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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 yoga at Soulscape festival

잊지 못할
체험을
만들어 주는
테크놀로지
활용하기

#싱가포르체험
아누키 셀레브레이트 싱가포르 프로젝션

싱가포르의 강력한 데이터 접근성과 테크놀로지 능력은 국제 이벤트 기획자들에게 보다 많은 후원사를
확보하게 해주며 또한 후원사의 투자에 대해 보다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비보 이벤트 테크놀로지의 디렉터인 펠릭스 림바흐 박사에 따르면: “이벤트 테크놀로지는 이벤트
체험의 핵심 부분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쳐(기본적인 조명과 음향)로부터 발전해 왔습니다.”

레브라도 파크 탐방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복합 분야에서 있어 어떻게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지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싱가포르체험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지역 내에 자리한 국립 내셔널 스타디움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돔형 건축물입니다.
야간에 내셔널 스타디움의 LED 지붕은 스폰서의 로고나 브랜드
메시지를 전시할 수 있는 확실하고 잊을 수 없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줍니다.
2015년 제28회 동아시아 게임에서 헥소곤 솔루션 사 (Hexogon
Solution Pte Ltd)에 의해 프로젝션 맵핑 작업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드리안 고 총감독에 따르면, 160개의 크리스티
로드스터 J 시리즈 3DLP 프로젝터와 18개의 프로젝션 오퍼레이팅
시스템 세트(쿨루스 판도라 박스 미디어 서비스로 알려져있음)
가 개막식과 폐회식을 연출하는데 사용되었는데, “프로젝트
영상으로 상영된 가장 위대한 조명 연출”로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첨단 테크놀로지가 참가자 환영식 생방송 공연에서 화려한 조명
장식과 함께 감각적인 쇼를 연출해냈습니다.

국립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제 28회 동아시아 대회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sportshub.com.sg

매년 8월, 2주간 개최되는 싱가포르 나이트 페스티벌 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에 다음 번 이벤트를 기획해 보십시오.
이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저녁 식사나
이브닝 칵테일 파티를 열게 되면, 프랑스 아티스트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다비드 파쎄강과 모에 바틀레가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 외벽에 연출하는 매혹적인 더 아누키
셀레브레이트 싱가포르 프로젝션 맵핑 공연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고 참가자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조명과 음향 공연은
순간 참가자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따뜻한 여름 기후와 함께
이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참가자들과 보다 돈독한 연대감을 갖게 해 줍니다.
창의성의 한계를 뛰어 넘어보세요!
테이블보 위의 프로젝션 맵핑이나 이브닝 모임의 주제와
연계된 메인 주제를 해당 장소의 천정에서 내리는 장식을
이용함으로써 후원사가 원하는 바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nightfest.sg

#싱가포르체험

3D 프로젝션으로
스폰서 프로모션 하기

프로젝션
맵핑으로
축제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어 보세요

가상현실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팀 어드벤쳐
싱가포르의 연중 따뜻한 기후를 십분 활용한 야외 팀-빌딩 어드벤처나 가상현실과 게임을 위한 앱을 통해 참가자들의 단결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페이버 산 언덕에 내려 놓고, 문제 풀이식 단서 찾아가기를 통해 센토사 행 케이블 카를 탑승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문제들은 참가자들을 트랜스포머 더 라이드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 이 곳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가상 현실 체험 어드벤처로
더 얼티메이티드 3D에서 전투 장면을 완벽히 경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탑승을 마친 뒤에, 참가자들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LDR Pte Ltd
와 이벤트 기획자가 만든 싱가포르 안내 인터렉티브 모바일 앱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오-로케이션 태그 시스템인 LOTM를 이용하는데, 기획자는 스폰서를 위한 특정한 스토리라인이나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참가자들에게 특정 트레일의 위치와 지오 태그를 선택해 보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참가자들이 그 특정한 위치에 도착 하게 되면, 그들의
모바일 단말기에 특정 스토리나 미리 만들어진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벤트 기획자들도
이 인터렉티브 트레일의 마스터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ldr.sg

싱가포르 내셔널 헤리티지 보드에서 제작한 싱가포르 헤리티지 트레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 탐방로를
따라 싱가포르의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고 체험해보세요.
° 캄퐁 글람 트레일
° 제2차 세계 대전(WWII) 트레일
° 발레스티어 트레일
기타 관광지 탐방 앱:
° 포켓 트립 SG50 에디션 - 15가지 트레일 코스
° 잘란 잘란 - 싱가포르의 흥미로운 곳 탐방코스
° 크라우드 트레일 - 탐방로를 기획하고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로 역은 소셜 앱
° Gothere.sg – 싱가포르의 대중 교통을 이용해 찾아 갈 수 있는 장소 소개

독특한
팀 활동을 통해
유대감
강화하기
우수한 팀-빌딩 활동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강한 유대감을 구축하며, 단결된 응집력을 만들어
내고, 팀원들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증진 시켜 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즐거운 팀 활동은 또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팀원들간에 존중과 배려심을
키워 줌으로써, 팀 내에서 건설적 비평을 수긍하고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싱가포르체험 시간속으로 한걸음 되돌아가 보세요
수상 경력의 Journeys Pte Ltd사가 구성한 더 오리지널 싱가포르
워크스에 참여해 싱가포르의 문화 유산에 대해 배워 봅니다.
이 탐방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호텔 한 곳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에프터눈 티를 즐기면서 싱가포르에 대해 배운 것을
서로 나누도록 합니다.
더 타임 오브 엠파이어(제국의 시절) 코스는 참가자들이 콜로니얼
지역을 탐방하게 되는데, 이 곳에서 싱가포르의 식민지 유적, 국화,
사키스 형제, 현지 언론사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 그리고 유명한
“싱가포르 슬링” 칵테일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150년 역사의 성 앤드류 성당과 래플즈 호텔 방문이
포함됩니다. 이 코스는 잊지 못할 도보 코스로 이 번화한 현대
도시의 심장부에 자리한 역사적인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 첫 발상지인 레플즈 호텔의 롱바에서 제공하는
싱가포르 슬링 잔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체험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journeys.com.sg
세인트 앤드류 성당

싱가포르의 다채로운 경관과 문화를 통합하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팀-빌딩 활동을 통해 팀원들간에
보다 강력한 단결심을 다져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이글루

고공의 전망을 즐기며
영감을 얻는 회의

#싱가포르체험

하늘 높이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어트렉션의 한 곳에서
혁신 회의의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기획해보세요.
높은 공간에서 조망하는 전경으로 참가자들의
창조력에 영감을 주고 동기유발을 꾀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퍼시픽 월드와 함께, 싱가포르 플라이어의 28.4-미터
x 7-미터 규모의 유리 캡슐 안에서, 참가자들의 팀워크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캡슐에 28명의
참가자가 탑승할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탑승 시간 동안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필요한 작업용
테이블, 플립 차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분의 탑승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을 정해 참가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 도전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찾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세팅된 냉방 캡슐 안에서
싱가포르 시티 스카이라인의 아찔한 전경과 거대한
항구를 조망하며 머리 속에 영감을 떠올려,
5분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싱가포르 플라이어

참가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케이블 카 탑승을 추천합니다. 팀들은 케이블
카 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집중하고
그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센토사 라인은 참가자들을 3곳의 정거장 - 멀라이언,
임비아 룩아웃 그리고 실로소 포인트 역으로 이동시켜
주는데, 센토사의 숨막힐 것 같은 다양한 경관을
전해 주며, 수풀 속에 자리한 여러 곳의 관광지들은
다양한 토론의 주제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pacificworld.com
www.singaporeflyer.com
www.mountfaber.com.sg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의
이글루에서
벗어나 보세요
참가자들에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 활동 프로그램으로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더해줍니다. 참가자들은 후원사의 스포츠웨어를 차려 입고,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내에 자리한 팝업식 냉방 처리된 행사용 이글루에 입장할 준비를 합니다.
스폰서 로고는 참가자들에게 브랜드 노출이 잘되도록 이글루 내부와 주변에
부착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싱크아웃 이벤트에서 구성한
대규모 탈출 게임을 위해 안에 가두어 집니다. 밀폐된 환경, 템포가 빠른 음악
사운드트랙이 함께 하며, 압박속에서 참가자들이 단결해 작업을 수행하며 팀 빌딩을
위한 구조를 새로이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도전과제를 해결하게 되면, 참가자들은 신선한 공기와 태양아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 게임의 예 중의 하나는 내셔널 스타디움에 마련된 장애물, 트랙
그리고 문제 도전 코스 등으로 구성된 미니 올림픽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sportshub.com.sg
www.thinkoutevents.com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는
비즈니스 이벤트 그룹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 워터스포츠 센터의 카약 타기
° OCBC 아쿠아틱 센터에서 아쿠아 줌마 및
에어로빅
° OCBC 아레나의 야구, 배드민턴 및 배구 경기
° 활동이 적은 참가자들을 위한 싱가포르
스포츠 박물관 관람하기.

#싱가포르체험

예술을 통한
창의력
함양하기
더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에서 이벤트를 주관해보세요. 이 곳은 2015년 11월에 개관한
비주얼 아트 박물관으로 64,000-평방 미터 규모입니다. 이전의 시청과 대법원 건물을
개조해 신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곳에서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얻게 해보세요.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들여 온 예술 작품들을 통해 참가자들의
시각적 감각을 자극하는 많은 갤러리를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를 옵션으로 진행해보세요.
리콩찬 국립 역사 박물관에서 싱가포르의 풍부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배워 봅니다.
7층 규모의 그린 빌딩인 이 곳은 8,500 평방 미터의 공간에 560,000 건의 자료 목록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지역 전역에서 수집된 표본 수백만 점 이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립 싱가포르 대학 내에 자리해 있는 이 곳은 박물관에 의해 세심하게 준비되고 보존되어
오고 있는 역사적인 유물들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경이로운 감각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nationalgallery.sg
www.lkcnhm.nus.edu.sg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

#싱가포르체험

#싱가포르체험
페라나칸 문화 탐방

정통 페라나칸 문화에 흠뻑 빠져보기
페라나칸 트위스트와 함께 요리에 도전하는 싱가포르의 인기 마스터쉐프 아시아 리얼러티 쇼로 영감을 받아 보세요!
네일 로드에 자리한 주택을 개조한 150년 역사의 바바 박물관인 더 인탄의 방문을 통해 참가자들의 문화적 감각을 일깨워 보세요.
이 곳의 소유주인 알빈 얍은 그의 수집품인 파인 차이나, 도자기, 전통 의상 그리고 보석류 등을 통해 페라나칸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두 곳의 페라나칸 키친 이야기”의 저자로 알려진 로잘린 순으로부터 전통 페라나칸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 보세요.
아쌈 커리 피시, 바비 퐁테(양조 간장을 곁들인 돼지고기 스튜) 그리고 박완 케피팅(돼지고기와 게살로 만든 미트 볼) 수프 등과 같은
호화로운 요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엣-선라이스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데, 스파이스오디세이로 유명한 요리 학교인 이 곳은
참가자들에게 세계적으로 요리에 사용되는 천연 향신료와 양념의 세계로 스릴 넘치는 여행을 떠나게 해 줍니다.
정력증강 성분, 강한 영향력 그리고 향신료와의 정신적인 연계 등으로 자신의 음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참가자들은 디너 이벤트의 일환으로 쿠킹 클래스 시간 동안 배우면서 만든 요리를 제공 받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the-intan.com
www.grandmothersrecipes.com.sg
www.at-sunrice.com

제 타이미 싱가포르에서 향수 만들기

자신만의 향수 라벨 만들기
회의 프로그램내의 브레이크아웃 세션 중의 하나로 향수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감각을 깨워
보세요. 참가자들은 싱가포르의 400여 원료 성분에서 선택해 향을 섞어 자신만의 향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워크숍은 할랄이나 100 퍼센트 천연향만을
제공합니다. 고급 인센티브 참여자들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으로 싱가포르의 좋은 추억을
향으로 만들 수 있게 해 줍니다. 소정의 최소 주문 요구사항에 맞으면 제 타이미 싱가포르가
제작하는 주문형 향수병에 향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jetaime-singapore.com

정원도시
체험하기

#싱가포르체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그들의 정신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줄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세요. 싱가포르의 풍부한 자연과 신선한 공기를 십분 활용해, 깊은 심호흡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참가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웰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객선을 전세 내어 시스터스, 세인트 존 또는 쿠수 섬
같이 인기 있는 섬들로 떠나 보세요. 풀라우 우빈의
해안이나 삼림을 청소하는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내이쳐 소사이어티 싱가포르 그리고 인터내셔널
코스탈 클린-업 싱가포르와 같은 기관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플라우 우빈은 책 자바의 본거지이며,
싱가포르의 가장 풍부하고 가장 독특한 생태계 중의
한 곳 입니다. 이 곳에는 6개 주요 서식지가 만나고
혼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1.1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변 보드
워크를 따라 걸어가면, 많은 식물들과 해양 생물들을 볼 수
있고 또, 21 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면 목도리 물총새,
밀짚머리 불불과 같은 새들을 일견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과 신선한 공기는 강력한 조화를 이룹니다. 심호흡은 허파 가득 공기를 불어 넣어 주고
근육 이완 작용을 통해 육체에 생기를 줍니다. 신선한 공기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활성화 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을 일치시켜 주고 걱정과 번뇌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쿠커리 매직과 함께 풀라우 우빈에서 팀별 야생에서
요리하기 시간을 기획할 수 있는데, 아직 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정원에서 채집한 허브 야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센토사로 돌아와 윙스 오브 타임
쇼에서 불꽃 놀이를 하거나, 149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의 긴 여객선인 로열 알바트로스에
승선해 개별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체험

로열 알바트로스

#싱가포르체험

자연속에서
심호흡 하기
요가와 음악 그리고 댄스가 결합된 독특한 라이프스타일
페스티벌을 함께하는 소울스케이프에서 이벤트를 계획해
보세요. 이 곳에서 참가자들은 육지와 수상 양쪽으로 이동
워크숍을 하며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심호흡과 편안한 여유를 줄 수 있는 전용 구성
요소들로 회의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외 요가는 현지인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활동으로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의 쇼우 파운데이션 심포니
스테이지 인근의 뜰에서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등재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형 단체인 경우,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더 메도우
잔디밭에서 요청에 따라 최대 30,000명까지 참가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교외 지역으로 나간다면, 주롱 호수
근처에 자리한 차이니스 가든이나 일본식 가든의 조용한
장소를 잡아 타이 치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soulscape.sg
www.sbg.org.sg
www.yoursingapore.com/see-do-singapore/
nature-wildlife/parks-gardens/
chinese-garden.html

크루즈 타고
섬 여행 떠나기

야외 요가
북동지역 강기슭 루프

도보 그리고
자전거로
싱가포르의
자연 여행지
탐방하기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islandcruise.com.sg
www.nss.org.sg
www.cookerymagic.com
www.sentosa.com.sg
www.tallship.com.sg

멕리치 보호지구의 산림 지역 안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싱가포르의 화수분 속으로 하이킹을
떠나 보세요. 현지 자선 기금모금 걷기대회를 기획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트리톱 워크를 지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봅니다. 멕리치의 긴 하이킹
코스 여러 개 중의 하이라이트로 참가자들을 성숙된
이차림의 각기 다른 단계를 지나게 해 줍니다.
특히 이 걷기 대회를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하는
경우, 참가자들은 브랜드를 인식하도록 이벤트
스폰서 로고가 들어간 밝은 색 티셔츠를 입습니다.
북동지역 강기슭 루프를 따라 26킬로미터에 이르는
경치 좋은 사이클 여행을 기획해보세요.
이 길은 4곳의 공원이 연결되어 있고, 싱가포르의
북동부 해안에 숨막힐 듯 아름다운 파노라마 경관을
선사합니다. 이후 풍골 거주지역의 14개 먹거리
시설 중의 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지 바이 더 베이의 시원하고 멋진
음료와 함께 사이클 슈즈를 벗을 수 있고,
또 풍골 씨푸드 또는 하우스 오브 씨푸드
레스토랑에서 푸짐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nparks.gov.sg
www.punggolsettlement.com

싱가포르는 단체 방문이 가능한 다양한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 동물 리조트 –
www.theanimalresort.com/home
° 창이 물고기 양식장 –
www.w3studio.net/fishery  
° 볼리우드 채소 농장 –
www.bollywoodveggies.com
° 오스 나비 및 트로피컬 수경재배 농장 –
www.ohfarms.com.sg
° 헤이 젖소 농장 –
www.haydairies.com.sg

싱가포르
나이트라이프
탐방하기

#싱가포르체험

세계적인 주요 여행목적지인 싱가포르는 야간에 생기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이 곳은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해가 진 뒤에 시원한 날씨까지 따분할 틈이 없는
곳입니다. 이 도시의 흥미진진함과 생동감은 현지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울리고,
뎀시 힐과 클락 키와 같은 곳에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야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지역인 부기스 스트리트와 오차드 로드를
따라 해거름부터 싱가포르에는 하고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두워진 뒤
빛을 발하는
미식가를 위한 풍미

참가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유발을 꾀할 수 있게 해줄 저녁시간을 특별 프로그램
구성으로 성공적인 하루를 기념합니다.
싱가포르 피나코덱 드 파리의 더 컬렉션 갤러리

참가자들의 미각을 고조시키고, 싱가포르의
독특한 음식 체험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영양을
듬뿍 공급해 보세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수퍼트리 글로브
사진: 에드워드 티안

#싱가포르체험
#싱가포르체험

예술 장면 같은
신비로움
그리고
야식 즐기기

박물관 또는 아트 갤러리에서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해 보세요. 팀 빌딩 훈련 전문
파트너인 더 에스케이프 아티스트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와 싱가포르 피나코텍 드 파리의
컬렉션 갤러리의 케비닛 오브 큐리오서티(호기심 전시관)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을 구성해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파리에서부터 싱가포르에 이르는 그들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들을
풀어 나갈 실마리와 해답을 찾아서 갤러리를 살펴 나가게 됩니다. 이 게임의 흥미와 신비로움을
더하기 위해 조명을 활용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을 이용해 만든 프랑스-싱가포르 퓨전 요리가 만찬으로
제공 됩니다. Space@FCAC(싱가포르 피나코덱 드 파리의 이벤트 공간)은 해당 기업의 브랜드나
회의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다채롭고 화려하게 장식 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진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며, 단서 제공 시트로부터 디너 장소 카드와 메뉴에
이르기까지 이벤트에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전용 해시태그나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태그 된 이미지들을 행사장 벽에 프로젝트로 보여 주면, 저녁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theescapeartist.sg
싱가포르는 여러분의 감정을 휘저어 놓고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세계 수준의 박물관과
아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 자리한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 아트사이언스 박물관(ArtScience Museum)–www.marinabaysands.com/museum
 시안 문명박물관(Asian Civilisations Museum)–www.acm.org.sg  
° 아
 트 & 디자인 MAD 박물관 (MAD Museum of Art & Design)
° 아
–www.madmuseumsingapore.com
 가포르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Singapore)–www.nationalgallery.sg
° 싱
°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Singapore)–www.nationalmuseum.sg
 가포르 아트 박물관(Singapore Art Museum)–www.singaporeartmuseum.sg
° 싱

코너 하우스

식물과
동물에
빠져들다
석양이 지기 직전에 행사 참가자들을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의 내셔널 오키드 가든으로
안내해 보세요. 3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 조경된 이 곳에는 1,000 여종의 화려한 식물
종과 2,000 종의; 변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약 600 종의 식물과 변종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키드 가든에 마련된 4가지 색상 지역별로 나뉘어 관람 할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 참가자들은 팀-빌딩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눈가리개를 한 팀원은 눈가리개를 하지 않은 팀 동료의 도움을 받아 도보 트레일의
방향을 잡아 나아갑니다.
꽃들의 향기 그리고 분수와 폭포의 평화로운 소리들을 들으며 그들의 감각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보상으로 코너 하우스에서 가스트로-보타니카
저녁 식사를 체험하거나 할리아(말레이 말로 생강을 뜻함) 레스토랑에서 이스트 미트
웨스트 저녁 식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곳은 진저 가든의 화사한 생강 꽃들 사이에
자리 하고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참가자들로 하여금 평화와 고요의 감각을 최고조로
간직한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으로 떠나게 해 보세요.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sbg.org.sg

르윈 테라스는 100년이 넘은 전쟁전의 흑백톤의
콜로니얼 풍의 방갈로 건물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일본-프랑스 퓨전 요리로 싱가포르의 콜로니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해 줍니다.
포트 케닝 파크의 신록 사이에 자리한 이 방갈로는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싱가포르 총 지휘관이었던
E. O. 르윈 소장의 이름을 따왔으며, 힐 스트리트의
중앙 소방서 서장의 관저로 한때 이용된 곳입니다.
타마린드 힐은 라브라도 내이쳐 리저브 보호지구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셋을 볼 수 있는 곳 중의 한 곳인
이 보호지구에서 저녁을 보내게 됩니다.
도시를 벗어나 타마린드 힐에서 연회를 가지며,
시그니처 메뉴인 타이-버마 요리로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풍부하게 해 줄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바라다보는 멋진 바다 전경과 초록의
수풀은 참가자들의 숨을 멈추게 합니다.
인도친의 수퍼트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독특한 연회
장소 중의 하나로 서양식과 퓨전 요리를 제공합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수퍼트리 글로브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OCBC 스카이워크로부터 수퍼트리
라이트 쇼의 현란한 조명으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야간에 즐기는 환상적인 저녁식사를 선사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이벤트를 맞춤
기획해보세요:
www.lewinterrace.com.sg
www.tamarindrestaurants.com/
tamarind-hill-singapore.html
www.indochine-group.com/home/
locsingapore-supertree.php

싱가포르에서
인센티브 여행이나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단체 여행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다양한 인센티브 여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BEiS 싱가포르 비즈니스 이벤트
가용 비용 예산의
비율에 따른
기금 지원

이벤트 유형

회의, 인센티브 여행
협회 컨벤션
컨퍼런스, 전시회

개최지 보안 확보를
위한 시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15년 지원

사업 파트너 소개,
마케팅 및 홍보 등과 같은
맞춤형 지원 제공

SMAP 싱가포르 MICE 우대 프로그램
이벤트 유형

회의, 인센티브 여행
협회 컨벤션
컨퍼런스, 전시회

30% - 50%
이벤트 유형에 따른
비용 예산의
기금 지원의 비율

싱가포르 항공의
무료 이코노미석
항공권
항공요금에 대한
최소 지출 제공

기타 우대 사항으로

추가
체크인 화물
허용 그리고
무료 광고 제공

귀하의 이벤트가 신규, 재 개최 또는 기존의 행사이든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yoursingapore.com/mice
또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secb@stb.gov.sg 로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