가가 있다. 밤에 오면 건물과 조명의 앙상블이 

감탄을 자아낸다.  저녁 

주소 180 Orchard Road 

뎀시 힐 (Dempsey Hill) 

오차드 로드 바로 뒤편에 위치한 뎀시 힐은 

독특한 인테리어의 카페와 레스토랑, 인테리어 

숍 그리고 갤러리가 밀집된 곳이다. 골목을 따라 

울창한 나무가 마을 전체를 감싸듯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다.  오후   저녁 

주소 17 Dempsey Road

싱가포르 
보태닉 가든스

카사 베르데

➊ 에메랄드 힐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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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16 / Singapore tour

쇼핑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자! 

한 잔을 위한 나이트 스팟

오차드 로드에서 택시로 10분, 

싱가포르의 이태원이 바로 여기! 

홀랜드 빌리지 (Holland Village) 

오차드 로드는 사실 한 잔의 맥주와 

함께하는 펍이 일반적이다. 택시로 

5분이면 가는 홀랜드 빌리지 로롱 맘봉 

거리에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펍과 칵테일 

바가 골목을 가득 채운다. 

넓은 야외 테라스가 인상적인 맥주와 

칵테일의 성지_탱고 (Tango) 

운영 15:00~01:00

주소 35 Lorong Mambong / MRT 홀랜드 

빌리지 역에서 로롱 맘봉 거리 방향 도보 5분

 

홀랜드 빌리지의 상징. 오후 9시, 라이브 

밴드의 신나는 음악에 취해보자

왈라왈라 (Wala Wala Cafe Bar)

운영 16:00~01:00

주소 31 Lorong Mambong / 탱고 맞은 편

웨스턴 스타일의 햄버거와 달콤한 

디저트, 씁쓸한 맥주의 조화_에브리싱 

위드 프라이 (Everything with Fries)

운영 12:00~23:00(금,토 00:01까지)

주소 40 Lorong Mambong / 탱고 맞은 편

싱가포르에서 한국식 바비큐 뷔페를 

즐긴다, 그것도 30$에 무제한으로!

한상 (Han sang)

운영 11:30~23:00

주소 20 Lorong Mambong / MRT 홀랜드 

빌리지 역에서 로롱 맘봉 거리 방향 도보 3분 

노천 테이블 위에 얹어진 커다란 

오크통에서 직접 내려 마시는 흑맥주가 

일품_스타커 (Starker)

운영 15:00~01:00

주소 25 Lorong Mambong / 한상 바로 옆

멕시칸 정통 음식과 달콤 쌉싸래한 

마가리타 한 잔_차차차 (Cha Cha Cha)

운영 11:30~23:00

주소 32 Lorong Mambong / 탱고 앞

뎀시 하우스 (House @ Dempsey) 

독특한 예술 감각이 살아있는 인테리어로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시각을 만족시킨다. 세련된 브런치 

메뉴로 젊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다.

운영 12:00~23:00 

주소 8D Dempsey Road

고급스런 분위기, 품격 있는 만찬

솔트 그릴 앤 스카이 바
(Salt Grill & Sky Bar by Luke Mangan) 

아이온 오차드 55층에 있는 초고층 레스토랑. 

55층은 스테이크를 비롯한 호주 로컬 요리가, 

56층은 칵테일 바로 운영 중이다.

운영 11:00~22:00

주소 2 Orchard Turn, ION Orchard 55F

스트레이트키친 (StraitsKitchen) 

싱가포르 로컬 음식을 모아놓은 호커 센터를 고급 

뷔페 분위기로 즐길 수 있다. 

운영 06:30~10:30, 12:00~14:30, 18:00~22:30

주소 10 Scotts Road / Grand Hyatt Hotel

TWG 살롱 앤 부티크
(TWG Tea Salon & Boutique) 

최상급의 TWG 차와 마카롱, 케이크 등을 파는 

카페. 아침 메뉴와 티 타임 셋트, 브런치, 올데이 

다이닝 등 시간별 메뉴가 있다. 

운영 10:00~22:00

주소 2 Orchard Turn, 02-21 ION Orchard

레 자미 (Les Amis) 

올해 발표된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서 

13위를 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가격, 분위기, 

맛 역시 싱가포르 최고급 레스토랑이라 할 수 있다.

운영 12:00~14:00, 19:00~21:30

주소 1 Scotts Road, # 01-16 Shaw Centre 

 니안 시티 (ngee Ann City) 

아이온 오차드가 오픈하기 전까지 이곳을 

대표하던 독보적인 쇼핑몰.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에 다카시마야 백화점도 입점해있다. 

대표 입점 브랜드  자라(ZARA), 

지미 추(Jimmy Choo), A/X 

운영 10:00~21:30

주소 391 Orchard Road

 아이온 오차드 (IOn Orchard) 

대형 쇼핑몰이 모인 오차드 로드에서도 가장 

큰 쇼핑몰. 지하 4층부터 지상 4층까지 300여 

개의 브랜드와 레스토랑이 꽉 들어찼다. 

홈페이지 및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지도를 

가지고 돌아봐야 할 정도다.

대표 입점 브랜드  알도(ALDO), 풀 앤 베어(Pull & 

Bear), 망고(MANGO), 무인양품(MUJI)

운영 10:00~22:00

주소 2 Orchard Turn 

 파라곤 (Paragon) 

명품 매장을 전면에 내세운 럭셔리 쇼핑몰 

파라곤. 1층에는 명품이, 2층에는 준명품, 

3층은 캐쥬얼 브랜드가 입점해있다. 

대표 입점 브랜드  미우미우(Miu Miu), 

토즈(TOD’s), 프라다(PRADA)

운영 11:00~21:00

주소 290 Orchard Road 

 만다린 갤러리 (Mandarin Gallery) 

신진 디자이너들의 매장과 명품 브랜드의 

세컨드 브랜드가 입점한 캐쥬얼 쇼핑몰 

만다린. 국내에서 보기 힘든 브랜드가 많다.

대표 입점 브랜드  Y-3, 마크 제이콥스(Marc by 

Marc jacobs), 카발리(Just Cavalli)

운영 11:00~22:00

주소 333A Orchard Road 

 313@서머셋 (313@Somerset) 

서머셋 역과 바로 연결된 영캐쥬얼 의류 브랜드 

쇼핑몰. 중저가의 SPA 브랜드는 이곳 매장이 가장 

큰 규모여서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대표 입점 브랜드  유니클로(UNICLO), 

자라(ZARA), 코튼 온(Cotton On)

운영 10:00~22:00

주소 313 Orchard Road

에메랄드 힐 (Emerald Hill) 

서머셋 쇼핑몰 뒷골목에는 페라나칸 

전통 양식의 건물이 길게 줄지어있다. 

이곳을 에메랄드 힐이라 부르는데 

이 골목 전체가 밤이면 근사한 바로 

변신한다.

대표 매장 / Outdoor, Alley Bar, The Acid 

Bar, Que Bar, Ice Cold Beer 등 10여개 바

운영 17:00~02:00(업소마다 다름)

주소 5 Emerald Hill Road 

차차차

한상

스타커

에브리싱 
위드 프라이

왈라왈라

탱고

   홀랜드 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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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ours & learning 
programmes

MICE 산업의 선두주자, 철저한 도시계획에 따른 빈틈없는 개발, 도시 정원 구축으로 생활환경 개선…. 싱가포르는 이런 철저한 

저변 구축을 토대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강국으로 우뚝 올라설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우수 기관과 성공 사례를 직접 참관해보면,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MICE 강국답게 대부분의 비즈니스 투어는 전문 가이드가 

함께 한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비즈니스 투어 & 러닝 프로그램

전 국토를 푸르게, 더 푸르게

싱가포르는 토지가 넓지 않은 나라지만, 도심에는 많은 공원이, 고층 빌딩에는 녹지가 구축된 ‘도시 정원의 

강국’으로 거듭났다. 도심 녹지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전략과 정책, 대표 성공 사례를 전문 가이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현장 투어가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보태닉 가든스 투어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초대형 녹지 공원 싱가포르 보태닉 가든스 투어. 

참가자들에게 도시 공원의 관리와 운영 , 역할에 대해 안내해준다.

습지와 자연보호구역 ‘자연보호’라는 슬로건은 싱가포르가 도시 정원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 수단이다. 순게이 불로 습지보호구역, 

센트럴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해 싱가포르가 자연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원 및 녹지 계획과 설계  국립공원위원회(NPARKS)의 도시 공원 

설계와 개발 등 싱가포르의 도시 공원 및 녹지 조성 계획에 관해 

소개받을 수 있다.

공중 정원 설계와 개발  싱가포르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경의 일환으로 

녹지 지붕, 수직녹화, 공중 정원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녹지 지붕 

설치에 관한 지원정책 안내와 공중 녹화 사업 수상작(Skyrise Greenery 

Award)도 관람할 수 있다. ※ 관광단의 규모에 따라 투어는 얼마든지 맞춤 편성이 가능하다. 영어 및 중국어 해설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반일 과정)으로 프로그램 비용은 1인당 약 SGD90이다. 투어 최소 인원은 10명이다. 

※ 위 프로그램들은 아래의 홈페이지 및 연락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cuge.com.sg  연락처  +65-6465-0288  이메일  executive_prog@cuge.com.sg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초대형 인공 공원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운영 기관 및 기술 투어가 가능하다. 

가이드 투어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그룹 당 SGD200(공원 입장료 제외)이다.

홈페이지  www.gardensbythebay.com.sg  연락처  +65-6420-6841

호트파크와 서던 릿지스 인근 공원 싱가포르의 원스톱 원예 중심지로 알려진 호트 파크(Hort Park)와 

켄트 리지 파크(Kent Ridge Park)의 시설 및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투어도 있다. 가이드 투어에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1인당 SGD7~9, 15~20명 단위로 진행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nparks.gov.sg  연락처 +65-6471-5601   이메일 Nparks_hortpark@nparks.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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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된다

싱가포르의 도심 지역인 스카이라인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철저한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도심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정된 토지자원 그리고 경제상황과 

인구, 수송 문제 등을 고려해 구축된 완벽한 

도시계획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URA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 관광객들은 시티 

갤러리를 통해 도시 계획 및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싱가포르만의 특유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쌍방향 전시와 대형 스크린 동영상으로 자율적인 

싱가포르의 대표 브랜드

브랜드 투어에서는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맥주인 

‘타이거’의 역사를 살펴본다. 현지 양조장이 어떻게 

운용되며, 어떤 홍보 방법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는지 알아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상징, 타이거 맥주 주조 공장 아시아 

퍼시픽 양조장(APB)은 1931년 설립돼 1932년부터 

타이거 맥주 양조를 시작했다. 그 뒤로 매년 

지속성장했으며, 최근에는 6개 브랜드의 맥주를 

현지 생산하게 됐다. ABC, 앵커, 배런스 스트롱 

브루, 기네스 포린 익스트라 스타우트, 하이네켄, 

타이거 등이다. 

홈페이지 www.tigerbrewerytour.com.sg

연락처  +65-6860-3005

건축, 산업 디자인과 현대미술의 조우

싱가포르의 디자인 산업분야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선진화된 디자인 산업을 건축물에 적용해 또 다른 효과를 얻거나,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아시아 아트페어 시장의 선두주자를 꿈꾸는 싱가포르의 현대미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쿠 테크 푸아트 병원(KTPH) 투어 KTPH는 2010년 6월에 개원한 병원으로 환자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이다.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디자인하여 수많은 건축 디자인상을 수상해 

‘Best Health Care Building’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투어에는 병원 실내외 시설과 물을 이용해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녹색 정원 배경의 병동과 클리닉이 포함된다.  

홈페이지 www.ktph.com.sg  연락처 +65-6555-8000

싱가포르 건축협회 투어 건축설계와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 사례에 관한 투어. 

건축투어는 아키페스트(ArchiFest) 축제와 연관되어 매년 10월에 참관할 수 

있다. 일정은 매년 바뀌지만 가이드 투어에는 메이플트리 비즈니스 시티(MBC), 

트릴로지 @ 풍골 등의 수상작 건물들이 포함된다.  

홈페이지 www.archifest.sg  연락처 +65-6226-2668

산업 디자인의 현 주소 레드 닷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히는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의 역대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다. 독일 Essen 지역에 있는 1호 전시관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시관. 유리벽 너머로 전시물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홈페이지 www.museum.red-dot.sg  연락처  +65-6327-8027

현대미술의 명소 길먼 배럭스 길먼 배럭스 투어는 현대 미술작품들을 전문 

가이드의 설명을 곁들여 새롭게 조명한다. 투어는 주말에만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홈페이지 www.gillmanbarracks.com  연락처  +65-6873-9505

체험도 제공된다. 전문 가이드가 진행하는 그룹 

투어도 있다. URA에는 3명의 전문 가이드가 활동 

중이며, 비용은 시간 당 약 SGD150이고, 그룹 

성격에 맞는 맞춤 편성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ura.gov.sg  연락처 +65-6321-8321  

도시 계획, 수자원 보호 관련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최초의 저수지 마리나 바라지(Marina 

Barrage) 투어. 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저지대 

도시가 어떻게 범람을 막는 지 배울 수 있다. 

홈페이지 www.ura.gov.sg  연락처  +65-6514-5959  

뉴워터 방문자 센터와 공장 투어 수돗물 생산 공정 

중 첨단 멤브레인(membrane, 수처리에 사용되는 

고성능 필터) 기술과 자외선 기술의 운용 과정을 

직접 살펴본다.  홈페이지 www.pub.gov.sg 

연락처 +65-6546-7874

BCA(건설국) 및 제로 에너지 빌딩(ZEB) 투어 

제로 에너지 빌딩(ZEB)은 BCA의 그린 빌딩 

마스터플랜에 속하는 상징적인 R&D 프로젝트다. 

기존 빌딩 한 동을 ZEB로 리모델링했으며, 

녹색빌딩 조성 기술과 패시브 디자인(에너지 사용 

최소화)의 조합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제로를 달성한 

사례를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 www.bca.gov.sg/

zeb  연락처 +65-6248-9930

   순게이 불로 습지 보호구역      

   공중 녹화 사업 수상작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아키페스트  

   길먼 배럭스  

   시티 갤러리    마리나 바라지 

   타이거 맥주 투어 

싱가포르에서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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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쇼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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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연고 & 파스 

타박상이나 근육통에 

효과적인 젤 타입의 연고 

Tiger balm & 

medicated patch

싱가포르에서는 구하기 쉽지만, 국내에서는 제법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것들. 

동료나 가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만한 선물을 준비해보자

가족 그리고 동료를 위한 선물

남성을 위한 선물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싱가포르에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술 한 잔을 즐기는 상사에게, 요리에 취미를 붙인 

그에게도 안성맞춤인 선물들이 가득하다

그가 만족할만한 최고의 선물

토이저러스 전 세계 모든 

장난감을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다면? 그 상상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오차드 로드 포럼 더 

쇼핑몰에 있다 Toys“R”Us

1837 TWG 차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TWG(The Wellness Group)의 

프리미엄 차 1837 TWG Tea

RISIS 기념품 대표적인 

로컬 상품을 판매하는 고급 

기념품 매장. 곳곳에 매장이 

있으며, 보석 및 장신구류와 

보타닉 가든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차가 인기

카야 잼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간식, 카야 

토스트의 주재료인 잼 

Ya Kun Kaya jam

히말라야 크림 & 밤 

겨울철 선물로 그만인 높은 

수분함량의 크림 

Himalaya cream & balm

그리폰 차 TWG만큼 유명한 유기농 차. 

과일 블랜딩 차가 대표 상품

GRYPHON Tea

쿠키 뮤지엄 홍콩에 제니 베이커리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쿠키 뮤지엄이 

있다. 고급 쿠키의 끝판왕

Cookie Museum

비첸향 & 림치관 

동북아시아 최고의 인기 

간식, 양념 육포의 본점. 

육포는 국내 반입이 

어렵지만 건새우로 만든 

쿠키와 스낵은 가능

Bee Cheng Hiang & 

Lim Chee Guan

칠리 크랩 소스 현지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소스. 

요리법도 적혀있다 

Chilli crab sauce

1910 클래식 싱가포르 슬링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칵테일 슬링의 원액. 한 병이면 

스무잔 정도의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구입 가능

Singapore Sling

벵가완 솔로 과자 파인애플 

타르트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매콤한 핑거 푸드가 대표상품

Bengawan Solo 

Singapore Shopping guide

급하게 선물을 구할 때는 

리틀 인디아 무스타파 센터로!

귀국 전날 밤, 갑자기 떠오른 얼굴에 부족해진 

선물.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리틀 인디아에 있는 무스타파 센터(Mustafa 

Centre)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없는 게 

없는 쇼핑몰로, 24시간 언제 어느 때건 쇼핑이 

가능하다. 편의점이나 공항에 비해 물품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조금 많은 양의 선물을 

구입할 때도 그만인 곳이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라 한국어 안내판도 곳곳에 보인다.

출장이든 개별 여행이든 즐거운 여행길에 부담스러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선물 고르기’가 아닐까. 

선물이란 감사의 표시로 주는 물건이지만, 여행지에서는 기념품의 의미까지 담아야 한다. 대부분 

출장지에서는 비슷한 금액대의 선물을 여러 개 사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차피 돈 들여 사야 하는 

선물이라면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한 센스 있는 선물로 점수를 딸 수 있다. 직장 동료, 상사, 가족에게 부담 

없이 줄 수 있으면서 출장국가의 특색이 드러나는 추천 선물 리스트.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기념품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는 

싱가포르의 의류, 

생활용품, 전통 예술품을 

제작하는 로컬 작가들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젓가락, 에코백, 

손목시계가 베스트 상품  

National Museum of 

Singapore

그녀를 감동시킬 최고의 선물

저가의 선물은 여유 있게 구매하자! 

전통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넉넉히 구매할 수 있다. 대상에 맞춰 구입한 선물 

외에는 최대한 살 수 있을 정도(야시장의 기념품, 

시장에서 파는 젓가락이라도)로 구해놓자. 

그리고 친구뿐만 아니라, 거래처 등 다양한 사회 

인맥들에게 선물하자. ‘나에게 당신은 출장길에 

기억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정보를 인식시켜라. 

특히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예전 인맥들에게 

선물을 전하면 다시 관계 유지 및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tip 
1

tip 
2

세포라 세계 최대의 

명품 브랜드 그룹 LVMH 

산하 코스메틱 숍. 

립밤이 인기

Sephora

페드로 화려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이 많은 신발 브랜드. 

가성비로는 따라올 곳이 

없다는 평 Pedro

싱가포르는 해외 각국의 셀럽이 찾는 패션의 도시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의 최신 유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유니크한 아이템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타이포 오차드 

로드에 있는 소품숍. 

국내 아트박스와 

유사하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텀블러가 인기

Typo

북스액추얼리 티옹 

바루 거리의 명물 

독립 서점. 싱가포르 

신인 문인의 작품을 

비롯해 인상적인 

디자인의 문구류가 

가득한 곳

BooksActually

갤러리 앤 코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  

(National Gallery 

Singapore)의 디자인 

소품숍. 의류부터 

사무용품까지 젊은 로컬 

디자이너들의 참신함이 

돋보인다

GALLERY & CO. 

페라나칸 기념품 페라나칸 

박물관에는 전통 페라나칸 무늬가 

새겨진 식기류가 판매 중이다. 

접시, 티폿(tea-pot)이 인기 

Peranakan goods

찰스 앤 키스 

전 세계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싱가포르의 

패션 브랜드 

Charles & Ke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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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롱 이스트
Jurong East

비샨
Bishan

부오나 비스타
Buona Vista

도비 갓
Dhoby Ghaut

세랑군
Serangoon

아우트램 파크
Outram Park

차이나타운
Chinatown

센캉
Sengkang

풍골
Punggol

하버 프런트
Harbour Front

래플스 플레이스
Raffles Place

마리나 베이
Marina Bay

시티 홀
City Hall

부기스
Bugis

프롬나드
Promenade

베이프런트
Bayfront

파야 레바
Paya Lebar

타나 메라
Tanah Merah

주 쿤 
Joo Koon

분 레이
Boon Lay

파이오니아
Pioneer

레이크사이드
Lakeside

차이니즈 가든
Chinese Garden

클레멘티
Clementi

도버
Dover

커먼웰스
Commonwealth

퀸즈타운
Queenstown

레드힐
Redhill

텔록 블랑가
Telok Blangah

레브라도 파크
Labrador Park

파시르 판장
Pasir Panjang

하우 파 빌라
How Par Villa

켄트 리지
Kent Ridge

원노스
One-north

홀랜드 빌리지
Holland Village

파러 로드
Farrer Road

보태닉 가든스
Botanic Gardens

칼데콧
Caldecott

마리마운트
Marymount

로롱 추앙
Lorong Chuan

바틀리
Bartley

맥 퍼슨
Mac Pherson

타이셍
Tai Seng

다코타
Dakota

마운트바텐
Mountbatten

타나메라 페리터니미널
스타디움
Stadium

다운타운
Downtown

에스플러네이드
Esplanade

니콜 하이웨이
Nicoll Highway

티옹 바루
Tiong Bahru

하버프런트 타워2
Harbourfront Tower

(케이블카 탑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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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osa
(모노레일 탑승장)

타이거 스카이타워
Tiger Sky Tower

탄종 파가
Tanjong Pagar

라벤더
Lavender

칼랑
Kallang

알쥬니드
Aljunied

유노스
Eunos

켐방간
Kembangan

베독
Bedok

창이국제공항
Changi Airport

시메이
Simei

탐피네스
Tampines

파시르 리스
Pasir Ris

엑스포
Expo

부킷 바톡
Bukit Batok

부킷 곰박
Bukit Gombak

초아추캉
Choa Chu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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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
Thanggam

쿠팡*
Kupang

팜웨이
Farmway

쳉림*
Cheng Lim

다마이
Damai

오아시스
Oasis

카다로르
Kadaloor

리비에라
Riviera코랄에지

Coral Edge

머리디언
Meridian

코브
Cove

컴퍼스베일
Compassvale

룸비아
Rumbia랑궁

Ranggung

캉카르
Kangkar

바카우
Bakau

펀베일
Fernvale

레이어
Layar

통캉
Tongkang

린종
Ren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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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란지
Kranji

마실링
Marsiling

우드랜즈
Woodlands

애드미럴티
Admiralty

셈바왕
Sembawang

이순
Yishun

카티브
Khatib

요 추 캉
Yio Chu Kang

앙 모 키오
Ang Mo Kio

브라델
Braddell

토아 파요
Toa Payoh

노베나
Novena

뉴튼
Newton

오차드
Orchard

서머셋
Somerset

클락 키
Clarke Quay

리틀 인디아
Little India

파러 파크
Farrer Park

분 켕
Boon Keng

포통 파시르
Potong Pasir

우들레이
Woodleigh

코밴
Kovan

호강
Hougang

부앙콕
Buang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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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 소요’

MRT·LRT

노스 사우스 라인
NORTH SOUTH LINE

노스 이스트 라인
NORTH EAST LINE

이스트 웨스트 라인
EAST WEST LINE

서클 라인
CIRCLE LINE

다운타운
DOWNTOWN LINE

LRT 라인

버스 환승 가능

환승역

센토사 모노레일

케이블카

페리

Singapore 
MRT  Information

싱가포르 지하철 정보

         MRT TIP

MRT (Mass Rapid Transit)

•  요금: 기본요금 편도 SGD 0.82$

 (이지링크 기준)시작

• 티켓구매: 주요역 유인/무인 판매소

•  스탠다드 티켓(1회용권)- 이동구간을

 지정하여 구매

•  이지링크 카드, 싱가포르 투어리스트패스

 사용 가능

       택시 TIP

•  택시 승강장이나 근처 호텔 로비에서

 탑승 가능 (일반 길거리 탑승 불가)

•  자신의 순서에 온 택시가 고급형일지

 일반형인지는 복불복

•  기본요금 : 일반형 SGD 2.80$

                      고급형 SGD 3.20$

•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할증료 등 

 여러 금액이 추가 과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