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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소개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의 한국경제인 단체를 대변하는 싱가포르 내 대한민국 대표 경제 단체이자, 2만 4천 회

원사 네트워크가 구축된 SBF(싱가포르 최대 경제단체)의 주요 단체 멤버입니다. 1980년대부터 싱가포르에서는 대사관 주관

으로 상사 대표 및 교포 상사 일부 대표를 선정하여 매월 경제협의회가 열렸으며 1990년대 들어와서 분기별 한 번씩 모여 한

국 수출입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세계 경기 흐름을 서로 공유하여 업무에 큰 도움을 받았고 이에, 1997년 금융위기로 IMF에 

도움을 청하고 경제가 어렵게 되자 경제관계를 총괄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관 총망라하여 회원제

로 운영되는 상공회의소를 각 나라의 한국경제단체를 총합하여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서도 1997년 10월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가 출범하게 되었고 각종 유익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각종 세미나, 국익과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학교 설립과 이전, 한인회관 구입에 필요한 현지 모금

액의 대부분을 상공인들이 기여했으며 건강한 한인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의 모든 활동은 회원기업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회원가입 안내
상공회의소 회원은 2가지 종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회원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i) 한국에서 진출한(공,사)기업,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지사(점) 및 사무소, 경제단체 

ii) 싱가포르 법에 의하여 한국인이 설립한

현지법인 및 개인사업자

i) 한국과 사업적 이해관계를 지닌

싱가포르 내의 외국법인

ii) 싱가포르 소재 외국기업으로서

한국인 근무자가 있는 기업

주요 활동 및 회원 혜택
1. 세미나 및 행사 참석

2. 유용한 정보 및 싱가포르기관(SBF, SICCC 등)주최 세미나 초청 및 공유:

- 비즈니스 관련 개정되는 법률 소식 등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여 회원사에게 제공

- 싱가포르경제유관기관 세미나 개최 시 코참회원사에 참석기회 우선 제공

- 코트라 뉴스레터 격주 발송 (싱가포르 주요뉴스 등) 

- 코참 뉴스레터 격월 발송 (회원사 소식, 유용한 정보 등)

3. 정기 간행물 수신: 

- 회원사 명부(상공인 디렉토리): 격년발행

- 코참저널: 연간지

- 모바일 회원사 명부(모바일 디렉토리): 수시 업데이트 

- 코참 주재원생활가이드, 코트라 노무가이드 등 비상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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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頭 言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원 여러분,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
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금고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용광로이며 강소국인 싱가포르에 많은 우리 기업들
이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약 3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각 분
야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특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현지의 유익한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 신속하게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한인
들을 대표해서 현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선한마당도 주최
하는 등 싱가포르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경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Living in Singapore” 도 여러분들의 싱가
포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국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   장   봉  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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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Updates On Singapore



2017년 UN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 따르면 조사한 155 국가 중 싱가포르가 26위를 차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랭크됐다. 싱가포르의 낮은 실업률, 지속적인 경제 성장, 높은 삶의 질 및 낮은 부패지수에

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Mercer 2017 삶의 질 순위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가 아시아 내에 최고 순위로 선정됐다. 도시 사회 기반 시

설이 거주 도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는데 싱가포르가 최 상단에 랭크됐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2017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뉴질랜드에 이어 2위로 랭크된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

스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사업 투자에 대한 용이함, 투자자 보호, 계약 집행 및 

소유지 등록의 용이함 등이 평가됐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투명성 기구(TI)가 뽑은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순위에 올랐

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부패를 감시하고 공표하는 비정부기구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부패 인식 지수

(CPI) 순위를 매년 발표한다. 

2017년 3월 발표된 2017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Worldwide Cost of Living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재원과 출장자의 수당 및 보수를 결

정하는 HR과 재무부서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사한 결과이다. 160개의 물품 및 서비스(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렌트, 공과금, 레크레이션 등)에 대해 400개가 넘는 개별 가격을 비교해 도출된 순위로 싱가포르는 

개인용품, 가정용품, Domestic Help(가정부) 비용은 주변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것으로 나타났지만 식료품 

비용은 중국 상하이와 비슷하고 자가용 구입 및 유지 비용은 가장 비싼 국가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7~2018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싱가포르는 스위스, 미국 다음인 세 번째 순위

에 올랐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우수한 사회기반시설, 고등교육의 기회 및 훈련의 유

연성, 시장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2015년 피사 점수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피사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년마다 수학, 과학, 독해 부분의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세계 교육 순

위를 매긴다.

2016년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 IMD는 세계 인재를 위한 개발, 유치 및 지원에 대한 등수를 발표, 싱가포르는 

15위로 아시아 국가 중 홍콩(10위)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순위는 자국 인재에 대한 투자 

및 개발, 해외 인재 활용 능력, 인재의 능력 등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내 주재원 소비자물가지수(ECPI): 1.3% 상승 [Latest on Expatriate Consumer Price Index: 1.3% 

싱가포르 정부는 2016년 1월 1) 싱가포르 경제전략을 검토하고, 2) 예전 경제전략위원회가 2010년 발표한 결

과물을 업데이트하며 3) 현재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Committee on Future Economies, CFE)를 구성했다. 싱가포르 재무장관인 

Heng Swee Keat과 통상산업부장관 S. Iswaran을 공동회장으로 하여 기타 정부기관장, 기업 CEO 등 총 30명

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는 총 5개의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1) 향후 성장산업과 시장 (Future 

Corporate Capabilities and Innovation) (2) 기업의 역량과 혁신(Future Growth Industries and Markets) (3) 직업

과 기술 (Future Jobs and Skills), (4) 도시개발과 공공기반 시설 (Future City), (5) 연결성 (Future Connectiv-

ity).

1.1

1.2

1.3

1.4

1.5

1.6

1.7

1.8

1.9

향후 기대 [Look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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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차세대 개척자(Pioneers of the Next Generation)’라는 부제 하에 7가지 전략 및 세부 제안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 전략 1) 국제적 연계성 강화 및 다양화 (Deepen and diversify our international connections) 

● 전략 2) 심도 있는 기술 습득 및 활용 (Acquire and Utilize deep skills)

● 전략 3) 기업의 혁신 및 성장 역량 강화 (Strengthen Enterprise capabilities to innovate and scale up) 

● 전략 4) 디지털 역량 강화 (Build strong digital capabilities) 

● 전략 5) 역동적이고 연계성 높은 기회의 도시 개발 (Develop a vibrant and connected city of opportunity)

● 전략 6) 산업변환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Develop and implement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 전략 7) 혁신과 성장 도모를 위한 협력 강화 (Partner each other to enable innovation and growth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3%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민 삶의 질 향상과 탄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 도시 구축을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는 빅테이터를 활용해 예측 가능 정부를 구축하여 국민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

시키기 위함이다.

싱가포르는 교육 희망자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 고용주와 구직자 등을 연계하는 Skills Future를 설립했다. 

이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기술 증진으로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선진 경제로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금융중심지 중 하나로 2017년 9월 발표된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GFCI)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중심지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싱가포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재 발굴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싱가포르는 또한 아시아의 최고 물류 허브 중 한 곳으로 해양, 제약, 화학 및 부패 가능 물품에 핵심 역량을 

갖췄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성장의 토대를 생산성 증가로 삼고 있다. 생산성 증가를 위해 아래 세 방면으로 접근

하고 있다.

(1) 기업의 신기술 도입, 근로자 교육, 비즈니스 운영 개선 을 위한 투자장려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지원

(2)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통제

(3)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증대

1.10

1.11

1.12

1.13

1.14

1.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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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주거 

Accommodation



모든 계층의 주거 지역은 2.10에 제시된 특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임대나 매입이 가능하다. 임대나 매입 가

격은 일반적으로, 거주권, 개발 연차, 지역 환경과 주거 유형, 크기, 제공된 가구와 생활 편의시설에 따라 다

양하다. 

싱가포르는 싱글 직장인부터 대가족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거를 제공한다. 

임대기간은 임대주와 임차인 간의 합의하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표준 기간은 없지만 보통 임대기간

은 1~3년이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비슷한 임대기간과 상호 간의 합의된 임대비용으로 재계약 할 수 있

는 옵션이 있다. 임차인은 보통 한 달치 임대료와 함께 1-3개월의 임대료를 보증금(계약기간에 따라)으로 지

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원금 전액이 환불 가능하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는 매달 SP Services에서 청구서가 발행되고, 이는 임대료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는 Singtel, Starhub와 M1이란 세 개의 큰 통신회사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로 위 회사는 유료 TV서비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모든 서비스는 월 정액 금액으로 비용 책정

하여 지불한다. 

임대 계약의 인지세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 계약의 인지세는 거래된 임대료에 따라 달라지며, 정

부(IRAS)에 지불된다.

대부분의 주택은 부분적으로 가구가 비치되어 있으며, 보통 에어컨, 주방 가전제품, 조명 전등, 그리고 커튼

이 포함된다. 가구가 전부 비치되어있는 주택을 원하는 경우는 임대주와 상의하여 가구 설치 비용이 반영된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주택 비용: 임대/매입 가격 [Cost of Housing: Rentals/Purchase Prices]

싱가포르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은 우편구로 09, 10, 11과 15이다. 이는 오피스 밀집 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 CBD)과 가깝고 오차드로드 및, 싱가포르 주요 상업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고급 주택일수

록 임대료가 외곽지역보다 비싸며 CBD 지역주택과 더불어 마린 퍼레이드, 어퍼 부킷티마, 발전된 공공 주

택 지역 또한 인기를 얻고 있다. 

다음은 싱가포르의 고급 주택에 대한 평균 매입가격과 임대료에 대한 요약이다. 09, 10, 11 지역에 방 2개짜

리 아파트는 평균 S$2백 20만불에 매입이 가능하며 한 달 평균 임대료는 S$5,500이다. 방 4개짜리 아파트와 

최고급 호화 아파트는 각각 월 S$8,000, S$13,000에 임대가 가능하다. (이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실 

거래가는 아래 2.9정보 참고 바람)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의 e서비스 플랫폼에서 싱가포르의 부동산 매매

가와 임대료 추이를 분기마다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물 별 36개월간 실제 거래가 또한 e-service -> 

Transaction에서 공지된다. (www.ura.gov.sg) 추가적으로 The straits Times, 부동산 중개 포털 사이트 및 부동

산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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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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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Rental Terms and Conditions]

주택 비용: 임대/매입 가격 [Cost of Housing: Rentals/Purchas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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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매입이 제한되어 있고 매입을 위해 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이나 주택에는 비어있는 

주택지, 테라스식 하우스, 반 단독주택 (두집의 한벽면이 붙어 있는 형식), 방갈로/단독주택, 비상업 목적의 

숍 하우스, 협회 부지, 종교부지, 호텔 법령조항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기숙사/서비스 아파트/하숙집 등이 

있다. 매입승인 요청서는 개별로 심사 한다. 대표적인 자격요건으로는 싱가포르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을 하고 있거나 싱가포르에 기여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인들은 싱가포르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Sentosa Cove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

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본인 그리고 직계가족의 거주지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임대 등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매입 신청서는 부동산등기법에(Residential Property Act) 따라 Con-

troller of Residential Property, Land Dealings (Approval) Unit, Singapore Land Authority, 55 Newton Road 

#12-01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안내는 전화번호 +65 6478-3444, 또

는 홈페이지 www.sla.gov.s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이 정부 승인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에는 콘도 유닛, 승인된 콘도 개발업자의 주상복합건물, 7년

이 지난 거주지의 임차 부동산, 상업용 숍 하우스, 산업 및 상업용 부동산, 등록된 호텔 및 콘도가 포함된다. 

2011년 12월 7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가 처음 소개되었고, 

2013년 1월 12일 상향 조정됐다. 영향을 받는 구매자는 기존 구매자의 인지세에 더하여 추가 구매자 인지세

를 지불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구매자들은 아래와 같다: 

a) 외국인, 회사, 파트너십, 단체/협회 

b) 싱가포르 영주권자(PR):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전체, 부분 또는 공동소유 모두 포함).

c) 싱가포르 시민권자: 2채 이상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전체, 부분 또는 공동소유 모두 포함)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요약 표

재산세는 집, 건물, 토지를 포함한 모든 싱가포르의 부동산에 부과된다. 소유주는 매년 1월에 재산세를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부동산 가치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이 임대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간 임대료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점진적 부동산 세제 도입을 발

2.10

2.11

2.12

2.13

2.14

2.15

재산세 [Property Tax]

구매자 1번째 재산 2번째 재산 3번째 & 후속 부동산 매입

싱가포르 시민권자 면제 7% 10%

싱가포르 영주권자 5% 10% 10%

외국인 (개인이 아닌 회

사, 공동체, 단체/협회)
15% 15% 15%

제한사항 [Restrictions]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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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점진적 세금 구조는 다음과 같다.

비거주 소유자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 세율은 아래와 같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AS 웹사이트 www.iras.gov.sg

Property > For Home Owners > Do I have to pay Property Ta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주거 재산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1) 토지가 비활용 상태여야 한다. 

2)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또는 이용료나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징수되지 않아야 한다.

3) 소유주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부동산에 대해 혜택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자가 거주지의 양도를 불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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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가치($) 2015년 1월 1일부터 재산세

First $8,000

Next $47,000

0%

4%

$0

$1,880

First $55,000

Next $15,000

-

6%

$1,880

$ 900

First $70,000

Next $15,000

-

8%

$2,780

$1,200

First $85,000

Next $15,000

-

10%

$3,980

$1,500

First $100,000

Next $15,000

-

12%

$5,480

$1,800

First $115,000

Next $15,000

-

14%

$7,280

$2,100

First $130,000

Above $130,000

-

16%
$9,380

연간 가치($) 2015년 1월 1일부터 재산세

First 30,000

Next $15,000

10%

12%

$3,000

$1,800

First $45,000

Next $15,000

-

14%

$4,800

$2,100

First $60,000

Next $15,000

-

16%

$6,900

$2,400

First $75,000

Next $15,000

-

18%

$9,300

$2,700

First $90,000

Above $90,000

-

20%
$12,000



서비스 아파트 [Serviced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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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한다. 

4) 재건축은 임시 점유 허가(TOP) 날짜 또는 건축 당국의 법정 완성 증명서(CSC)에 따라 적어도 1년 동안은 

소유주가 거주해야 한다.

감면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는 토지평가로 발급된 허가증이나 싱가포르 건설청의 법정 증명서 중 빠른 날

짜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감면 가능한 더 많은 정보는 IRAS 웹사이트 www.iras.gov.sg

For Property Owners > Check your property tax concession and relie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기 또는 장기 체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갖춘 서비스 아파트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아파트는, 가구를 완비한 아파트에서 호텔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호텔에서 인당 숙박 요금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 아파트는 각 아파트 당 숙박 요금을 계산한다. 보통 2년의 임대기간을 가진 주거

용 아파트와 달리, 서비스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1주일에서부터 그 이상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서비스 아파트는 방이 1개 또는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튜디오 형 구성, 방 3개 또는 방 4개로도 

구성되어 있다. 각종 여가 시설과 더불어 비즈니스 센터 시설을 갖춘 서비스 아파트도 있다.

싱가포르 내에 서비스 아파트들은 대부분 District 9와 같이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

다. Orchard/Scotts Road에 위치한 서비스 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는, 방 1개가 평균 S$10,000불, 펜트하우스

가 평균 S$36,000불 정도로 가장 높은 임대료로 책정되어 있다. 싱가포르 강변 상업지역과 가깝고 CBD 지

역에 밀접한 Havelock/Chinatown/River Valley 지역이 서비스 아파트의 또 다른 집중 분산 지역이다. 이 주

변지역은 사이즈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균 S$8,000 임대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데이터는 www.servicedapartments.org.sg 참고 바람)

2.17

2.18

2.1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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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No.1 한인업소록 “옐로우싱” 
지금 다운받으세요!
앱스토어 키워드  Yellowsing

놓치면 후회하는 각종 프로모션 및 할인정보 제공!
옐로우싱 앱으로 싱가포르 생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싱가포르 생활 필수 앱 #1



Chapter 3 

생활 서비스 

Essential Services



공과금 Utilities

PUB는 국립수자원공사로 환경부 통제 아래에 있는 법정기관이다. 이 기관은 싱가포르 내의 상수도 관리와 

저수지,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싱가포르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지정한 식수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는 이

유 중에 하나로 PUB의 효과적인 물 처리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수도에서도 손쉽게 품질이 

좋은 식수를 이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수도세는 단순히 생산비용과 유통비용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의 희소가치도 반영하

고 있다. 수도세는 일반 수원 생산 및 공급 비용뿐 아니라 재생수, 담수 등 비전통적인 수원 생산비용 상승

을 반영한 가격이 책정된다. 수도세는 Water Tariff, Water Conservation Tax, Waterborne Fee 및 Sanitary 

Appliance Fee로 되어있다. 매월 소비되는 첫 40입방 미터에 한해 S$1.19가 부과되며, 40입방 미터 이후 추

가로 소비되는 양에 대해서는 S$1.46 부과된다. 2018년 7월 2차 인상될 비용은 40입방 미터에 한해 S$1.21

가 부과되며, 40입방 미터 이후 추가로 소비되는 양에 대해서는 S$1.52 부과된다. 추가로 수도료에는 7%

의 GST가 부과된다.

전기 및 가스 공급은 Singapore Power에서 책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230볼트의 단상 전기 공급(HDB아파

트 등), 또는 400볼트의 삼상 전기 공급을(방갈로 등) 선택할 수 있는데, 후자는 많은 양의 전기 공급을 필

요로 할 때 쓰이는 공급 방식이다.

전기료는 실제 전력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 당국(EMA)에 의해 분기 별로 검토된다. 전기료는 

연료비용(예. 발전비용)과 비 연료비용(예. 전력망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3

월 31일까지의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간당 $20.20 (GST 7% 기준 $21.61)이다. 

AC 전원은 50Hz 주파수로 공급된다. 싱가포르의 표준 전압은 220V/240V이다. 전자 장치 또는 높은 전압에

서 작동하는 장비는 적절한 변압기가 없는 한 싱가포르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주거

지에 있는 AC 전원 소켓은 일반적으로 3핀 유형 G소켓이지만 일부 전기제품에는 2핀 유형 C플러그가 제

공된다. 멀티 소켓 어댑터는 슈퍼마켓 또는 하드웨어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SP Services 사는 Singapore Power의 자회사로, 싱가포르 내의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의 소비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또한 PUB의 대리인으로 수질과 위생기기 비용 관련 청구서 발행 및 징수를 책임지

고 있다. 더불어 800 Super Waste Management Pte Ltd, Colex Holdings Ltd, SembWaste Pte Ltd, Veolia 

ES Singapore Pte Ltd를 대신하여 쓰레기 수거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물절약세 및 

GST도 징수한다. 

싱가포르 유일의 파이프 가스 공급 업체는 City Gas이다. City Gas는 Power Gas의 유한회사에서 분리되

어 현재는 Keppel Infrastructure Trust 출자 자회사다. City Gas의 핵심 사업은 모든 가정 및 상공업 고객을 

위한 파이프 가스 생산 및 판매이다. 일반 가스 요금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Kwh 당 

S$18.04 (GST포함 S$19.30)이다. 

공과금(Utility Bill)에는 수도, 전기, 가스 요금, 그리고 공과금 이외 별도 요금(Non-utility charges)이 추가

된다. 처음 소비되는 수돗물 40입방 미터에는 30%의 세금이, 이후 소비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45%의 세

금이, 그리고 입방미터당 S$28.03의 수질 요금이 별도 요금에 포함된다.

3.1

3.2

3.3

3.4

3.5

3.6

3.7

3.8

3.9

공과금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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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비용은 주거형태 그리고 각 구역의 폐기물 수거 담당 회사별로 다르다. 각 위생설비 시설에 대

해 매달 S$2.8037의 요금이 부과된다. 연체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에는 GST가 붙는다. 

응급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서비스 번호는 아래와 같다. 경찰 응급 상황의 경우 서비스 번호는 999이고 긴

급 구급차 및 화재의 경우 서비스 번호는 995이다. 긴급전화번호의 전체 목록은 싱가포르 정부가 유지하는 

비상 전화 웹 사이트인 www.gov.sg/being -prepared/home 를 참고 바란다.

싱가포르에는 Singtel, Starhub 및 M1이라는 3개의 유무선 통신회사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

사에는 Singtel, Starhub, M1 및 MyRepublic이 있다.

소비자들은 개인 유선전화나 사업용 유선전화로 SingTel, StarHub 및 M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제 전화 

같은 경우에는, SingTel, StarHub, M1외에 다른 여러 회사의 통신망 중에 골라서 이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내에서 공중전화 이용 시, 2분 통화요금은 10센트이다.

통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웹사이트인 www.ida.gov.sg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ingtel Home Line 회선 이용료는 매 3개월간 S$29.43(7% 부가세 포함)이며 1회 설치비 S$53.50(7% 부가세 

포함 및 첫 50m 신규 전화선 S$53.50(7% 부가세 포함)설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Home Digital Line은 고속 데이터 통신망(Broadband)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 전화 서비스이다. 이를 이

용하면 매달 유선전화 이용료 S$9.81 (7% GST포함)로 국내 유선전화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전화는 수신자 부담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info.singtel.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rHub의 Digital Voice Home은 매달 이용료 S$10.49(7% GST 포함)에 무제한 국내 통화 수신 및 발신할 

수 있다. Home 고속 데이터 통신망(Broadband) 및 TV 이용 고객은 같은 서비스를 S$2.10(7% GST 포함)할

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StarHub은 휴대가 편리한 장치 (Integrated Access Device 또는 IAD) 또는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프트폰을 위한 Digital Voice Global Service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들은 고속 데이터 통신망 접

속 망과 전화기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나 해외에서 거는 국제전화가 일반적으로 StarHub IDD 018 요금제

를 적용하는 것에 반해, 이 서비스로 다른 Digital Voice Global 회선이나 싱가포르 전화번호로 통화하는 것

은 해외 어디서든 무료이다. Digital Voice Global의 매월 이용료는 S$10.49(7% GST 포함)이며 1회성 요금

은 S$21.40(7% GST 포함)이다.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유선 전화 통신 - StarHub [Fixed Line Telephony - Star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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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전화 통신 - SingTel [Fixed Line Telephony - SingTel]



Digital Voice Home과 Digital Voice Global 사용자는 부가서비스 (Itemized Bill, Call Divert, Incoming Call 

Barring, Caller Number Non-Display 등)를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가서비스에는 매달 이용료가 부

과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starhub.com/personal/support/voice/digital-voice-home.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M1 광대역 브로드밴드 가입 시 무료로 무제한 국내 통화 수신 및 발신, 무료 번호 이동, 할인된 IDD 국제

전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www.m1.com.sg/Personal /FAQ/HomeBroadband/FixedVoi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유일의 공공 우편 면허 소지자(PPL)인 SingPost는 우편, 물류, 소매업 및 투자 서비스를 개인부터 

회사에까지 폭넓게 제공한다. 국제화물 운송 업체 및 상업서류 송달 업체들 또한 이용 가능한데 많은 회사

들이 효율적인 포워딩 및 국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지역 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34개의 정규은행이 있으며 그중 6개의 싱가포르은행이 3개의 은행 그룹 안에서 운영된다. 나

머지 28개는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외국 은행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한 입국 허가증 혹은 

고용 비자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싱가포르 거주 주소 역시 제시해야 하는데, 이 주소는 유틸리티 요금 청

구서, 신용카드 명세서 또는 임차 계약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은행뿐 아니라 다이너스 클럽, AMEX 및 JCB와 같은 기관에서도 발행한다. 카드 종류 및 발급 

은행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최소 소득 요건은 일반적으로 연 S$40,000불 부터 시작되며 신청자는 

싱가포르에 거주해야 하며, 유효한 고용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여성 가사도우미의 평균 임금은 주택지의 크기, 가족 구성원 수, 노동시간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다. 요리, 아이 돌보기, 집 안 청소를 하는 Full-time 외국인 가사도우미 (FDWs)는 일반적으로 S$550의 월

급을 받으며, FDW 고용기관을 통해 고용할 수 있다. 현지인을 Part-time 가사도우미로 채용할 시, 시간

당 S$12~20을 지불해야 한다. 정원사는 Part-time 계약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개인 운전기사는 매월 평균 

S$1800으로 채용이 가능하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수당 금액이 커진

다. 

외국인 가사도우미(FDWs)의 고용주는 매월 S$265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 부담금은 가사도

우미가 싱가포르에 도착 후 1일이 지났을 때부터 부과된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인 경

우, 추가 부담금은 도우미가 도착하고 4일이 지난 뒤 (도착일 제외)부터 부과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6

개월마다 싱가포르 의사가 시행하는 의료검진을 받아야 한다.

유선 전화 통신 - M1 [Fixed Voice Telephony - M1]

우편 서비스 [Postal Service]

은행 서비스 [Banking Service]

가사도우미 [Domest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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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고용법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등 

전반적인 비자/고용에 관한 정보

Ministry of Manpower (MOM)

www.mom.gov.sg

싱가포르 영주권, 비자 및

입국 필요조건에 대한 정보

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 (ICA)

www.ica.gov.sg

싱가포르에서 법인설립 및

사업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 

Economic Development Board

www.edb.gov.sg

SPRING Singapore

www.spring.gov.sg

EnterpriseOne

www.enterpriseone.gov.sg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

www.acra.gov.sg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 사설 교육기관 및

등록된 기관 리스트에 대한 정보

Ministry of Education

www.moe.gov.sg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www.cpe.gov.sg

고용주들은 새로 고용하는 모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해 의료 보험을 들어줘야 하며, 기존의 고용된 외

국인 가사도우미의 Work Permit 비자 갱신 시 의료보험 갱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보험은 외국인 가사도

우미가 싱가포르에서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병원 입원과 간단한 의료 수술을 위해 들어줘야 하는 것이

며, 보험 보장 금액은 최소 S$15,000불 이어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해 보상범위 한도가 

최소 S$40,000불인 개인상해보험(Personal Accident Insurance)도 들어줘야 한다. 보험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상금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인이나 혹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수혜자가 받게 된다. 

인력자원부는 모든 고용주가 매주 휴일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동의하에 휴일에도 근무해야 할 경우 별도의 보수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제공해야 한다. 2013년 1월 1

일부터 취업 허가가 발급되거나 갱신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주간 휴일이 적용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Work Permit 신청은 싱가포르 고용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웹사이드 www.

mom.gov.sg 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Work Permit 비자 신청비용은 $30 이며 아래 연락

처에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MOM Services Centre

Ministry of Manpower

● 1500 Bendemeer Road Singapore 339946

● Email: mom_wpd@mom.gov.sg

● MOM Contact Centre: 6438 5122

다음은 국외 거주자가 정부 기관과 상호 작용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정부 기관 목록이다.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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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Public Secto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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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정보
Ministry of Law

www.mlaw.gov.sg

싱가포르 세금 정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IRAS)

www.iras.gov.sg

싱가포르 전반적인 정보
Contact Singapore

www.contactsingapore.sg

정부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SingPass를 Password로 사용한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 출장비자 소지자, 동반비자(DP) 소지자 및 15세 이상 특정 취업비자 소지자는 SingPass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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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Lower Delta Road, Motorway Building Singapore 169205
장민경 

Chloe Chang 

+65 9327 9000 motorwaykr chloe@motorway.com.sg

싱가폴에서 운전하기

자동차 구매하기

한국 운전면허 간단하게 싱가포르 
면허로 바꾸기

차량 렌탈/리스  

한국운전면허는 간단한 Basic Theory Test 
(BTT) 로 싱가포르 면허 바꿀수있습니다.

그러나 50만점에 45점의 높은 커트라인 
으로 높은 불합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COE
싱가포르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 
Certification Of Entitlement (COE) 
차량수 통제를 위해 매달 정부에서 정해진 
수량에 따라 수요자들이 경매를 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경제사정이나 수요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대출
자동차 공개 시장가치 (OMV: Open Market 
Value) 가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70% 2만 
달러 이상인 경우 60% 까지 대출 받을수 
있으며 대출 기한은 7년 입니다.

중고차 구매나 신차구매는 차량관리 및 
세금관리 가 골칫거리 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근무등 일정기간동안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렌탈/리스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세금관리부터 챠량 정기 
서비스 24시간 출동서비스까지 원스탑 
솔루션 모터웨이와 함께하세요!

차량/리스/렌탈/면허 에 관한 무료 컨설팅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혹시 알고계신가요?

싱가포르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국제면허로 운전을 하면 
불법입니다

사고나 분쟁시 무면허로 
간주되오니 미리미리 체크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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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차량 규제 및 차량 사용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있

다. 이러한 방안에는 신규 차량등록을 규제하는 할당제 시스템, 신규차량등록세, 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그리고 연간 자동차세(도로세) 징수가 있다. 

차량할당제 시스템 Vehicle Quota System

차량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Certificate of Entitlement (COE)를 취득해야 한

다. 입찰에 성공하면 차량 할당 수수료만 내면 된다. 정해진 수의 차량등록 자격을 위한 입찰은 COE 공개 

입찰 시스템 하에 한 달에 2번씩 이루어진다. COE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만기 시 차량 소

유자가 등록된 차량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이전 세 달 간의 평균 할당 수수료를 내고 10년간 유효한 

COE를 갱신하면 된다. 선택적으로 기존 COE를 5년 동안만 갱신하고 싶은 소유자들은 할당 수수료의 50%

만 내고 5년간 유효한 COE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짜리 COE는 기간이 만료 이후 연장이 불가능하

며, 5년 COE를 선택한 소유자들은 5년이 지나면 차량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동차세 Motor Vehicle Tax

모든 수입차량은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승용차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납

부하면 된다. 소비세 외에 납부되어야 할 승용차 등록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비 [Registration Fee]: 승용차 등록비는 S$140이다.

● 추가 등록비 [Additional Registration Fee]: 추가 등록비는 승용차를 등록할 때에 부과된다. 추가 등록비

는 공개 시가(Open Market Value(OMV))의 비율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 자동차세(도로세) [Road Tax]: 개인 휘발유 차량, CNG, petrol-CNG 차량 혹은 디젤 차량의 자동차세(도

로세)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한다. 6개월 간 요금 표는 다음과 같다.

EC ≤ 600 cc $200 x 0.782

600 cc < EC ≤ 1,000 cc [$200 + $0.125 x (EC - 600)] x 0.782

1,000 cc < EC ≤ 1,600 cc [$250 + $0.375 (EC - 1,000)] x 0.782

차량 수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NE MOTORING 포털인 www.onemotoring.com.s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0년 된 승용차의 자동차세(도로세) 갱신은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차량 점검의 통과 여부에 따르며, 10

년 이상이 된 차량은 매년 차량 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10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도로세)의 

10~50%에 해당하는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다.

차량 할당제 시스템 [Vehicle Quota System]

자동차세 [Motor Vehicle Tax]

Engine Capacity (EC) Road Tax Formula (per 6-monthly)

EC ≤ 600 cc $200 x 0.782

600 cc < EC ≤ 1,000 cc [$200 + $0.125 x (EC - 600)] x 0.782

1,000 cc < EC ≤ 1,600 cc [$250 + $0.375 (EC - 1,000)] x 0.782

1,600 cc < EC ≤ 3,000 cc [$475 + $0.75 (EC - 1,600)] x 0.782

EC > 3,000 cc [$1,525 + $1 (EC - 3,000)] x 0.782

Age of vehicle Annual Road Tax Surcharge

More than 10 years old 10% of road tax

More than 11 years old  20% of road tax

More than 12 years old 30% of road tax

More than 13 years old 40% of road tax

More than 14 years old 50% of road tax

교통 Moving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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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기존 탄소 배출 차량 제한 제도를 대체

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은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제도(VES)를 소개하며 모든 자동차, 택시 그리고 새롭게 수

입된 중고차에 적용 예정이며 기존 탄소 배출(CO2) 차량 제도(CEVS)에 더해 4가지 추가적인 성분 배출

Hydrocarbons (HC), Carbon Monoxide (CO), Nitrogen Oxides (NOx) and Particulate Matter (PM) 차량에 대

한 제도(VES)이다. 각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리베이트(환급)와 추가요금은 아래 테이블 1을 참고하면 된다.

Table 1: VES Banding Rebates and Surcharges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자동차 구매자가 환경을 생각하는 배기가스 배출 낮은 차량 구매를 장려하고 있고 

특히 택시에 대해 50% 넘는 더 높은 환급/추가금 제도를 시행함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택시회사가 배기가

스 배출 낮은 차량을 선택하도록 독려한다. 이 VES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

록되는 모든 차량 및 택시에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통한 전기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라 

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이른 차량 교체 시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Preferential Additional Registration Fee (PARF)라는 제도가 시

행되고 있다. 차량이 10년 되기 이전에 차량등록을 취소하고, 모든 PARF 자격조건을 충족한 차량 소유자

는 추가 등록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PARF 환불은 새롭게 교체할 차량을 등록할 때 드는 차량등록

세, 추가 등록비, 그리고 할당 수수료 등 각종 차량세와 수수료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4.5

4.6

4.7 

배기가스 배출 제도 [New Vehicular Emissions Scheme]

선택적인 추가 등록비 혜택 [Preferential Additional Registration Fee]

 Bands
CO2

(g/km)
HC

(g/km)
CO

(g/km)
NOx

(g/km)
PM

(mg/km)

Rebate/
surharge(-/+)
for cars ($)

Rebate/
surharge(-/+)
for cars ($)

A1
A1

≤90
A1

≤0.020
A1

≤0.150
A1

≤0.007
A1

=0.0
-20,000 -30,000

A2
90<
A2

≤125

0.020<
A2

≤0.036

0.150<
A2

≤0.190

0.007<
A2

≤0.013

0.0<
A2

≤0.3
-10,000 -15,000

B
125<
B

≤160

0.036<
B

≤0.052

0.190<
B

≤0.270

0.013<
B

≤0.024

0.3<
B

≤0.5
0 0

C1
160<
C1

≤185

0.052<
C1

≤0.075

0.270<
C1

≤0.350

0.024<
C1

≤0.030

0.5<
C1

≤2.0
+10,000 +15,000

C2
C2

>185
C2

>0.075
C2

>0.350
C2

>0.030
C2

>2.0
+2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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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격 [Prices of Cars]

유류 가격 [Fuel Prices]

Age at De-registration
PARF Rebate (For cars registered with COEs obtained

from May 2002 tender exercise onwards)

Not exceeding 5 years 75% of ARF (Additional Registration Fee) Paid

Above 5 years but not
exceeding 6 years

70% of ARF

Above 6 years but not
exceeding 7 years

65% of ARF

Above 7 years but not
exceeding 8 years

60% of ARF

Above 8 years but not
exceeding 9 years

55% of ARF

Above 9 years but not
exceeding 10 years

50% of ARF

Above 10 years Nil

PARF 환불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차량 소유자는 차량 교체 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9월 1일 이전에 등록

된 수입 중고차량은 PARF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더 자세한 정보는 One. Motoring 웹사이트 www.onemo-

toring.com.s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F 혜택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추가 등록비(ARF), 수입 관세, 1년 자동차세(도로세), 차량등록비, 그리고 COE를 포

함한 인기 있는 차량 모델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표시된 가격은 참조용이며 자동차의 가장 최신 가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판매 업체에 문의하거나 One 

Motoring 웹사이트에서 새로 등록된 차량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www.onemotoring.com.sg

현재 싱가포르에는 Esso, Shell, Caltex 및 Singapore Petroleum Company(SPC) 4개의 가솔린 회사가 운영 중

이다. 2017년 9월 무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S$2.14에서 S$2.41(옥탄92,95,98)이며 디젤 연료는 1리터 당 

S$1.52이다. 가격은 2017년 9월 28일 SPC 웹사이트에서 발췌했으며, 모든 주유소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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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9

BMW 520i S$234,800.00

Honda Odyssey 2.4 MVP S$160,000.00

Mercedes Benz E250 (Avantgarde) S$246,888.00

Toyota Camry 2.5  (A) S$149,888.00

Volkswagen GOLF 1.4 S$110,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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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시행된 도로 통행료 징수(ERP) 시스템은 제한구역(Restricted Zone)에 적용했던 Area Licensing 

Scheme (ALS)과 선정된 고속도로에 적용했던 Road Pricing Scheme(RPS)을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현재 총 

76 구역에서 ERP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으며, 중심업무지역(CBD)에는 26개,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38개, 그리고 오차드 거리에 (Orchard Cordon)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ERP 시스템은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이루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로망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전의 수동식 시스템과는 다르게, ERP는 시간대와 지역별로 교통혼잡 정도

에 맞게 융통적으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ERP 요금은 매 분기 검토된다. 

ERP 시스템은 ERP 운영시간에 차량이 ERP 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기계(In-vehicle 

Unit)와 충전카드(CashCard)에서 자동적으로 ERP 요금이 차감되는 것이다.

2003년 2월 4일부터, Land Transport Authority (LTA)는 점진적인 ERP 요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연속

된 시간대 사이의 급격한 ERP 요금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연속된 시간대의 ERP 구간 교통량

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완충 ERP 요금은 두 개의 연이은 시간대의 ERP 요금차이가 1달러 이상일 때 적용된다. 책정되는 요금은 

다음과 같다. 

완충 ERP 요금 = 이전 ERP 요금 + 1/2 x (다음 ERP 요금 - 이전 ERP 요금)

ER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onemoroting.com.sg 에서 확인하면 된다. 

VEP 제도의 따라 해외 등록 자동차 및 오토바이는 싱가포르의 차량 운영비용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VEP 

수수료가 부과된다. 싱가포르의 차량 소유비용은 외국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15일부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Second Link(Tuas 검문소)와 Causeway(Woodlands 

검문소) 모두 왕복 방향으로 통행료를 징수한다.   

해외 등록 차량에게 부과되는 VEP 요금과 통행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LTA는 2000년 4월 1일부터, VEP/

통행료 요금의 자동화 시스템과 Autopass 카드를(맞춤형 스마트카드로 해외 등록 차량의 출입허가증과도 

같음) 도입하였다. 이 자동화 시스템은 이전의 수동식 VEP과 통행료 쿠폰제도를 대체하고 있다. Autopass 

카드는 운전자들이 Woodlands나 Tuas 검문소를 통해 싱가포르로 들어올 때 구입이 가능하다. Autopass 카

드는 S$10에 구입이 가능하며, 이것은 현금 잔액 S$4와 환불 불가 보증금 S$6이다. 운전자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모든 7-Eleven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카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검문소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 

Autopass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삽입하여 VEP 요금과 통행료를 쉽게 지불할 수 있다.

LTA는 정기적으로 VEP 요금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고 있다. 해외 등록 승용차의 일일 VEP 요금은 현재 

S$35이며, 오토바이는 S$4 (공휴일, 주말 제외)이다.

VEP 요금과 통행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Electronic Road Pricing (ERP)]

차량 출입허가 제도 [Vehicle Entry Permi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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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P 요금 (해외등록 승용차와 오토바이) [VEP Fees (For foreign registered cars and motorcycles only)]

* During the Singapore mid-year and year-end school holidays, VEP fees will apply from 2am to 12 noon

* Vans/Light Goods Vehicles are defined as those having 2 axles or 6 wheels or less.

2005년 6월 1일부터, 모든 해외 등록차량 운전자에게 매년 10일간은 VEP가 면제된다. 이것은 해외 등록 자

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매년 10일 동안은 VEP 요금을 면제받고 싱가포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을 뜻한다. 면제된 10일을 소진한 뒤부터는 본래의 VEP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행료는(위 표) VEP 요금 

면제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통행료 및 VEP 요금은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 Woodlands나 Tuas 검문소

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Autopass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VEP와 통행료 제도 그리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운전 가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TA 웹사이트 www.

lta.gov.sg > Roads & Motoring > Driving Into and Out of Singapore 또는 LTA 고객서비스 번호 1800-

2255582로 문의하면 된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3.00부터 $5.00으로 시작해서 미터기로 계산되며 택시 종류에 따라 다르고, 택시 요

금은 승객이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부과된다. 택시 회사는 택시 콜 예약, 피크타임, 공휴일, 중심업무지역

(CBD)이나 공항 등 출발 장소에 따라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통행료 [Toll Charges]

택시 서비스 [Taxi Services]

Vehicle Entry Permit (VEP) Fees

Vehicle Category
Mondays - Fridays 

(2am - 5pm)*

Mondays - Fridays
(5pm - 2am)* Saturdays, Sundays and Singapore 

Public Holidays

Cars S$35 per day No VEP fee

Motorcycles S$4 per day No VEP fee

Vehicle Category
Woodlands Checkpoint

(on departure)
Woodlands Checkpoint

(on arrival)

Tuas Checkpoint
(on both arrival and

departure) 
(wef 1 August 2010)

Motorcycles Nil Nil S$0.50

Cars S$1.20 S$2.70 S$3.20

Vans/Light Goods 
Vehicles*

S$1.90 S$4.00 S$7.40

Heavy Goods 
Vehicles

S$2.60 S$5.30 S$14.70

Taxis S$0.60 S$1.40 S$2.50

Buses S$1.00 S$2.20 S$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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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택시의 현 예약 할증은 S$2.30~ S$3.30이며, 최소 30분 전에 예약된 선 예약 택시의 예약 할증은 S$8

이다. 리무진 택시의 추가 요금은 회사와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택시는 S$3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후 5시

부터 12시까지의 공항 할증요금은 S$5이다. 마리나베이 샌즈와 센토사에서 택시 승차 시 S$3의 할증요금

이 붙는다. 피크타임 동안 할증요금은 미터기 요금의 25%이며, 심야 할증료는 50%이다. 할증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택시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Uber와 Grab은 운전기사의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예약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택시 예약 어플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플에 가입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대중버스는 포괄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SBS Transit Limited (SBS 

Transit) 와 SMRT Buses Limited (SMRT Buses)가 3500개가 넘는 버스로, 300개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

다. 버스 운영시간은 주로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 전날에 새벽 4시까지 운영하는 

버스도 있다. 버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버스회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싱가포르에는 SMRT Trains Ltd (SMRT Trains)와 SBS Transit Ltd (SBS Transit), 두 개의 지하철회사가 있

다. 

SMRT Trains의 전자 철도 운행시스템은 현재 129.8km로, 84개의 역을 지나고 있다. 이 회사는 3개의 노

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Marina South pier에서 Woodlands를 경유하여 Jurong East까지의 North South Line

Taxi Companies Telephone

CityCab Pte Ltd (CityCab) www.cdgtaxi.com.sg

Comfort Transportation Pte Ltd (Comfort)  www.cdgtaxi.com.sg

SMRT Taxis Pte Ltd (SMRT Taxis)
 www.smrt.com.sg/journey-
with-us/taxis/book-a-taxi

Trans-Cab Services Pte Ltd (Trans-Cab)  www.transcab.com.sg

Premier Taxis Pte Ltd (Premier)  www.premiertaxi.com

Prime Car Rental & Taxi Services Pte Ltd (Prime)  www.primetaxi.com.sg

Uber Singapore www.uber.com/ride

Grab Taxi Singapore www.grab.com/sg

Company Telephone Website

TransitLink Private Limited* 1800-2255663 www.transitlink.com.sg

SBST 1800-2872727 www.sbstransit.com.sg

SMRT Buses 1800-3368900 www.smrt.com.sg

*TransitLink Private Limited is a service company set up by SBST and SMRT to develop an integrated public transport 
system - one in which buses, the MRT and the LRT combine their services to provide a single planned network.

지하철 [Mass Rapid Trans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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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4.27

4.28

4.29

4.30

4.31

4.32

과 Pasir Ris에서 Tuas Link 노선의 East West Line과 Habourfront부터 Marina Bay station와 Dohby Ghuat

까지의 Circle line이 운영되고 있고, 창이공항으로 가는 열차 노선은 East-west line의 Tanah Merah 역에

서부터 시작한다. 

SBS Transit은 Bukit Panjang에서 Expo까지의 Downtown Line과 HarbourFront에서 Punggol까지의 North 

East Line을 운영하고 있다. North East Line (NEL)의 길이는 20Km로, 16개의 역을 지난다. NEL은 세계 최

초로 전자동 시스템 방식을 채택하고 열차 기관사 없이 운행되고 있다.

Circle Line(CCL)은 싱가포르의 4번째 노선이고, 35.7Km의 CCL은 30개의 역(Bukit Brown 역 제외)을 가

지고 있다. Promenade 역에서부터 이 노선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 각각 Dhoby Ghaut역과 Marina bay 역에

서 종착한다. Bishan 역, Dhoby Ghaut 역과 Marina Bay 역에서는 North South Line으로 Paya Lebar 역과 

Buona Vista 역에서는 East West Line으로, Dhoby Ghaut 역, Serangoon 역과 HarbourFront 역에서는 North 

East Line으로 Bayfront 역, Promenade 역과 Botanic Garden 역에서는 Downtown Line으로 환승할 수 있다. 

Down Town Line은 싱가포르의 5번째 노선으로 42km의 35개의 역을 운영한다. 이 노선 운영의 첫 단계는 

2013년 12월 22일에 6개 역을 오픈 함으로 시작했으며, 두 번째 단계로 2015년 12월 27일부터 12개 역을 오

픈, 2017년 10월 21일부터 3단계로 35개의 역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이 라인은 North-Western과 Central-

Eastern 지역의 싱가포르를 새 중심지와 연결한다. 다운타운 라인은 China Town 역과, Little India 역에서 

North East Line으로 Bayfront 역, Promenade 역, Macpherson 역 및 Botanic Garden 역에서 Circle Line으

로, Newton 역에서는 North South Line으로, Expo 역 및 Tampines 역에서 East West Line으로 Stevens 역

에서는 Thomson-East Line(2019년 개통 예정)으로 Bukit Panjang 역에서는 Bukit Panjang LRT로 환승 가능

하다. 앞으로 확장될 Downtown Line(2024년 추가 2개 역 개통 예정) Sungei Bedok 역에서 Thomson-East 

Line(2019년 개통 예정)으로 환승이 가능할 예정이다. 

열차 운행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된다. (각 역별로 첫차와 막

차시간은 다를 수 있다.)

SMRT Light Rail Pte Ltd는 SMRT Trains의 자회사로 Bukit Panjang Light Rapid Transit (BPLRT) 열차를 

운행한다. BPLRT의 노선은 7.8Km로 총 14개의 역을 지나고 있다. SBS Transit은 Sengkang Light Rapid 

Transit (SKLRT)와 Punggol Light Rapid Transit (PGLRT)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총 29개 역에서 운행하고 

있으나, 그중 26개 역에서만 운행 중이고, 3개 역은 주변 개발공사로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Sengkang과 Punggol에 위치한 LRT는 MRT 역 위로 위치해 있으며 버스 환승 역이랑 밀접하다. BPLRT, 

SKLRT, PGLRT 노선 이용자들은 각각 Choa Chu Kang, Sengkang, 그리고 Punggol 역에서 편리하게 MRT 

진입을 할 수 있다.

2010년 7월 3일부터, 모든 통근자는 버스, LRT, 그리고 MRT로 이동한 총거리만큼만 요금이 부과되며, 추

가비용 없이 환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거리제 요금은 환승할 때마다 새롭게 부과되는 승차요금의 중복을 없

애고 순수 이동 거리로만 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통근자들은 각자에게 맞는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거리제 요금의 혜택을 보려면, 통근자는 반드시 :

● ez-link나 NETS Flashpay stored value card를 사용

● 편도 여행 시 환승 5번까지 가능, 각 환승 시 45분 이내

● 편도 여행 시 이동시간 2시간으로 제한

거리제요금 [Distance F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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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여행 시 열차 개찰구에 한 번만 출입하고 빠져나올 것

● 편도 여행 시 같은 노선번호의 버스는 한 번 이상 이용하지 말 것

거리제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publictransport.s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미리 충전된 스마트카드인 이지링크 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전철역과 버스 환승역에 위치한 TransitLink Ticket Office (TO) 또는 전철역 내 승객 서비스센터

에서 성인용 이지링크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성인용 이지링크 카드는 S$12로 카드 가격 S$5 그리고 충

전잔액 S$7을 합한 가격이다. 카드 잔액 충전은, TransitLink TO, Add Value Machines (AVM) 이나 MRT/

LRT 역의 General Ticketing Machines (GTM), 버스 환승역 또는 버스 정거장, 그리고 모든 MRT 역의 승객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TO와 AVM의 위치는 TransitLink 웹사이트 www.transitlink.com.sg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TO에서 카드를 반환하면 남아있는 보증금 및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카드의 유효기간 또한 

AVM이나 G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할인율이 있는 Senior Citizen 이지링크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청서는 TransitLink Ticket Offices 에서 받거나, www.transitlink.com.sg 에서 다운

로드할 수 있다. Senior Citizen 이지링크 카드를 사용하기 전, TransitLink TO 에서 최소 S$10의 잔액을 충

전해야 한다. 

성인이 동반한 신장 0.9m 이하의 아동은 요금이 무료다. 신장이 0.9m 이상이며 7세 이하인 아동은 국적에 

상관없이 아무 TO 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어린이용 이지링크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아동은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용 이지링크 카드의 가격은 S$5 (충전잔액 S$5)

이다. 어린이용 이지링크 카드는 아동이 7세가 되는 해, 4월 30일 날에 만료가 되고, 이때 카드 환불이 가

능하다. 7세 되기 이전에 환불을 하거나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본래 가격 S$5에서 S$10의 수수료를 지

불해야 한다.

 2012년 11월 1일부터 업그레이드된 General Ticketing Machine(GTMs)에서 새 스탠다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새 티켓의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 S$1.00에서 10센트로 인하되었고, 구입 날로부터 30일 동안 6번을 

사용할 수 있다. 승객들에게 스탠다드 티켓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세 번째 이용 시, 보증금 10센트를 

승객의 요금에서 상쇄하여 주고, 6번째 사용시 승객의 요금에서 10센트를 할인하여 준다. 

또한, 새 스탠다드 티켓은 왕복 티켓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한 카드당 한번에 최대 2회 편도 여정을 구

입할 수 있다. 스탠다드 티켓으로 구입한 여정은 구입 당일 안에 사용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RT 역 티켓 오피스, 버스 환승 정거장, 그리고 서점에

서 판매 중인 TransitLink Guide를 구입하거나 웹사이트 www.ezlink.com.sg / www.mytransport.sg 또는 

TransitLink 상담전화 1800-2255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4.33

4.34

4.35

4.36

4.37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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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TP, Traffic Police)은 제네바 도로교통 협정과 아세안협정 조약가맹국의 관할관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이외 국가 관할관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은 개별 사례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국외자는 본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영문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해외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이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을 공식으로 받아야 한다. 운전

면허증 번역본은 해당 대사관, 해외공관, 싱가포르 법원 혹은 고등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브루나이,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은 번역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싱가포르 장기체류비자, 취업비자, 또는 취업허가증을 소유한 만 18세 이상 성인은 1년 이상 싱가포르에서 

체류 시, 기본이론시험을 통과해야만 본국 운전면허증을 싱가포르 운전면허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

면허증 변경신청 시 본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 여권, 취업비자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경

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ecitizen.gov.sg/Driving-in-Singapore-How-to-convert-a-foreign-driving-licence.html

본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2500kg을 초과하는 버스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차량운전을 하려는 외국인들은 싱가포르에서 해당 운전면허증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싱가포르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에게는 싱가포르 내에서 평생 유효한 사진부착운전면허증이 발행된

다. 싱가포르 국적이나 영주권자 외 모든 비자소지자는 5년간 유효한 사진부착운전면허증이 발행된다. 유

효기간이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최소한 만료일 한 달 전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이를 알려주는 안

내장은 따로 없다.   

운전자는 온라인에서 교통위반목록, 사진부착운전면허증 신청진행상태 등 자신의 운전 관련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Driver Improvement Points System (DIPS)에서 자신의 벌점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

스템은 운전자가 24개월 이내 받은 벌점을 보여준다. 24개월 이내에 받은 벌점이 24점을 도달하면 운전면

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 운전면허정지를 한번 받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이후 24개월 동

안 첫 12개월 이내에 벌점을 12점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처음으로 소지하는 자에게는 첫 12

개월 이내에 최대벌점 13점까지 허용된다.

싱가포르 내에 등록된 모든 운전자는 벌점 및 기록을 전자 운전자 정보와 조사 시스템 (EDDIES, Electronic 

Driver Data Information & Enquiry System), https://www.psi.gov.sg/NASApp/tmf/TMFServlet?app=SPF-

PTD-EDDIES-II&Reload=tru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주민등록번호 (NRIC), 외국인 등록번호 

(FIN), 출생일 혹은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접속 후 확인이 가능하다. 교통 및 도로 법을 위반한 적이 있

다면 그에 대한 기록과 벌금납부 안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www.police.gov.sg > Traffic Matter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9

4.40

4.41

4.42

4.43

4.44

운전 면허증 [Driving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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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535 Kallang Bahru, #02-08 GB Point, Singapore 339351  (전화: 6333-8811, 웹사이트: www.aas.com.sg) 에 

위치한 싱가포르 자동차협회는 회원들에게 24시간 출장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들에게 차량에 

관련된 법률상담 및 종합 차량 보험 상품 등 많은 것을 제공한다. 일반 회원의 연간회비는 S$138 이며, 가

입비는 S$32.10이다. 일반회원이 가족도 함께 등록시킬 경우 추가로 S$32.10의 가족연회비를 지불해야 한

다. 다른 종류의 회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AAS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자동차협회 [Automobile Association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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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교육 

Education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싱가포르 내에 외국 사립학교들의 수

업료(SGD)를 참고할 수 있다. 등록금과 수업료에 관련된 자세한 비용 안내는 각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1

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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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학기별 납부금액임/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 입학금 : 1회 납부에 한함 (본교 내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다시 납부하지 않음)

※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위 비용 이외의 수익자 부담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학년
입학금 수업료

금액 GST 합계 금액 GST 합계

유치원 (N1 / N2-K2) 3,000.00 210.00 3,210.00 5,355.00 374.85 5,729.85

초등학교 3,000.00 210.00 3,210.00 5,618.00 393.26 6,011.26

중학교 3,000.00 210.00 3,210.00 8,033.00 562.31 8,595.31

고둥학교 3,000.00 210.00 3,210.00 9,975.00 698.25 10,673.25

※ 수업료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기별 납부금액임

※ 입학금 규정 :

    ● (재입학) 보호자의 발령 등의 사유로 귀국 혹은 제3국에 체류하거나, 타 학에 전출하였다가 본교      

        에 재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 (감면) 본교에 두 자녀 이상 재학할 경우,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입학금을 

        감면할 수 있다.

         - 2자녀 입학시 두 번째 자녀 입학금 50% 감면 가능

         - 3자녀 입학시 세 번째 자녀 입학금 100% 감면 가능

※ 기타비용 :

구분 납부금액 (1회) 납부주기 납부시기 비고

급식비
(도란도란)

약 S$350 ~ 550 학기별 3, 8월 학교급별 단가가 다름

교재비 무상제공 입학시 2~3월
한국어 교과서 : 무상제공
외국어 교재 : 무상제공

Field Trip 장소에 따라 다름 학기별 2~3회
3~7월

8월~12월
신청자에 한함

CCA 강좌에 따라 다름
학기별

학기말방학별
3월, 8월

학기말방학전
신청자에 한함

CA 강좌에 따라 다름 학기별 3월, 8월 신청자에 한함

YEARBOOK 무상제공 학기말 2월 -

교복
1세트(정복, 생

활복, 타이)당 약 
S$70~95

입학시 2~3월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
학교급별 단가가 다름



Non Refundable One-time

Application Fee

Facilities Fee

Nursery & Pre-School (2,3&4 years old)

Elementary & Secondary School

      

School fees (per student per Semester)

Nursery
(3 Day Session)

Nursery
(4 Day Session)

Nursery
(5 Day, Half day Session) 

Nursery
(5 Day, Full day Session)

Preschool
(3 day session)

Preschool
(4 day session)

Preschool
(5 day, half day Session)

Preschool
(5 day, full day Session)

Elementary School
(Prep to Year 5)

Secondary School
(Year 6 to Year 9)

Secondary School
(Year 10 to 12)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3,360.00

 

$2,675.00 

$6,420.00

Class Annual
Technology Fee

 Semester Tuition
Installment

$6,791.00

$9,952.00 

$7,210.00 

$10,417.00

$9,504.00

$12,042.00

$10,075.00

$14,581.00

$16,364.00

$19,660.00

$20,758.00

$2,621.00

Nil

Nil

Nil

Nil

Nil

Nil

Nil

Nil

$535.00

Nil

School laptop: $963.00
Bring your own device: $250.00

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where applicable)

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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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NDIAN INTERNATIONAL SCHOOL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Application fee per new student (non-refundable)

*An application fee of S$2,500.00 must accompany all Admission Applications. 

In the event the application fee is not paid, the application will be rejected.

The Application Fee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dministration cost for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the Student for admission into CIS. 

The Application Fee is non-refundable.

   

Confirmation Fee 

First Child 

Second Child 

Third and Subsequent Children

*Upon acceptance of a place at CIS, a Confirmation Fee as set out above must 

be received within 14 days to confirm a place for the Students. If the

 Confirmation Fee is not received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the invoice,

the Student Contract will lapse and shell have no further effect.

Tuition Fees (per semester) - Lakeside Campus (2017/2018)

Tuition Fees (per semester) - Tanjong Katong Campus (2017/2018)

Fees for Support Programme (per semester, Where Applicable) #

Pre-Kindergarten Half Day Progeamme

Pre-Kindergarten Full Day Programme

Junior Kindergarten(JK) to Grade 3

Grade 4 to 6  

Grade 7 to 10  

Grade 11 and 12

Pre-Kindergarten Half Day Progeamme

Pre-Kindergarten Full Day Programme

Junior Kindergarten(JK) to Grade 3

Grade 4 to 6

English Language Learners (ELL)

English Language Learners (ELL) Intensive Programme

Learning Support (LS)

*All tuition Fees must be paid before the commencement of each semester and by the 

payment due date indicated. Any refund of the tuition fee is subjected CIS’ refund policy.

# Support Program Fees will be invoiced separately and are payable within 7 days from 

date of invoice. Any refund of the Support Program Fee is  subject to CIS’ Refund Policy.

$2,500.00 

 

 

 

$3,500.00 

$2,800.00 

Waived

$9,565.00

$15,665.00 

$15,665.00

$17,145.00

$19,090.00 

$19,355.00

$9,350.50

$15,225.00 

$15,225.00

$16,730.00

$2,000.00

$2,375.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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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ER COURT PREPARATORY SCHOOL

3 term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One-time Registration Fee per student

Building Fund per term 

  

Mainstream  

Nursery (8:30am to 11:30am)

Nursery (Full Day)

Lower Primary (Reception to year 2)

Upper Primary (Year 3 to Year 6)

$2,800.00 

$500.50  

 

$4,780.00

$6,530.00 

$7,855.00 

$8,400.00 

CHATSWORTH INTERNATIONAL SCHOOL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2 semesters in each academic year

^Fees quoted are payable in two instalments and inclusive of Building

and development Fee, Fee Protection Scheme Insurance, and 7% GST.

*There is a Refundable Security deposit of $1,000.00 to complete registration.

4 terms in each academic year

Application Fee 

Confirmation Fee

Tuition fee (per year)^

Primary

K1 to K2 

Year 1 to 6

Secondary (Orchard Campus only)

Year 7 to 9

Year 10 and 11

Year 12 and 13

Registration Fee 

Tuition fee (per semester)

Pre-Nursery

Nursery

Kindergarten 1

Kindergarten 2

$230.00

$2,300.00 

$25,010.18 

$28,691.64 

$29,279.16 

$30,475.76 

$33,742.18

$321.00

$2,407.50 

$2,073.15 

$2,541.25

$2,541.25

EAST CAMPUS & ORCHARD CAMPUS

CHATSWORTH KINDERGARTENS



*There is a $535.00 test fee for the Multi-Disciplinary Assessment Team to assess

Applications to the DSE. This is non-refundable and non-returnable. However, if a place at 

the school is offered and accepted it will be deducted from the registration fee of $2,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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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ERICK CAMPUS

Secondary  (Year 7 and 8)

Secondary  (Year 9 to 12)

Sixth Form/IBCP (Year 12 to 13)

  

Department For Supportive Education (DSE)*

DSE Lower Primary (Year 1 to 2) 

DSE Upper Primary (Year 3 to 6)

DSE Secondary (Year 7 to 13)

DSE Secondary (Year 10 to 11)

DSE Secondary (year 12 to 13)

$9,200.00 

$9,615.00 

$10,000.00

 

$11,650.00 

$12,350.00 

$12,400 

$12,500

$12,650

ETONHOUSE      

4 terms in an academic year unless otherwise stated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Nursery 2 to Primary Year 1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Student insurance per year

Capital Levy per family per year 

Annual School Fees

Half-Day Programme (8.30 am - 12.30 pm)

Full-Day Programme (9.30 am - 3.30 pm)

School meals & snacks per year (optional)

Waitlist - Reservation Fee

   

Primary Year 2 to 7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Student insurance per year

Year 2 to 6 Programme per year (8.30 am - 3.30 pm)

Year 7 Programme per year (8.30 am - 12.30 pm)

School Meals (per semester) - Optional

Inter-school Transfer from EtonHouse Pre-School to EtonHouse Primary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Waitlist - Reservation Fee   

$2,140.00 

$8,56 

$1,070.00 

$14,509.20 

$17,976.00 

$642.00

$2,140.00

 

 

$2,140.00 

$8,56 

$26,964.00 

$28,312.20

$1,284.00

$1,070.00 

$642.00

$2,140.00 

MOUNTBATTEN 717 CAMPUS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Student insurance per year

$535.00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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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rms in an academic year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Deposit  

Pre-Nursery

Nursery 1, 2, K1 & K2

School Fee per term

Pre-Nursery Full-Day

Pre-Nursery Half-Day

Nursery/Kindergarten Full-Day

Nursery Half-Day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Student insurance per year

Deposit (refundable upon 8 weeks term time notice) 

Pre-Nursery

Nursery 1 to Kindergarten 2

Tuition Fee per term

Pre-Nursery Full-Day 

Pre-Nursery Half-Day 

Nursery 1 to Kindergarten 2 Full-Day

Nursery/Kindergarten Half-Day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Student insurance per year

Deposit (refundable upon 8 weeks term time notice) 

Pre-Nursery

Deposit (refundable upon 8 weeks term time notice)

Pre-Nursery 

Nursery 1 

 

School Fees for term 

Pre-Nursery  Full-Day

Pre-Nursery Half-Day

Nursery1 to Kindergarten 2 Full-Day

Nursery1 to Kindergarten 2 Half-Day

$1,750.00 

$1,650.00 

$5,778.00 

$5,200.20 

$5,457.00 

$4,911.30 

$2,000.00 

$4,200.00

$4,200.00

$6,869.40 

$6,184.60 

$6,548.40 

$5,895.70

$535.00

$8.56 

$1,880.00 

$1,780.00 

$6,034.80

$5,457.80 

$5,713.80 

$5,168.10 

$2,140.00

$8.56 

$2,100.00 

MOUNTBATTEN 718 CAMPUS

MOUNTBATTEN 223 CAMPUS

NEWTON CAMPUS



$1,950.00

$6,741.00 

$6,099.00 

$6,295.50

$5,6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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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ry 1 to Kindergarten 2

School Fee for term

Pre-Nursery Full-Day 

Pre-Nursery Half-Day 

Nursery/Kindergarten 2 Full-Day

Nursery/Kindergarten 2 Half-Day

THOMSON CAMPUS

VANDA CAMPUS

3 terms in an academic year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Deposit

Tuition Fee per term

Pre-Nursery Full Day

Pre-Nursery Half Day

Nursery/Kindergarten Full-Day

Nursery Half-Day

4 terms in an academic year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Student insurance per year

 

Deposit (refundable upon 8 weeks term time notice)

Pre-Nursery 1

Nursery 1 to Kindergarten 2

Tuition Fee per 10-weeks school term 

Pre-Nursery 1

Nursery 1 to Kindergarten 2

$2,000.00 

$4,400.00

$7,062.00 

$6,355.80 

$6,741.00 

$6,066.90

$535.00 

$8.56 

$1,700.00 

$1,600.00 

$5,697.75

$5,127.98

GEMS WORLD ACADEMY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Registration Fee (subject to waiver)

Admission Fee (subject to waiver)

$1,500.00

$4,000.00

Grade Entry age Fee

Early Years

Pre-K Half day 3 $6,300.00

K1 Half day 4 $6,300.00

K1 Full day 4 $13,020.00

K2 Full day 5 $15,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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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EUROPEAN SCHOOL SINGAPORE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One-time Entrance Fee^*

Membership fee per family per annum (optional)

Development levy fee^ of $4,890.00 per child per annum (non-refundable)

or a Loan Certificate^ of $20,000 (refundable)

*Includes an enrolment fee of S$2,000 and non-refundable administrative 

fee of S$945.00 incl. GST

^Not Applicable for Parent-Child and Toddler Group

Pre-School tuition Fees per year 

Parent-Child Group (18mth to 3 years)

Toddler Group (2 to 3.5 years)(2 half days per week)

Toddler Group (2 to 3.5 years)(3 half days per week)

Toddler Group (2 to 3.5 years)(5 full days per week)

Kindergarten/Pre-Primary (3 half days + 2 full days)

Kindergarten/Pre-Primary (5 full day) 

$2,945.00 

$160.50

$5,110.00

$9,740.00

$14,750.00

$24,860.00

$21,350.00

$24,860.00

$26,040.00 

$29,690.00 

$32,380.00 

$34,180.00

Annual Tuition Fee   

Primary School (Grade FOU to 5)

Middle School (Grade 6 to 10) 

Diploma Programme (Grade 11 & 12)

Diploma Programme (Grade 11 & 12)(Pamoja)

Grade Entry Age Fee

Primary Years

G1 6 $15,960.00

G2 7 $16,380.00

G3 8 $16,380.00

G4 9 $16,380.00

G5 10 $16,380.00

G6 11 $18,900.00

G7 12 $18,900.00

Secondary 
Years

G8 13 $18,900.00

G9 14 $18,900.00

G10 15 $19,556.00

G11 16 $19,556.00

EUROPEAN SECTION



EAL for PYP per semester

Annual Tuition Fee   

Pre-School Department  

Primary School (Grade EST to 4)

Secondary School (I) (Grade 5 to 9)

Secondary school (II) (Grade 10 to 12)

   

Learning Support Fee  

(per semester per child for 2 weekly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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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NDSE SCHOOL  

3 term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Pre-School Jip & Janneke

Registration Fee

Confirmation Fee

School Fee Per Day (8.30am to 12 noon)

Extended Schooldays (12noon to 2.30pm) per day

  

Primary School (Grade 1 to 8)

Registration Fee

Confirmation Fee

Annual Tuition Fee 

$500.00 

$3,000.00

$57.75 

$41.50

$500.00 

$3,000.00

$20,004.00 

$1,390.00

$18,240.00 

$21,030.00 

$23,060.00 

$695.00 

INTERNATIONAL COMMUNITY SCHOOL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Application & administration fee (for new students)

Re-Enrollment fee (for returning students)  

English language assessment (for non-native speakers)

   

Annual Tuition Fee 

Elementary  Kindergarten (K4) 

Elementary Kindergarten (K5) and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Grades 6 to 8)

High School (Grades 9 to 12)

ESL / Special Resource Fee

$2,000.00 

$1,250.00 

$200.00 

 

$20,200.00 

$23,045.00 

$26,460.00 

$29,660.00 

$2,220.00 

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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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SCHOOL SINGAPORE

3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Entrance Fees

Corporate Members

Non-Corporate Members

Japanese Associate Members

  

Building Surcharge

One-time payment upon acceptance to the School

Monthly payment

  

Monthly Tuition Fee

Primary School

Secondary School

$1,070.00 

$3,852.00 

$1,070.00 

$2,675.00 

$139.10 

$551.05 

$625.95 

ISS INTERNATIONAL SCHOOL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Registration fee  

Placement Assessments Fee* 

*This is a one-time, non-refundable payment and

  is only applicable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nual Tuition Fee     

Elementary School    

Kindergarten 1 to 2

Grade 1 to 5   

Middle School    

Grade 6 to 8   

High School    

Grade 9 to 12    

     

ESL Fee per semester (Grade 1 to 10)  

Development Fee per semester (Applicable to all students)

$3,210.00 

$300.00 

 

 

 

 

$25,038.00 

$28,954.00 

$31,116.00 

$35,524.00 

$2,407.50 

$1,230.50 

LYCEE FRANÇAIS DE SINGAPOUR

3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Registration Fee (for new students)

Annual Re-enrolment Fee

$2,675.00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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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Tuition Fee

Maternelle/Kindergarten (PS-GS) ( 3 to 6 years old )

Elémentaire/Elementary (CP-CM2) ( 6 to 11 years )

Collège/Middle school (6e-3e) ( 11 to 15 years old )

Lycée/High school (2nde-Terminale) (15 to 18 years old )

Annual Tuition Fee

Maternelle/Kindergarten (PS-GS) ( 3 to 6 years old )

Elémentaire/Elementary (CP-CM2) ( 6 to 11 years )

Collège/Middle school (6e-3e) ( 11 to 15 years old )

Lycée/High school (2nde-Terminale) (15 to 18 years old )

NEXUS INTERNATIONAL SCHOOL

2 Semesters (4 Terms) in an academic year

     

Administrative Fee

Registration Fee

Re-enrolment Fee (applicable to existing students)

Annual Development Levy

* The re-enrolment fee will be deducted off from the first instalment of the course fee

** The development levy pays for the maintenance, improvement and renovation of the campus as   

     well as for its capital development projects.

Annual Tuition Fee

Nursey (half day)

Nursery (full day)

Kindergarten/Year1

Year 2-3

Year 4-7

Year 8-9

Year 10-11

Year 12-13

$856.00

$2,351.00

$3,210.00

$1,712.00

$21,030.00

$27,952.00

$27,952.00

$29,576.00

$31,280.00

$33,238.00

$35,708.00

$37,460.00

EUROPEAN

NON-FRENCH

$16,500.00 

$17,550.00 

$20,200.00 

$26,250.00 

$20,950.00 

$22,200.00 

$24,700.00 

$29,500.00 



OVERSEAS FAMILY SCHOOL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Registration Fee per student

   

Tuition Fee per semester

Kindergarten (Pre K) Full day 

Kindergarten (Pre K) Half day 

Kindergarten (K1 to K2) 

Elementary School (Grade 1 to 5)

Middle School (Grade 6 to 8)

Junior High School (Grade 9 to 10)

Senior High school (Grade 11 to 12)

$2,000.00 

 

 

$8,000.00 

$13,000.00

$15,000.00 

$16,250.00 

$17,500.00 

$19,750.00 

$2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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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AMERICAN SCHOOL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Application Fee

Registration Fee (for new students)

Re-Enrolment Fee (for existing students)

*Re-enrolment fee will be applied towards tuition fee

Facility Fee 

        

Annual Tuition Fee  

Early Learning Center (PS&Pre-K) 

Kindergarten/Grade 1 to 5 

Middle School (Grades 6 to 8) 

High School (Grades 9 to 12) 

$2,500.00 

$9,630.00 

$2,500.00 

$6,634.00

$39,510.00 

$47,119.00 

$50,068.00 

$51,748.00 

STAMFORD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2 semesters of 2 terms each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Non-Refundable One Time Application Fee

Non-Refundable One Time Facility Fee 

Early Learning village  

Woodleigh 

   

Annual Tuition Fee   

Pre-Nursery & Nursery (3 Days)

Pre-Nursery & Nursery (4 Days)

Pre-Nursery & Nursery (5 Half Days)

$3,160.00 

 

$2,675.00 

$7,490.00

$14,954.00 

$21,848.00

$15,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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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ursery & Nursery (5 Full Days)

Pre-K (3 Days)

Pre-K (4  Days)

Pre-K (5 Half Days)

Pre-K (5 Full Days)

KG1 (3 Days)

KG1 (4 Days)   

KG1 (5 Half Days)   

KG1 (5 Full Days)   

Lower Elementary School   

Upper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Fee (annual fee)

Mainstream EAL

Sheltered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te (SEAL)

$23,004.00

$19,060.00 

$24,260.00 

$18,330.00

$29,482.00

$22,520.00 

$28,550.00

$23,464.00

$24,606.00

$35,486.00 

$35,486.00

$38,522.00

$40,206.00

 

$6,000.00

$10,000.00

SWISS SCHOOL    

2 semester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Little Tots and Playgroup

Kindergarten and Primary

Building & Facility Fee(per academic year)

First year

Subsequent year

Use of Swiss Club land (one-time fee per student)

Swiss School Association Membership per annum

*Membership is mandatory for at least one parent of a child enrolled in the Swiss School.

Annual Tuition Fee

Little Tots (twice a week)

Little Tots (three times per week)

Little Tots (five times per week)

Playgroup I

Playgroup II

Kindergarten

Primary 1 and 2

Primary 3 and 4

Primary 5

Primary 6

$2,675.00 

$2,675.00 

$4,984.00

$1,992.00

$2,140.00 

$107.00  

 

$7,530.00 

$11,295.00 

$15,060.00 

$15,820.00 

$15,820.00 

$17,700.00 

$18,880.00 

$19,400.00 

$21,660.00 

$22,720.00 



TANGLIN TRUST SCHOOL  

3 term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Enrolment Fee (Applicable to all year groups)

Capital Levy (one-off, non-refundable from Aug 2015)

  

Termly School Fee (inclusive of Building Fund of S$1,496)

Infant School

Nursery 

Reception 

Year 1 to 2

Junior School

Year 3 to 6

Senior School

Year 7 to 9

Year 10 to 11

Sixth Form

Year 12 to 13

$2,675.00 

$3,500.00

$8,727.00 

$10,692.00 

$10,862.00

$11,432.00 

$13,190.00 

$13,806.00 

$14,4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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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WORLD COLLEGE OF SOUTHEAST ASIA

3 terms in an academic year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Application fee - Day student

Application fee - Boarding student

Enrolment fee

Tuition Fee per term

K1 to Grade 1 - for first year

K1 to Grade 1 - second and subsequent years

Grade 2 to 5 - for first year

Grade 2 to 5 - second and subse-quent year

Grade 6 to 10 - for first year

Grade 6 to 10 - second and subse-quent year

FIB & Grade 11 and 12 - for first year

FIB & Grade 11 and 12 - second and subsequent year

Boarding Fee (only applicable to boarding students)

Residenrial boarding fees

Amenities fund 

Annual cost per family, no GST

$410.00 

$550.00 

$3,210.00 

$37,485.00 

$33,735.00

$37,620.00 

$33,870.00

$43,185.00 

$39,435.00

$44,580.00 

$40,830.00

$34,590.00 

$285.00 

$30.00 

Note : 본 간행물 발간 당시의 정보로,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추후 간행물에 정보수정 및 추가사

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사립 고등교육 Private Tertiary Education

싱가포르는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국제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내와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경제경영 교육과정은 서비스, 기술 그리고 각종 응용과학 분야의 최고수준을 자랑

한다.

주요 외국 사립고등교육기관과 전문학교는 다음과 같다:

● East Asia Institute of Management Pte Ltd

● ERC Institute Pte Ltd

● ESSEC Singapore

● German European School Singapore (GESS)- INSEAD

● James Cook Australia Institute of Higher Learning

● Kaplan Higher Education Institute Pte Ltd 

● London School of Business & Finance Pte Ltd

● PSB Academy Pte Ltd

● S.P. Jain School of Management Pte Ltd

●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Mainstream Public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사교육 법령 하에 설립된 사교육 위원회는, 법정기관으로서 사교육 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

고 있다. 위원회는 사교육 기관들의 규제를 담당하는 역할과 더불어, 국내 사교육 사업의 수준을 높이려

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싱가포르 사교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싱가포르에 위치한 사교육 기

관의 프로필 등을 제공한다. 더 많은 정보는 www.cpe.gov.s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입심사 면제 특권(Immigration Exemption Order (IEO))이나 동반비자(Dependant’s Pass, DP) 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공립학교,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입학 시 학생비자(STP)를 신청하지 않

아도 되나 국제학생이 공립학교 입학시 MOE(Ministry of Education)에서 주관하는 입학시험(AEIS) 통해

서 입학 가능하다. 

출입심사 면제 특권(Immigration Exemption Order (IEO))이나 동반비자(Dependant’s Pass, DP)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출입국관리당국(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제학생을 위한 입학시험(AEIS)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해 1월에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

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전 해 9월~10월 즈음에 실시하는 시험을 보면 된다.  

AEIS 시험은 영어와 수학을 평가하며,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적합한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진다. 시험은 초등학교 2-5학년과 중학교 1-3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초등

학교 6학년과 중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연말에 중대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년이므로, 학부모들은 해당 

사립 고등교육 [Private Tertiary Education]

5.2

5.3

5.4

5.5

5.6

5.7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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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위원회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공립학교 [Public Schools]



학년에 자녀를 입학시킬 경우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2018-2020년도에 싱가포르 영주권을(SPRs)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국제학생들이 (IS) 매달 일

반적으로 내는 수업료이다.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제학생 입학 관련 자세한 정보는 www.moe.gov.s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육 과정에는 기계공학, 의학, 경영학, 회계학, 예술, 그리고 사회과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과과

정을 제공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난양 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그리고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가 

있다. 학비 보조금을 포함한 수업료 등의 총 등록금은 이후 표에 나와있다. 

높은 점수로 GCE “A” level을 통과한 국제학생 또는 고등교육을 마친 학생들만 공립대학에 입학신청을 할 

수 있다. 

NUS, NTU, SMU에서 2008/09 학년도(Academic Year, AY)부터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입학제 수업료

제도를 시행했다. 입학제 수업료제도는 학생이 입학한 순간부터 졸업할 시점까지의 수업료를 미리 정해주

는 제도이다. 새로 입학하는 학생집단들의 수업료는 매년 검토 후 조정이 되지만, 해당 해 신입생은 입학

부터 졸업하는 시점까지의 자신의 수업료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부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

들에게 수업료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학부과정, 입학자격 및 수업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US : www.nus.edu.sg

● NTU : www.ntu.edu.sg

● SMU : www.smu.edu.sg

싱가포르 기술 디자인 대학교(The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SUTD)는 싱가포르의 4

번째 공립 대학교로, 과학, 기술, 예술,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에 이르는 학제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

다. SUTD는 2012년 4월부터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utd.edu.sg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0

5.11

5.12

5.13

5.14

5.15

Level Nationality
School Fee
2018 (S$)

School Fee
2019 (S$)

School Fee
2020 (S$)

Miscellaneous 
Fee (S$)

Total 
2018 (S$)

Primary

SPRs 155 180 205 13.00 168

IS (ASEAN) 415 440 465 13.00 428

IS (Non-ASEAN) 650 700 750 13.00 663

Secondary

SPRs 260 320 380 20.00 280

IS (ASEAN) 660 720 780 20.00 680

IS (Non-ASEAN) 1,100 1,250 1,400 20.00 1,300

Pre-
University

SPRs 340 400 460 27.00 367

IS (ASEAN) 920 980 1,040 27.00 947

IS (Non-ASEAN) 1,450 1,600 1,750 27.00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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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ies / Schools

Per annum amounts

Fees payable by students in receipt of MOE tuition Grant ^+ Fees Payable by 
students not in 
receipt of MOE
Tuition Grant

Singapore
Citizen Students

Singapore
Permanent Residents

International
Student 

Arts and Social Sciences 8,150 11,400 17,450 29,650

Business 9,550 13,350 20,450 32,100

Computing 8,150 11,400 17,450 37,950

Dentistry 27,400 38,350 58,650 146,750

Design and Environment
(Architecture)

8,800 12,300 18,850 38,850

Design and Environment
(Building, Real Estate)

8,150 11,400 17,450 29,650

Design and Environment
(Industrial Design)

8,150 11,400 17,450 37,950

Engineering 8,150 11,400 17,450 37,950

Law 12,600 17,650 26,950 38,150

Medicine (Nursing) 8,950 12,550 19,150 37,250

Medicine (Except Nursing) 27,400 38,350 58,650 146,750

Music 12,950 18,150 27,700 108,950

Science (Pharmacy) 9,000 12,600 19,250 37,900

Science (Except Pharmacy) 8,150 11,400 17,450 37,950

Tuition Fee (per annum) of Courses Offered at NUS (Intake of Academic Year 2017/2018)

Tuition Fee (per annum) of Courses Offered at NTU (Intake of Academic Year 2016)

Programme or study

Subsidized Students ^+
Non- Subsidised

Students (Not receiving 
tuition grant)

Singapore 
Citizens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SPR)

International 
Students

All programmes (Except for those 
listed below)

$8,050 $11,250 $17,100 $31,460

Accountancy Business
Accountancy & Business
Business & Computing

Business & Computer Engineering

$9,250 $12,950 $19,700 $36,280

Medicine $33,200 $46,500 $70,500 N.A.

Renaissance Engineering
Progeamme

$17,500 $24,500 $37,35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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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Fee (per annum) of Courses Offered at SMU (Intake of Academic Year 2017/2018)

Degree

Subsidised Fee ^+

Non- Subsidised FeeSingapore 
Citizen

Permanent 
Resident

Foreign
Student

Bachelor of Laws S$12,600 S$17,650 S$26,950 S$45,120

Bachelor of Accountancy
Bachelor of Business Management
Bachelor of Science (Economics)
Bachelor of Science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Bachelor of Social Science

S$11,400 S$15,950 S$24,400 S$43,380

Tuition fee (per annum) of courses offered at STUD (Intake of Academic year 2017)

Degree

Subsidised Fee^+

Non- Subsidised FeeSingapore 
Citizen

Permanent 
Resident

Foreign
Student

Per Academic Year $12,900 $18,050 $27,600 $67,838

Per Term $6,450 $9,025 $13,800 $33,919

* 싱가포르 교육부(MOE)는 NUS, NTU, SMU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비보조금을 지원한다.

∧ 모든 학비는 GST 7%이 제외된 금액이다. 학비보조금을 받는 학생들의 GST는 MOE에서 부담을 하지만 학비보조금
을 받지 않고 수업료 전액을 지불하는 학생은 자비로 GST를 납부해야 한다.

+ 학비보조금을 받는 풀타임 학생은 학비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학비의 90%까지 학자금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업
료 전액을 자비로 지불하는 학생에게는 학비대출제도에 해당사항이 없다.

대학교 기숙사 비용 [Tertiary Hostel Fees]

NUS 기숙사 비용은 다음과 같다.

● Double Occupancy: S$78 per week

● Single Occupancy: S$114 - S$207 per week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기 별 S$462.24 - S$436.56 급식 비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017-2018학년도 NTU 대학생의 기숙사 비용은 다음과 같다. 

● Double Occupancy: S$250 - S$325 per month

● Single Occupancy: S$350 - S$580 per month

2017학년도 SMU의 기숙사인 Residences@Prinsep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Single Room: S$643 per resident per month

● Twin Sharing Room: S$536 per resident per month

2017-2018 학년도 SUTD의 기숙사 한 학기 비용은 $1,385이다.

5.16

5.17

5.18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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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비용[Post Graduate Fees]

5.20 아래의 표에서 다양한 대학원 프로그램의 총 학비(신청비 제외)를 참고할 수 있다

Post-Graduate Programmes Total cost excluding application fee

NUS MBA $100,000.00

NTU MBA $62,000.00

SMU MBA $63,455.00

INSEAD MBA $178,000.00

NUS Masters of Social Sciences (Applied Economics) $37,000.00

NTU Masters in Financial Engineering $42,400.00

SMU Masters in Applied Finance $40,699.00

ESSEC Masters in Finance $36,000.00

NTU Engineering Master $16,700.00

Note: 본 간행물 발간 당시의 정보로,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추후 간행물에 정보수정 및 추가사

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식재단 선정 
'2016 싱가포르 우수 한식당'

"안티김은 전통 한식 조리법으로 고향의 맛을 지키고 있어

한국이 그리운 이들에게 정겨운 맛을 선사하는 곳이다"

- 우수 한식당 가이드북, 싱가포르 편 -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우수한 전통 한식의 맛을 지켜왔습니다! 

한국인 주방장의 오랜 손맛과 늘 한결같은 전통

한식 조리법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한식 이외에도,

매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는 활어회가 있습니다. 

단체 모임 / 회식 환영! 단체룸 완비!

460 Alexandra Road,
ARC #02-21, Singapore 119963

Tel. 6274-3383

www.auntiekim.sg



Chapter 6 

의료 서비스
Medical Services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이다. 훌륭한 의료시설을 갖고 있으며, 열대성 질환은 엄

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훌륭한 의료진이 많이 있으므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 또는 사립 의료기관은 기본적인 건강검진부터 복잡한 희귀성질환까지 광범위한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 의료 시설은 크게 4개로 나뉜다: Jurong Health Services, National Healthcare 

Group (NHG), National University Health System 그리고 Singapore Health Services (SingHealth)이다. 통합

적인 네트워크 하에 공공 의료시설간의 협동과 협력은 대중들에게 높은 수준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적정가

격에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사립 의료 기관도 다양한 의료시설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Parkway 

Pantai Limited나 Raffles Medical Group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명성이 높다.

공공 의료기관, 특수전문 병원, 그리고 특수전문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 Alexandra Hospital (AH)

● Changi General Hospital (CGH)

● Institute of Mental Health/Woodbridge Hospital (IMH/WH)

● Jurong Community Hospital - Jurong Medical Centre

● Khoo Teck Puat Hospital (KTPH)

● KK Women’s and Children’s Hospital (KKH)

● National Cancer Centre Singapore (NCCS)

● National Health Group Eye Institute

● National Neuroscience Institute (NNI)

● National Skin Centre (NSC)

●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UH)

● Singapore General Hospital (SGH)

● Singapore National Eye Centre (SNEC)

● Tan Tock Seng Hospital (TTSH)

● Ng Teng Fong General Hospital 

● Yishun Community Hospital (YCH) 

● The National University Cancer Institute, Singapore (NCIS)

● The National University Heart Centre, Singapore (NUHCS)

싱가포르의 사립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 Farrer Park Hospital

● Gleneagles Hospital 

● Mt Alvernia Hospital 

● Mt Elizabeth Hospital

● Mt Elizabeth Novena Hospital 

● Parkway East Hospital

● Raffles Hospital

● Ren Ci Community Hospital 

● St Andrew’s Community Hospital

● St Luke’s Hospital

● Thomson Medical Centr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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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미국과 영국의 최고 의료 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의료 서비스 및 양질의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의료진들이 획기적인 치료법을 시도하며 싱가포르의의료 명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Singapore General Hospital의 의료진이 전세계적으로도 몇 번 시행되지 않

았던 이중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의료 기관들은 의술 향상을 위해 세계 최상급 의료 센터와 제휴를 맺고 있다. 

사립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 약품 그리고 수술비용은 공공의료기관보다 일반적으로 높으나, 적절한 

보험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많은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의 의료 경비를 부분적 또는 전부 충당해

주고 있다. CPF에 가입된 싱가포르 국적자와 영주권자는 MediShield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의료보

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MediShield는 CPF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제도로 심각한 질병 또는 Class B2/C급

의 병실에서 장기간 입원할 시 드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CPF의 Medishield가 없는 외국인은 다양한 보험회사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많이 이용되

는 보험회사에는 AIA, Great Eastern, NTUC Income 그리고 Prudential 등이 있다. 

질환 및 의료시술, 병실 등급에 따른 병원비 등 관련 정보는 싱가포르 보건부 웹사이트

www.moh.gov.sg > Costs and Financing Section 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싱가포르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은 양학의 대안방법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치료방법이

다. 침술, 부항, 약초 식이요법 등 이 포함된 중의학 진료는 Tan Tock Seng Hospital Acupuncture Clinic, Eu 

Yan Seng TCM Clinic 등 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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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맛은 김치가 좌우한다!
차원이 다른 김치찌개의 맛을 드셔보십시오.

삼천포에서 직접 비행기로 공수한 신선한
장어, 제첩, 숙성된 한국김치를 이곳 싱가포르에서~

사계 코리안 레스토랑 (구 조은집)
3 Pickering Street #01-27/28 China Square Central, Singapore 048660

예약전화 : 6221-8005 (각종 단체모임 및 회식 환영!)



Chapter 7 

식당 및 여가생활
Dining, Entertainment & Leisure



싱가포르에서는 다양하게 혼합된 현지 음식과 인터내셔널 음식들을 합리적인 예산에 맛볼 수 있는 미식가

들을 위한 파라다이스이다. 중심지부터 거주지역까지 로컬카페, 푸드센터, 슈퍼마켓 및 상점들을 쉽게 발

견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7년 현재 7%의 상품, 서비스세(GST)를 부과하며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

다. 다른 나라에서는 GST가 부가가치세(VAT)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거주용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귀금속 수입에는 GST가 면제된다. 또한 수출된 물건이

나 국제서비스에는 GST가 부가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www.iras.gov.sg/IRASHome/GST/Non-GST-registered-businesses/Learning-the-basics/How-GST-Works

대부분의 호텔, 레스토랑 및 술집의 계산서에는 10%의 봉사료가 포함된다. 팁은 자유재량으로 필수는 아

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음식물을 수입하려면 농산품 수의학 당국(AVA)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싱

가포르 및 여러 국가의 여행자들은 개인이 섭취하기 위한 음식을 반입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인지하여 개인 

섭취용은 반입은 허용한다. 이때 음식은 인증된 원산지의 음식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

의 양이어야 하고 절대로 판매불가이다. 여행객들은 AVA에 확인 받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위

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된 원산지의 음식물도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인증된 원산지에서 따로 AVA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www.ava.

gov.sg >Explore by Sections > Food > Bringing Food into Singapore & Exporting > Bringing Food for Per-

sonal Use 에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인증된 음식 리스트 :

● 육류 (가공육류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육류)

한 사람당 최대 5kg 이하, 인증된 국가 육류만 한 사람당 최대 5Kg 까지 개인소비 목적으로만 반입 가능

● 해산물

개인 최대 5kg 반입허용 (냉동 게살 및 새우는 최대 2kg 반입허용)

개인 소비용 반입 가능(Hand Carry 가능한 정도) 

● 계란

개인당 최대 30개 반입 가능

● 가공품

최대 5kg or 5 Litre 가공품 반입 가능 (총 가치 S$100초과 금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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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관세가 매겨지는 수입품의 일부이다.

관세가 매겨지는 수입품의 리스트는 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fees/duties-

and-dutiable-goods/list-of-dutiable-good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류의 관세 계산 공식은 총 용량(리터) x $88.00 x 알코올 함량(%)이다. 

싱가포르에는 많은 쇼핑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오차드거리에는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이 입점해있고,

Chinatown과 Kampong Glam에는 전통적인 물건이나 골동품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점이나 쇼핑몰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을 하지만 주말이나 세일기간, 특히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열리는 Great Singapore Sale 기간에는 연장 운영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의 소비자협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

하고 윤리적인 무역관행을 홍보하기 위한 단체이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들의 문제가 대두될 때 정부에게 더욱 공정한 법을 위해 로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

자들에게 정보와 조언을 주고 기업-소비자간, 기업-관광객간(tourist-to-business)의 분쟁에 도움을 준다. 

싱가포르는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을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레몬법 조항은 Hire 

Purchase Act와 Traffic Act에 관련한 조항을 수정한 뒤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에 추가됐

고 이는 구매한 뒤 결함이 지속되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보상

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소비자협회를 통해 항의를 제기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먼저 소비자협회에 가입하여 관계를 수립하여야 협

회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항의할 수 있다. 소비자협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ase.org.sg 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쇼핑 [Shopping]

싱가포르 소비자 협회 [The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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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Duty Rates

Customs Duty Excise Duty

Stout & Porter $16 per litre of alcohol $48 per litre of alcohol

Other Beer including Ale $16 per litre of alcohol $48 per litre of alcohol



Ordinary Membership

Service Membership

Corporate Membership

Transferable Associate

Other Dues

클럽 및 협회 [Clubs an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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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아래의 표는 2017년 기준, 싱가포르의 모든 주요 클럽의 입장료와 가입비(SGD)를 보여준다. 

THE AMERICAN CLUB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where applicable)

$20,865.00 

 

 

 

 

 

$10,432.50

  

$107,000.00

$80,250.00

$53,500.00

$2,675.00 

$3,500.00

 

$24,075.00

 

 

 

$3,500.00

$211.86

$170.67

$16.05 

Open to U.S. and Canadian citizens who are at least 21 years of age

One-time payment Entrance Fee#

Enlisted American or Canadian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in 

Singapore and American or Canadian citizens employed on a 

full-time basis by a charitable, educational, religious or American 

or Canadian governmental organization

One-time payment Entrance Fee#

#Entrance fees can also be paid via payment plan

Available to North American companies in Singapore

Class A: 3 nominees

Class B: 2 nominees

Class C: 1 nominee

Transfer fee per nominee

Operation surcharge per nominee

Transferable memberships are available in the open market.  

The transaction of the membership sale is between the seller and buyer.

Transfer fee (25% of the Club listed rate) 

(Payable at the time of submission of the transfer form)

Operation Surcharge (for new membership application)

Monthly Membership - Family  

Monthly Membership - Single  

Monthly Membership - Junior (12 to 21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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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able Corporate

 Family

Transferable Individual

Associate Lifetime (Non-Transferable)

Transferable Associate

Ordinary (Non Transferable)

One-year Associate (Non-Transferable)

Monthly Subscription

THE BRITISH CLUB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where applicable)

THE HOLLANDSE CLUB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where applicable)

$16,050.00 

 

$1,070.00 

$3,370.50 

 

 

$12,840.00 

$3,370.50 

 

 

 

$10,165.00 

$4,815.00 

 

 

 $9,095.00 

 

 

 

$4,280.00 

 

 

$160.00

$206.00 

$750.00

Nil

$8,888.00

$10,500.00

$225.00

$211.00

$211.00

Joining Fees

First registration of nominee is free of charge

Fee for subsequent change of nominee

Transfer fee for the sale of Membership

Joining Fees  

Transfer fee for the sale of Membership

For all nationalities except British

Joining Fees 

Transfer fee for the sale of Membership

For Non-British passport holders only

Joining Fees

Lifetime Membership, For holders of British passports only

Joining Fees

Open to all nationalities

Joining Fees

Single Membership

Family Membership

Refundable deposit per nominees (exempted from GST)

All memberships Categories

Joining Fee Monthly Subscription

1-year social membership

Lifetime Membership (Non-Tranasferable)

Lifetime Transferable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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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Membership

Associate Membership

Corporate Membership

Single

Corporate Transferable Membership

Refundable Deposit

THE JAPANESE ASSOCIATION, SINGAPORE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except card deposit)

$1,000.00 

$200.00 

 

$25.00 

$20.00 

$20.00

Waived

$5,000.00 

$1,000.00 

$200.00 

 

$25.00 

$20.00 

$20.00 

$18,500.00

$3,000.00

$700.00 

$1,000.00 

Nil

$8,888.00

$10,500

$150.00

$134.00

$134.00

Entrance Fee

Individual Ordinary

Refundable Card Deposit

Monthly Subscription

Family 

Single  

Building Maintenance Fund Contribution per month

Entrance Fee   

Nominee Associate  

Associate (Transferable)  

Membership Transfer Fee  

Refundable Card Deposit  

Monthly Subscription  

Nominee Associate  

Associate (Transferable)  

Building Maintenance Fund Contribution per month

Entrance Fee

Grade

A1

A2

A3

No of Nominees

>50

40 - 49

30 - 39

HQ Capital

JPY20billion & above

JPY20billion & above

JPY20billion & above

Entrance Fee

$10,000.00 

$10,000.00 

$10,000.00

1-year social membership

Lifetime Membership (Non-Tranasferable)

Lifetime Transferable Membership

Joining Fee (3 nominations)

Re-nomination Fees

Single

Family

Joining Fee Monthly 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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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A4

B

C

D

E

No of Nominees

20 -29

10 - 19

4 - 9

2 - 3

1

HQ Capital

JPY20billion & above

JPY10billion to <20billion

JPY5billion to < 10billion

JPY1billion to < 5billion

Less than JPY1billion

Entrance Fee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3,000.00

Grade

A1

A2

A3

A4

B

C

D

E

Monthly Subscription

$360.00 

$360.00 

$360.00 

$360.00 

$300.00 

$240.00 

$100.00 

$50.00 

Bldg Maintenance Fund - Corporate Contribution

$1,260.00 

$1,080.00 

$900.00 

$720.00 

$540.00 

$360.00 

$180.00 

$90.00

Monthly Subscription

Bldg Maintenance Fund - Contribution per nominee

Corporate Card Deposit (per card)

$30.00  

$200.00

Entrance Fees

Transfer Fees

Monthly Subscription

Ordinary (Transferable) Membership

Corporate (Transferable) Membership (2 Nominee)

Sports Membership per annum

Term Membership per annum

Ordinary (Transferable) Membership

Corporate (Transferable) Membership

Single  

Per Family Member

SINGAPORE CRICKET CLUB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50,000.00 

$2,500.00 

$4,000.00 

 

 

$10,000.00 

$20,000.00 

 

 

$103.00 

$30.00 

Price on application



SINGAPORE ISLAND COUNTRY CLUB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except refundable deposit)

SINGAPORE SWIMMING CLUB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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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Membership

Corporate Term Membership

Ordinary (Transferable) Membership

Corporate (Transferable) Membership (Local)

Corporate (Transferable) Membership (Foreign)

Monthly Subscription Fees

$24,000.00 

$300.00 

 

 

$30,000.00 

$50,000.00 

$300.00 

 

 

$25,000.00 

$70,000.00 

$300.00 

 

 

$30,000.00 

$70,000.00 

$100,000.00 

$300.00 

 

 

$160.00 

$20.00

$90.00

$2,000.00 

$3,000.00 

Entrance Fee per annum

Refundable Deposit

Entrance Fee 

Transfer Fee 

Transfer Fee to a local person

Transfer Fee to a foreign person

Refundable Deposit

Entrance Fee

Transfer Fee to a local corporation

Refundable Deposit

Entrance Fee

Transfer Fee to a local corporation

Transfer Fee to a foreign corporation

Refundable Deposit

Ordinary Member / Corporate Member Nominee

Spouse of Ordinary Member / Corporate Member Nominee

Absent Member (Subscription fee is due and shall be payable on each current month

Refundable Deposit

2 Nominees 

3 Nominees 

Entrance Fee

Monthly Subscription per nominee $144.45 

Price on application

1-Year Term

2-Year Term

3-Year Term

2 Nominees

$4,000  

$7,000  

$10,000  

3 Nominees

$5,000

$8,500

$12,000



Refundable Deposit (not subject to GST)

Individual Term Membership

Junior Membership (Age 16 to 20)

70

식당 및 여가생활 Dining, Entertainment & Leisure

Refundable Deposit

Entrance Fee 

1-Year Term   

2-Year Term   

3-Year Term   

   

Monthly Subscription

One-time payment 

Monthly Subscription

$1,000.00 

 

$2,000.00 

$3,500.00 

$5,000.00 

$144.45

$500.00 

$16.05

Entrance Fees

Ordinary Membership (Swiss)*   

Associate Membership (Non Swiss)*    

Term Membership (Valid for 12 Months)*(ordinary) 

Term Membership (Valid for 12 Months (associate) 

Renewal of Term Membership (Max. 12 Months) 

Renewal of Term Membership (Min. 6 Months) 

Transferable ordinary Membership*  

Transferable Associate Membership 

Transfer fee payable on charge of nominee  

Visiting Membership* (Non-Residents Only) 

(Minimum 1 month, maximum 6 months) 

(Amount paid cannot be used for upgrading to any other Membership Category)

Corporate Membership (per nominee) 

Transfer fee payable on charge of corporate nominee

For all other memberships

Monthly Subscription per person

*Any couple with or without children below 21 years of age

requires 2 Memberships and 2 Monthly Subscriptions.

SWISS CLUB SINGAPORE

(Fees listed are inclusive of GST where applicable)

$6,420.00 

$7,490.00

 

$2,354.00 

$2,782.00

$2,354.00 

$1,923.00 

$11,770.00 

$13,375.00

$1,926.00 

$267.50

per mth

$13,375.00 

$2,675.00 

 

 

$500.00 

$117.70



THE TANGLIN CLUB

(Fees listed are subject to GST where applicable)

TOWER CLUB SINGAPORE

(Membership to the Tower Club is by invitation only)

(Fees listed are not inclusive of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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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 Fee

Entrance Fee

Monthly Subscription (per member/designee)

Refundable Deposit (not subject to GST)

Monthly Subscription

$50,000.00 

$6,000.00 

$250.00 

$1,500.00 

 

 

$85.00 

$170.00 

$2,000.00

 $5,000.00

$6,000.00

$10,000.00

 

$175.00 

$155.00 

 

Ordinary Membership

Term Membership per annum

(Valid for one year and is renew able up to a maximum of 3 years)

Ordinary Membership

Term Membership

Single 

Couple

Deposit (only applicable for Term Membership)

Term Membership

(Held in the name of an individual; valid for one person)

2-year Term Membership

3-year Term Membership(Individual/Corporate)

5-year Term Membership/Corporate

Term Membership

Regular Membership

Note: 본 간행물 발간 당시의 정보로,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추후 간행물에 정보

수정 및 추가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여가생활 [Entertainment & Leisure]

7.12 영화 관람료는 S$8.50 ~ S$15.00이며, 프리미엄 영화관이나 3D 영화관의 영화 관람료는 더 비싸다. 미술

관이나 엔터테인먼트 티켓가격은 공연자나 장소에 따라 다양하다. 주요 티켓팅 서비스 제공자는 ApeSnap, 

Gatecrash, SISTIC 및 Ticketbooth가 있다. 싱가포르관광청에서 런칭한 TicketCube는 원스톱 티케팅 및 

Information 센터이다. 오차드에 위치한 티켓큐브에서 위 4곳의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StarHub은 1995년부터 케이블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싱가포르에서 유료방송 통신사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 StarHub은 세계적인 뉴스, 엔터테인먼트, 어린이, 스포츠, 그리고 영화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180개 이상의 채널 (유료 On Demand와 무료 Free-to-Air 채널 포함)을 제공하고 있다. StarHub은 주문형 

영상관람과(Video on Demand) 영화 예매 등을 할 수 있는 대화형 디지털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starhub.com/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Singtel TV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24시간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 HDTV 및 

무료채널을 포함하여 120개 넘는 채널을 제공하며 자세한 정보는 www.singteltv.com.sg 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국립 도서관 위원회는(National Library Board) 독자들에게 정보제공, 유용한 도서 수집, 시청각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싱가포르 내 총 26개의 공립 도서관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맞는 도서를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일회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등록비 S$10.50(GST포함)를 지불해

야 무료연간회원가입이 된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일회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등록비 S$10.50(GST포

함)를 지불해야 하고 추가로 연간회원가입비로 S$42.80(GST포함)을 지불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

nlb.gov.sg 에서 확인하거나, 6332-3255로 연락하면 된다. 

동물원, 수족관, 새 공원(Bird Park), 일본 정원(Japanese Garden) 등의 입장료는 보통수준이다. 스쿼시, 배

드민턴, 그리고 테니스 코트의 사용료 또한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요금으로 제공된다. 

싱가포르의 골프 비용은 적정수준으로 Sentosa Golf Club에는 18홀 The New Tanjong 코스, 그리고 18홀 

Serapong Course, 2코스가 갖춰져 있다. 각 코스에 대한 그린피는 아래와 같다.

제시된 금액 외에 7% GST가 추가된다.

자세한 정보는, 6275-0022로 전화하거나, sgc_golf@sentosa.com.sg 로 문의하면 된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애완용 새, 토끼, 기니피그 등)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애완동물이 싱가포르에 도착

하기 30일 이전에 야생 동.식물보호 관청(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AVA))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 신청서는 AVA의 웹사이트 www.ava.gov.sg > Animals & Pet Sector > Owning a pet에서 온라인 

애완동물 수입 [Importing P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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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7.14

7.15

7.16

7.17

7.18

7.19

Type of Guest

The New Tanjong Serapong

Weekdays
Weekends
& Holidays

Weekdays
Weekends
& Holidays

Member’s Guests

$220 $300 $220 $300
Weekdays

(max 11 guests per member)

Weekends & Holidays
(max 3 guests per member)

Visitor NA NA $350 $480

Buggy Fee $25 per golfer



7.20

7.21

7.22

7.23

7.24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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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Smoking Prohibition in Singapore]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신청서당 수수료는 S$5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내에 결과가 나온다.

싱가포르는 1953년부터 광견병이 없는 국가이다. 애완동물 수입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수입 애완개와 고양이는 수입 및 격리절차를 따라야 한다. AVA는 2010년 1월 1일부터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별로 적용되는 새로운 수입 및 격리절차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자세한 정보는 www.ava.gov.sg > Animals & Pet Sector > Animal Health & Veterinarians > Animal Diseases 

& Diagnostic Services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셈바왕 동물 격리소(Sembawang Animal Quarantine Station (SAQS))는 수입된 애완개와 고양이의 격리를 

담당하고 있다. 10 Lorong Chencharu, Singapore 769197에 위치한 격리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찾

아갈 수 있다. SAQS에는 개와 고양이를 위한 방이 있고, 에어컨 혹은 선풍기가 설치된 집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또한 개가 운동할 수 있도록 야외 잔디밭을 조성해 놓았다. SAQS에서 애완동물 격리기간 동

안, 주인이 애완동물의 목욕 또는 털 손질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으며, 시설이용을 원하는 주인들

은 미리 예약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VA의 웹사이트인 www.ava.gov.s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 흡연제한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도인데 점점 제한이 확대되어 모든 실내와 공공장소는 흡연

이 불가능하다. 

싱가포르의 영화관, 냉방중인 쇼핑몰, 사무실, 버스 차고지, 그늘막이 설치된 곳, 수영장 및 경기장 등 대

부분의 실내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하다. 특정 부지의 음식점과 오락시설 내의 지정된 흡연구역에만 흡연

이 가능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시 벌금 $200이 부과되고,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을 시에는 벌금이 최대 

$1,00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환경청 웹사이트 www.nea.gov.sg/public-health/smoking 에

서 확인할 수 있다. 



3 Church Street #13-03B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65) 6221-1206
070-7569-3525

info@khiglobal.com.sg

www.khiglobal.com.sg

blog.naver.com/khiglobalconsulting

khiconsulting

KHI 글로벌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보세요. 현지 법인/지사 설립에서부터 서기, 비자, 각종 

라이센스, 회계 및 세무, 법률, 영주권 및 시민권, 부동산 및 보험까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 입니다.

법인을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을 위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포함하여 유학 상담, 부동산 및 보험까지 개인 컨설팅 또한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드립니다.

ABOUT US

법인서비스

법인 설립 및 유지 

법인 계좌 개설 

취업 비자 신청 

라이센스 및 Trademark 등록

회사 서기

마케팅서비스

마케팅 전략 컨설팅 

미디어 초대, 홍보 및 광고 기획

이벤트 기획 및 진행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 

부동산 관련 세금

개인서비스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개인 소득세 신고

취업 비자 신청 

보험 컨설팅 

자녀 유학 서비스

회계서비스

법인 회계 및 세무

감사 서비스

GST 등록 및 신고 

VIP서비스

VIP 고객 서비스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 (GIP)

패밀리 오피스 옵션

One Stop 서비스 제공

현지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싱가포르 라이센스를 소지한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 제공

윈윈전략을 위한 파트너쉽

성공적인 싱가포르 진출,

KHI 글로벌 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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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세금
Tax Matters



싱가포르의 세금은 크게 직접세(Direct Tax)와 간접세(Indirect Tax)로 나뉘어진다. 대표적인 직접세로는 개

인 소득세와 재산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상품 서비스세(GST) 등이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자는 다음 해당사항에 의거하여 싱가포르 소득세를 납

부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a)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b) 싱가포르에서 받는 모든 외국수입원

하지만 해외거주 중 싱가포르 밖에서 수입을 받을 경우, 배당금과 은행 이자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는 주거와 고용주에게서 받는 다른 형태의 수당, 예를 들어 자가용과 주식도 포함한

다. 명예퇴직 시 받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전체금액의 20%를 과세한다. 2018년부터는 주재원,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되는 본국휴가항공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 내에서의 거주일자에 따라 소득세의 납부 유무가 달라진다. Calendar Year로 183일 이상 체류자, 

회계연도 2개 연도 중 연속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자(회사임원, 연예인, 교수 제외), 3년 연속 체류자 또

는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자가 대상자이다. 183일 이하 거주한 외국인은 세금 전

문가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차등제로 부과된다. 다음은 2017년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YA 2017)

<Tax Calculator for Resident Indivisual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

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Individuals/Tax%20Calculator%20-%20Residents_YA17.xls

8.1

8.2

8.3

8.4

8.5

(For Resident Individuals)
Income Tax Rate (%) Gross Tax Payable ($)

Chargeable Income

On the first 20,000 0 0

On the next 10,000 2 200

On the first 30,000 - 200

On the next 10,000 3.5 350

On the first 40,000 - 550

On the next 40,000 7 2,800

On the first 80,000 - 3,350

On the next 40,000 11.5 4,600

On the first 120,000 - 7,950

On the next 40,000 15 6,000

On the first 160,000 - 13,950

On the next 40,000 18 7,200

On the First 200,000 - 21,150

On the next 40,000 19 7,600

On the first 240,000 - 28,750

On the next 40,000 19.5 7,800

On the First 280,000 - 36,550

On the next 40,000 20 8,000

On the first 320,000 - 44,550

In Excess of 320,000 22

세금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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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Employment Expenses

Donation

Employment Expenses란 근로소득관련 경비공제로 개인비용에서 전체, 독점적으로 비용이 지출됐으면 

근로소득세에서 감면될 수도 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경비공제를 청구할 수 도 있다. 

  - 공무시 발생한 지출

  - 고용주에게 수당 받지 못한 지출

  - 사적으로 쓰이지 않은 자본 

소득에서 감면될 수 있는 지출의 예시 

  - 고객접대비용

  - 대중교통비

  - 전문적인 단체나 협회에 지불한 구독료 

  - 모스크(사원) 건축 자금, Zakat, Fitrah 또는 기타 의무적인 이슬람교 헌납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기부의 2.5배~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기부

는 현금, 주식, 컴퓨터, 공예품, Public Art Tax Incentive Scheme, 토지 및 빌딩의 형태로 할 수 있다.   

등록된 자선단체 (Institution of a Public Character :IPC), IPC의 시설들, 관련 이벤트나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싱가포르 정부에게 기부해야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기부를 통해 기부자가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해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금감면이 불가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개인소득세 세금감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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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d income [see 8.6] $1,000 to $8,000

Wife/spouse relief [see 8.8] $2,000

Handicapped spouse [see 8.8] $5,500

Child relief [see 8.9] $4000 per child

Handicapped child relief [see 8.10] $7,500 per child

Working mother’s child relief [see 8.11]
Based on specific percentage of the 
working mother’s earned income

Parents relief
-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 Not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see 8.12]

$9,000 (wef YA 2015)
$5,500 (wef Y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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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icapped parent relief
 -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 Not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see 8.12]

$14,000
$10,000

Handicapped brother / sister [see 8.12] $5,500

Grandparent caregiver [see 8.13] $3,000

Life insurance relief [see 8.14] -

Course fees (maximum) [see 8.15] $5,500

Foreign maid levy [see 8.16]
Twice the total amount of levy paid in 

the year.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SRS) relief

[see 8.17]
Maximum of $15,300 for Singaporeans 
and Permanent Residents; $35,700 for 

foreigners

개인소득세 세금감면 조건 [Provisos on Personal Income Tax for Residential Individuals]

장애인 또는 55세 이상인 개인에게는 추가로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다. 

배우자의 지난 해의 연간소득이 S$4,000이 넘지 않고 배우자가 현재 연간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

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애를 가진 배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세금감면혜택(Qualifying Child Relief (QCR))은 아래 조건에 해당 되는 자녀당 S$4,000의 세금감면혜

택이 있다.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미혼

● 법적인 자녀, 의붓자식 혹은 법적 입양아

● 16세 이하 자녀 혹은 대학교, 전문대학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 

● 전년도 연간 소득이(예. 월급, 군인 월급, 은행 이자, 배당금, 연금과 같은 비과세 소득. 그러나 장학금이

나 비슷한 성격의 원조는 제외) S$4,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

장애자녀세금감면혜택(Handicapped Child Relief (HCR))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미혼자녀를 부양할 시 S$7,500의 세금감면혜택이 있다.

자녀를 둔 직장여성세금감면혜택(Working Mother’s Child Relief (WMCR))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는 직장여성들에게 적용된다. 

● 싱가포르 세금 납세자

● 전년도에 결혼, 이혼, 미망인이 된 여성

●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여성. 이것은 직장, 교역, 연금, 사업, 전문직종 또는 천직으로 발생한 소득 

●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싱가포르 국적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자녀가 QCR 또는 HCR의 자격조건을 모

두 충족한 경우

위 세금감면혜택은, 여성 혹은 남편이 이미 자녀에 대한 QCR과 HCR 세금감면혜택을 받았어도 이중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8.7

8.8

8.9

8.10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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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녀당 세금감면혜택의 한도는 연간소득 그리고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 또는 장애를 가진 형제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령에 명시된 조건 하에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장애를 가진 부모를 부양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비장애 부모를 부양했을 때 받는 세금감면혜

택보다 최대 S$5,000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결혼했거나, 이혼 또는 미망인이 된 직장여성은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 시부모, 조부모, 시조부

모 중 한 분에 한해서 S$3,000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을 청구 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 시부모, 조

부모, 시조부모 중에 청구하려는 대상자인 한 분은 반드시, 

● 싱가포르에 살고 있을 것

● 싱가포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청구 일시 전년도 기준 12세 이하인 자녀를 돌보고 있을 것

● 전년도에 장사, 사업, 전문직업, 또는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것

● 이미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상으로 세금감면혜택을 신청한 이력이 없을 것

생명보험세금감면혜택은 개인이 생명보험으로 납부한 보험료, 또는 본인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아내의 생

명보험 보험료로 연간 납부한 금액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이다.

개인도 이 세금감면혜택을 신청하여 이하 두 가지 중에서 더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인이 CPF로 납부하는 금액과 S$5,000을 제한 금액

● 본인 또는 아내의 생명보험 보장금액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생명보험료로 납부된 금액 중 낮은 

금액

이 혜택을 신청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필수적으로 납부된 고용인 CPF의 총 금액, 혹은 자영업으로 MediSave 그리고 자발적으로 납부한 CPF

금액,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이 전년도에 S$5,000이하일 것

● 본인의 생명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또는 본인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아내의 생명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1973년 8월 10일이나 그 이후에 계약된 보험증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에 해당 보험회사의 

사무소나 지사가 있어야 한다

기혼여성 또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의 생명보험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인된 학업 혹은 전문자격취득을 하는 개인은 관련된 등록비, 시험이나 수업료에 대해 세금감면신청을 

S$5,500까지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되어서 신청한 회의나 세미나에 드는 등록 비용에 대해

서도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현 사업/직업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의 강의 혹은 세미나의 등록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강의이수 완료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된 분야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만 등록금 세

금감면신청이 가능하다.

Child Relief Allowable

1st child 15% of earned income

2nd child 20% of earned income

3rd child and beyond 25% of earned income

Maximum of QCR/HCR+WMCR
$50,000 per child

Cumulative WMCR percentages are capped at
100% of mother’s earned income

8.12

8.13

8.14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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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부담금(Foreign Maid Levy)관련 세금감면혜택 신청 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

어야 한다.

● 전년도에 배우자와 함께 살았던 기혼여성

● 전년도에 배우자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기혼여성

● 이혼, 또는 별세로 인해 배우자 없이, 자녀세금감면혜택에 자격이 되는 미혼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여성

세금감면혜택은 실 소득에만 적용 되며, 가사도우미 한 명에 대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의 2배에 해당되

는 금액 내로 제한한다.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SRS)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은퇴를 위해 CPF에 추가적으로 저금하는 

것을 말한다. SRS에 기여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금하기 전의 투자 수익률에는 과세

되지 않고, 은퇴 후 SRS 출금의 50%는 과세가 된다.

SRS를 통한 세금감면은 SRS 기여한 다음 회계연도에 감면이 된다. 싱가포르 비거주인은 세금감면의 혜

택을 받을 수 없다. 2017년부터 SRS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15,300, 외

국인은 $35,700이다. SRS를 통한 세금 감면은 SRS 운영자를 통해 자동적으로 감면되니 따로 세금감면

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세금을 낸 외국인이 귀국을 하려고 Tax Clearance를 하고 세금감면을 신청하고 싶다면 SRS 운영자

에게 SRS 기여 및 취소 확인증(SRS statement of contribution/withdrawals)을 받아야 한다.

총 고용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 

임원직, 연예인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전문직 종사자란, 해외 주재원, 해외 연설자, 

왕실 고문 변호사, 자문위원, 트레이너, 코치 등을 말한다. 

고용기간이 60일 이상 183일 이하인 근로자는 총 소득의 15%가 세금으로 부과 되거나 현 세율 표로 계

산된 세금, 이 두 가지 방법 중 금액이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 법인 회사의 이사로, 싱가포르에 거주한 총 기간이 183일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22%의 세

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에 자격이 되려면, 해당자는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기간에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

당 회계연도기간 직전에 3년 연속으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면 안 된다. 

NOR 자격을 획득하면 신청한 회계연도로부터 그 자격이 5년간 유효하다. NOR제도에서 제시하는 자격

이 된다면 다음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기해외 출장으로 인해 싱가포르에 없던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 고용주가 고용인의 본국에 납부 하고 있는 비의무적인 해외 연금 펀드나 사회보장연금제도 금액에 

대한 세금감면

8.16

8.17

8.18

8.19

8.20

8.21

8.22

싱가포르에서 고용된 비거주자 [Non-Residents Individuals Employed in Singapore]

비 정기 거주자 제도 [Not Ordinarily Resident (NOR) Scheme]

세금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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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투자지주회사, 비과세단체 또는 대표사무소에 고용된 개인은 고용주가 비의무적인 해

외 기여를 한 경우에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GST는 VAT와 비슷한 소비세이다. GST는 싱가포르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금융서비스, 거주용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금과 같은 투자용도의 귀금속 수입에는 GST가 부과

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는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면세가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간단하게 보여준다.

소득세나 그 외 다른 세금문제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www.iras.gov.sg 를 참고하면 된다.

IRAS는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에 위치해 있다.

상품서비스세 [GST]

IRAS 연락정보 [IRAS Contact Information]

8.23

8.24

8.25

Taxable Supplies Non-Taxable Supplies

Standard-Rated
Supplies (7% GST)

Zero-Rated Supplies 
(0% GST)

Exempted Supplies
(GST is not applicable)

Out-of-scope Supplies 
(GST is not applicable)

Goods

Mostly local sales fall 
under this category

E.g. sale of TV set in 
the Singapore Retail 

shop

Export of Goods

E.g. sale of laptop 
to overseas customer 
where the laptop is 

shipped to an overseas 
address

Sale and rental of
unfurnished

residential property

Importation and local 
supply of investment 

precious metals

Sales where goods are 
delivered from overseas 
to another place overseas

Private transactions

See out-of-scope
supplies for more

information

Services

Most local provision of 
services fall under

this category

E.g. provision of spa 
services to a customer 

in Singapore

Services that are
classified as

international services

E.g. air ticket from 
Singapore to Thailand 

(international 
ransportation service)

Financial services

E.g. Issue of a debt 
security

Sales where goods are 
delivered from overseas 
to another place overseas

Private transactions

See out-of-scope
supplies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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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사회보장연금제도
Central Provident Fund - CPF



사회보장연금제도(Central Provident Fund (CPF))는 포괄적인 연금제도로 가입자들의 노년 자금대책을 위

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은퇴성 저축 제도 이상의 보장제도이다. 가입자들의 의료 경비, 자택 

구입, 가족 보장 그리고 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제도이다.

CPF계좌가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매달 CPF계좌에 기여해야 한다. CPF계좌는 용도에 아래와 같이 3

계좌로 나눈다.

취업중인 모든 싱가포르 국적과 싱가포르 영주권 소지자는(SPR) CPF를 납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취업비자 또는 취업허가증(Employment/Professional Visit Pass/Work Permit) 소지자들에 대해 

CPF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싱가포르 영주권을 새로 취득한 자들은(SPR) 줄어든 실 급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첫 2년 동안 낮은 CPF납

부율이 부과된다. 3년째 이후부터 SPR들은 싱가포르 국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비율로 CPF를 납부하게 된

다. 만약 SPR와 그의 고용주가 첫 2년 동안 높은 비율로 CPF를 납부하고자 하면 합의하에 CPF의회로 신

청할 수 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째는 두 명 모두 전체 CPF비율을 똑같이 부담할 수 있고, 둘째로

는 고용주가 전체 CPF비율을 부담하고 SPR는 낮은 비율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CPF 웹사이트 

www.cpf.gov.s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업에 취업중인 SPR의 CPF 납부 율이다 

CPF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매달 납부하는 금액으로 저축된다. 이 금액은 고용인의 연령층에 따라 해당 되

는 비율로 Medisave Account(MA), Special Account(SA), Ordinary Account(OA)순으로 입금된다. 2016년 1

월 1일부터 CPF비율과 각 계좌 할당 비율은 다음과 같다.

9.1

9.2

9.3

9.4

9.5

9.6

CPF 보장 [CPF Coverage]

싱가포르 영주권자 (Singapore Permanent Residents)

CPF운영 방법 [HOW CPF WORKS]

Employee’s age (years)

Contribution Rates from 1 Jan 2016
(for monthly wages ≥ $750.00)

By Employer
(% of wage)

By employee
(% of wage)

Total
(% of wage)

55 and below 17 20 37

Above 55 to 60 13 13 26

Above 60 to 65 9 7.5 16.5

Above 65 7.5 5 12.5

Ordinary Account(OA) 자택구입, 보험, 투자 및 교육

Special Account (SA) 은퇴, 은퇴관련 금융상품 투자 

Medisave Account (MA) 입원비, 인증된 의료보험 가입

사회보장연금제도  Central Provident Fund - 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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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cpf.gov.sg

2016년 1월 1일부터 Ordinary Account(OA)의 매달 상한선이 $5,000에서 $6,000로 인상됐다. 

근로자는 월 급여와 연간 보너스 이외에도 현물을 받기도 한다. 아래의 테이블은 그 지불들의 CPF 기여 포

함 여부를 나타낸다. 

출처: www.cpf.gov.sg

CPF의 이자율은 분기별로 검토된다. 현재 OA의 이자율은 년 최대 3.5%이고 SA와 MA의 년 이자율은 최

대 5%이다. Retirement Account의 연 이자율은 매년 검토되고 현재 5%이다.

위 이자율은 회원의 저축금액이 OA $20,000포함하여 총 금액이 $60,000 도달 시 추가적으로 1% 이자가 더

해진다. (이때 CPF의 OA의 최대 잔액은 $20,000이다.)

2016년 1월부터는 55세 이상의 CPF회원이 저축금액이 OA $20,000포함하여 $30,000 도달시 1%의 이자가 

추가되어 55세 이상의 CPF회원은 Retirement Balance에 최대 6% 이자를 받게 된다. (이때 CPF의 OA의 최

대 잔액은 $20,000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pf.gov.sg를 참고하거나 CPF 콜센터(1800-227 1188)로 연락하면 된다. 

9.7

9.8

9.9

9.10

CPF 이자율 [CPF Interes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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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age (years)

Allocation Rates from 1 Jan 2016
(for monthly wages ≥ $750.00)

Ordinary Account
(% of wage)

Special Account
(% of wage)

Medisave Account
(% of wage)

35 and below 23 6 8

Above 35 to 45 21 7 9

Above 45 to 50 19 8 10

Above 50 to 55 15 11.5 10.5

Above 55 to 60 12 3.5 10.5

Above 60 to 65 3.5 2.5 10.5

Above 65 1 1 10.5

CPF Payable CPF Non-Payable

Basic salary Reimbursements 
(i.e. Amounts cannot exceed the actual 

expenses incurred and must be supported by 
official receipts or claim forms)

Bonuses

Cash incentives (e.g. Good Service Award)

Allowances (e.g. meal, laundry, transport allowances, etc) Termination benefits
(e.g. retirement gratuity, retrenchment pay, 
ex gratia payment, salary in lieu of notice)Commissions (e.g. sales commissions)

Overtime pay Gift in kind
(e.g. shopping vouchers)NSmen make-up pay

사회보장연금제도  Central Provident Fund - CPF



싱가포르 공휴일 (2018) 우리나라 4대 국경일

1.1 (월) New Year's Day (신정) 3.1 (목) 삼일절 

2.16 (금) Lunar New Year's Day (구정) 8.15 (수) 광복절 

3.30 (금) Good Friday (기독교 부활절) 10.3 (수) 개천절 

5.1 (화) Labour Day (노동절) 10.9 (화) 한글날 

5.29 (화) Vesak Day (부처님 오신날)

6.15 (금) Hari Raya Puasa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

8.9 (목) National Day (주재국 국경일)

8.22 (수) Hari Raya Haji (회교도 성지인 메카를
순례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날)

11.6 (화) Deepavali (힌두교 명절)

12.25 (화) Christmas Day (성탄절)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ㅣ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전화번호 : (65) 6256-1188  |  Fax : (65) 6254-3191
이메일 : korembsg@mofa.go.kr   |  웹사이트 : sgp.mofa.go.kr

영사민원 안내 
● 여권 발급 / 사증(비자) 발급

● 공증: 서명인증(위임), 학적 서류 확인(초, 중, 고), 공무원/공증인 서명 확인 등

● 병역 국외여행허가 접수, 국적 관련 접수, 가족관계 신고 접수

● 재외국민 등록 및 등본 발급

● 기타: 가족관계증명 발급, 2종 면허 갱신 (1종 면허 갱신은 불가),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기록) 증명 발급, 공인인증서 신청 등

싱가포르공휴일 및 우리나라 국경일 (2018년도 기준)

* 상기 싱가포르 공휴일 및 우리나라 국경일은
  대사관 휴무일입니다.

영사과 (여권/사증/공증 등) 업무시간  
● 대사관 :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2:30, 14:00-17:00 

● 영사민원실 :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2:30, 14:00-16:30 (비자업무: 09:00-11:30) 

* 오전의 경우 비자 업무 처리로 다소 혼잡하므로, 비자 업무 외 민원(여권, 공증, 가족 관계 업무)은
 가급적 오후 2시~4시30분 사이를 이용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긴급연락처 : (65) 9654-3528
(업무시간 이후 평일:17시 이후, 주말/공휴일 24시간)

* 업무시간 이후 사건사고 등 긴급한 경우
*긴급한 상황 이외의 단순 공증/여권/사증 문의는
 업무 시간에 (65)6256-1188 로 문의 바랍니다.

비자 영문 문의 consg@mofa.go.kr 

병역, 사건사고, 기타 consg2@mofa.go.kr 

가족관계, 국적 consg3@mofa.go.kr 

공증, 재외국민 등록 consg4@mofa.go.kr 

여권, 비자 consg5@mofa.go.kr 

Note :



Chapter 10 

장기체류비자
Long Term Pass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거주할 경우 Employment Pass (EP), Long Term Visit Pass (LTVP), Dependent’s 
Pass (DP), Student Pass (SP)와 비자를 받아야 한다.

CPF 보장 [CPF Co

verag가 데리고 올 수 있는 특정 가족들과 그들이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이다. 

싱가포르 영주권자 (Singapore Permanent Residents)

EP는 싱가포르에서 전문직 종사자, 경영자 및 간부로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지원자는 최

소 월 소득이 $3,600 이상이어야 하고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DP 를 발급받는 경우 고용주나 

EP의 지정된 직업소개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EP소지자의 월 급여가 $6,000 이상인 경우 특정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아래 표

는 EP 소지자가 데리고 올 수 있는 특정 가족들과 그들이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이다.

출처: www.mom.gov.sg

E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통상산업부(MOM)의 웹사이트 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

ment-pass 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영주권자, 싱가포르에서 교육받는 자녀와 동반 입국부

모는 Long Term Visit Pass(LTVP)를 신청할 수 있다. 

LTVP 신청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이민국(ICA)의 웹사이트 www.ica.gov.sg/services_centre_overview.

aspx?pageid=37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DP는 EP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게 한다. 

DP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 웹사이트 www.mom.gov.sg/passes-and-permits/dependants-pass/eservic-

es-and-forms를 확인하면 된다.

싱가포르의 교육기관에 합격하여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는 외국인은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단, DP, Immigration Exemption Holder 또는 Short Term Visit Pass 제외)

학생비자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이민국 웹사이트 www.ica.gov.sg/services_centre_overview.aspx?pageid=256 

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된다.

10.1

10.2

10.3

10.4

10.5

Family Member Pass Type

Legally married spouse Dependent’s pass

Unmarried children under 21 including those legally adopted Dependent’s pass

Common-law spouse Long Term Visit Pass

Unmarried handicapped children above 21 Long Term Visit Pass

Unmarried step-children under 21 Long Term Visit Pass

Parent (Only for EP holders earning at least $10,000) Long Term Visit Pass

Employment Pass [EP]

동반비자 [DP]

학생비자 [SP]

장기체류비자 Long Term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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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주재원 소비자물가지수 & 주재원가구 지출 조사
Expatriate Consumer Price Index (ECPI) &
Expatriate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EHES)



소비자물가지수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싱가포르의 물가상승률은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식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했다. 2014년 CPI 기

준에 대한 가중치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실시한 가계비용지출 조사(Household Expenditure 

Survey)에서 수집된 비용가치에서 얻은 것이다. 이러한 비용가치는 2012/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가격변동

을 산출하여 추가로 업데이트되었다.

상공회의소의 주재원 가계비용지출 조사 - 2008 [Chamber’s Expatriate Household Expendi

2015년 이전, 가계비용지출조사는 2008년도에 시행되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주재원

들의 가족들이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알아내기 시행하였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설정하고 

집합을 형성하여, 각 항목이 집합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알아내어 SICC 주재원 소비자물가지수(SICC 

Expatriate Consumer Price Index (ECPI))를 측정하는 데에 있다.

 

ECPI의 정확도를 위해 Singapor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SICC)는 주기적으로 EHES를 시행

한다. EHES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도인데 주재원 가족들의 소비성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15년도에 EHES를 시행하였다. 

2008년 조사의 범위와 영역 [scope and Coverage of the 2008 Survey]

조사는 대표 표본으로 주재원가정을(남편, 부인, 최소 자녀 1인)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단독 주재원들은 가

족단위와의 소비경향의 상당한 차이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가정들은 2015년 9월 한달 동안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 비용지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

게 하였다. 또한 매월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도로세) 등,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

는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소비성 항목인 소득세 납부, 기부금, 벌금 같은 지출은 

제외시켰다. 

2015년도에 시행된 EHES 방법은 2008년도에 시행된 EHES 방법과 일치한다. 

각 항목이 집합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각 항목에는 “가중치” 가 부여된다. 가중치의 산

출 방법은, 총 집합의 합산가격대비 각 항목의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총 집합의 전체 가중치는 보통 

10,000 유닛이라고 가정한다. 집합 내에 포함된 각 항목들은 종류와 쓰임에 따라서 집단 별, 하위집단 별, 

그리고 부분별로 나뉘어진다. 

2015년에 시행된 EHES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Household Durable & Services 라는 항목과 Rec-

reation & Culture 라는 항목이다. 몇몇 항목은 소비성격을 더 잘 표현하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Clothing

은 Clothing & Footwear으로, Housing은 Housing & Utilities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8년에는 총 8개의 항

목이 조사되었지만, 2015년에는 총 10개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상공회의소의 주재원 가계비용지출 조사
[Chamber’s Expatriate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EHES) - 2008 & 2015]

2015년 조사의 범위와 영역 [scope and Coverage of the 2015 Survey]

가중치  [Weights]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재원 소비자물가지수 & 주재원가구 지출 조사
Expatriate Consumer Price Index (ECPI) &

Expatriate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E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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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2015년 조사에서 얻은 집단 별로 나눈 가중치 산정표이다.

CPI와 동일하게, ECPI 또한 가격지수에 대한 가중평균이다. 가중치가 높은 항목들은 가중치가 낮은 항목

들보다 물가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주택(Housing&Utilities)지수(총 가중치의 38.8%차

지)의 1% 상승률이 통신(Communication)지수 (총 가중치의 1.2%차지)의 10% 상승률보다 ECPI에 더 큰 영

향을 끼친다. 

CPI와 마찬가지로, ECPI는 주재원가정들이 흔히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들을 고정된 집합으로 구성하여 

시대가 흐를수록 평균적인 가격변화에 대한 통계이다. 집합 내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종류를 고정시키는 

이유는,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 대한 가격 변화만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CPI와 마찬가지로, 

ECPI는 주재원가정이 생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상품 및 제품의 등장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소비경향과 그에 따른 생활비의 변동을 측정하는 생계비지수와는 다른 것이다. 

더욱이 소비성향의 변화는 새로운 물건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이 곧 지수에 해

당하는 항목의 가격상승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옳지 않다. 소비성향은 정기적인 EHES의 실행을 통해 알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의 EHES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및 다른 브랜드들의 스마트폰, 스마트워

치 등과 같은 전자장치 소비에 대한 데이터들이 수집되었다.   

시기마다 바뀌는 소비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2015년 11월에 시행된 ECPI와 2014년 5월에 시행된 ECPI를 

비교하였다. 두 기간의 평균가격변화를 측정하였고, 가격 변동에 대한 좋은 지표로 제공된다. 하지만 평균

가격 변화를 물가상승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물가상승률은 월 별 혹은 분기 별 평균지수를 그 다음 해에 

해당하는 지수와 비교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재원들 중에서도 상당한 수가 고용주에게서 사택을(어떤 고용인들은 교통비나 교육비를 지원받음) 제공

받고 교통, 교육, 의료 및 치과치료 등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상공회의소에서는 다음의 항

목들을 제외한 ECPI에 대해 가중치 산정표를 수립하였다.

ECPI 활용 [Using the ECPI]

고용주가 부담하는 ECPI 제외 항목 [An ECPI Excluding Items Paid by Employers]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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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Weights

1 Food (Non-Cooked Food& Cooked Food) 1,489

2 Clothing & Footwear 257

3 Housing & Utilities 3,881

4 Household Durables & Services 419

5 Healthcare 222

6 Transport 1,649

7 Communication 122

8 Education 1,092

9 Recreation & Culture 600

10 Miscellaneous 269

Grand Total : 10,000

주재원 소비자물가지수 & 주재원가구 지출 조사
Expatriate Consumer Price Index (ECPI) &

Expatriate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E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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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ub Group

4 Housing Accommodation

5 Healthcare Medical and Dental

6 Transport Private Road Transport

8 Education Tuition

Expatriate Consumer Price Index

Base = October 2008

Groups, Sub-Groups
and Sections

Weights
May 14 Nov 15

%
(May 14 vs Nov 15)

All Items 10,000.0 120.1 118.2 -1.6

I Food 1,520.9 116.5 118.7 1.9

Non Cooked Food 765.8 118.8 119.6 0.6

Rice & Cereals 74.7 117.1 118.0 0.8

Meat & Poultry 148.8 117.0 118.8 1.5

Fish/Seafood 100.4 119.5 121.0 1.3

Dairy 117.4 122.7 123.7 0.8

Oils 16.4 105.2 104.6 -0.6

Veg 105.9 122.5 121.0 -1.2

Fruits 62.6 127.9 128.3 0.3

Sugars 22.8 111.5 111.9 0.4

Beverages-N.Alc 57.4 108.9 108.8 -0.1

Other Food 59.6 117.1 118.6 1.3

Cooked Food 755.1 114.2 117.8 3.2

Fast Food 77.5 110.8 111.7 0.8

Restaurants 464.7 118.3 122.9 3.9

Canteen 60.4 108.6 109.0 0.3

Pubs/Coffee House 152.5 105.8 109.2 3.2

2 Clothing 244.9 107.7 109.3 1.5

3 Housing 4,411.1 115.1 109.3 -5.0

Accommodation 3,861.9 117.7 112.2 -4.7

Fuel 407.5 96.2 85.1 -11.5

Durable 141.7 99.8 101.2 1.3

6 Transport 1,350.9 139.0 135.8 -2.4

Private 889.8 156.4 151.4 -3.2

Public 260.8 107.6 110.3 2.4

Other 200.3 102.8 99.7 -3.0

7 Communication 138.42 94.087 93.1 -1.1

8 Education 1,150.9 128.8 133.5 3.7

Tuition 1,048.2 131.3 136.5 3.9

ECPI ChangeECPI ECPI

주재원 소비자물가지수 & 주재원가구 지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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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ary 19.2 100.4 100.9 0.5

Books/Magazines 83.6 103.3 104.3 0.9

5 Health 176.7 124.3 126.4 1.4

Medical 87.3 126.3 128.4 1.7

Dental 51.3 127.4 129.0 1.2

Supplies 38.0 115.5 116.7 1.0

10 Miscellaneous 1,006.1 118.2 119.0 0.7

Recreation 171.7 111.6 111.4 -0.2

Alcohol/Cigarettes 127.2 110.6 110.8 0.2

Personal Care 94.0 108.3 108.5 0.1

Household Services 314.5 133.1 134.0 0.7

Non-Durable Household 
Goods

54.6 110.1 110.6 0.5

Personal Effects 14.1 101.3 100.6 -0.7

Other Expenses 230.1 113.8 116.1 2.0

94

Alternative Index

Base = October 2008

Groups, Sub-Groups
and Sections

Weights
May 14 Nov 15

%
(May 14 vs Nov 15)

All Items 10,000.0 110.6 110.7 0.1

I Food 3,998.3 116.5 118.7 1.9

Non Cooked Food 2,013.3 118.8 119.6 0.6

Rice & Cereals 196.3 117.1 118.0 0.8

Meat & Poultry 391.3 117.0 118.8 1.5

Fish/Seafood 264.0 119.5 121.0 1.3

Dairy 308.5 122.7 123.7 0.8

Oils 43.0 105.2 104.6 -0.6

Veg 278.4 112.5 121.0 -1.2

Fruits 164.5 127.9 128.3 0.3

Sugars 59.8 111.5 111.9 0.4

Beverages-N.Alc 150.8 108.9 108.8 -0.1

Other Food 156.6 117.1 118.6 1.3

Cooked Food 1,985.0 114.2 117.8 3.2

Fast Food 203.7 1108. 111.7 0.8

Restaurants 1,221.6 118.3 122.9 3.9

Canteen 158.9 108.6 109.0 0.3

Pubs/Coffee House 400.9 105.8 109.2 3.2

2 Clothing 643.7 107.7 109.3 1.5

ECPI ChangeECPI ECPI

주재원 소비자물가지수 & 주재원가구 지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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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소비자물가지수(Expatriate Consumer Price Index (ECPI))는 School of Business and Accountancy, Ngee Ann 

Polytechnic(www.np.edu.sg) 과 공동으로 수집한 자료로 편집된 것이다.

3 Housing 1,443.8 97.1 89.3 -8.1

Fuel 1,071.3 96.2 85.1 -11.5

Durable 372.4 99.8 101.2 1.3

6 Transport 1,049.6 106.0 106.6 0.6

Public 685.7 107.6 110.3 2.4

Other 363.9 102.8 99.7 -3.0

10 Miscellaneous 2,864.5 111.6 112.3 0.7

Books/Magazines 219.7 103.3 104.3 0.9

Recreation 451.5 111.6 111.4 -0.2

Alcohol/Cigarettes 334.3 110.6 110.8 0.2

Personal Care 247.0 108.3 108.5 0.1

Household Services 143.5 133.1 134.0 0.7

Non-Durable
Household Goods

826.8 110.1 110.6 0.5

Personal Effects 37.0 101.3 100.6 -0.7

Other Expenses 604.8 113.8 116.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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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PHOTO STORY

2017 정기총회 

▲ 2017년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정기총회 개최

코참 운영위원회
96



▲ SBF Official Opening 참석

SBF Official Opening

◀ 자선한마당 Sponsor Night!

포토스토리PHOTO STORY

아세안 진출 한인상의 간담회

▲ 아세안 진출 한인상의 간담회

코참 자선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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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PHOTO STORY

제 10회 코참 자선골프 및 상공인의 밤 2017

▲ 제10회 한-싱 저명인사 초청 자선골프 및 상공인의 밤 2017

할리마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네트워킹 디너 ▶

◀ 제10회 한-싱 저명인사 초청 상공인의 
밤 2017: 장애인 후원단체 SPD의 Chia 
Yong Yong 회장에 후원금을 전달

대통령과의 네트워킹 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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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

자선골프 및 상공인의 밤 후원사 
제10회 한-싱 저명인사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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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KOTRA 해외무역관 16개소에 있는 K-Move 센터는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일자리 발굴, 멘토링 및

취업지원,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교육(이력서, 

면접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취업자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멘토링을 통해 현지 정착에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K-Move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주소: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

무역관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singapore

구인구직 홈페이지:   https://kotrasin.staffondemand.sg

https://www.worldjob.or.kr

문의처: kotrasg1@gmail.com / hj.choi@kotra.or.kr

문의 전화번호: +65 6426 7200/ 7225

K-Move 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싱가포르 내 취업 전반에 대한 지원

•  싱가포르 취업을 위한 커리어 및 멘토링

•  헬프데스크(예, 취업자/구직자 비자문제, 취업후 애로사항 청취 등)

싱가포르 취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어요. 

해외 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월드잡 가입 후, 마이페이지 -> 취업사실 확인 및 장려금 신청

• 문의처: hj.choi@kotra.or.kr(취업사실확인 문의건)

 
jcy8210@hrdkorea.or.kr(전반적인 장려금 문의건)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낯선 싱가포르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는 한국 청년들을 위해 싱가포르
 

노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꼭 인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다운받는곳 : https://goo.gl/XmZpYT  

 더불어,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웹사이트, 주싱 대한민국 대사관,

월드잡+ 및 해취투게더(KOTRA 해외취업 카페)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12월, KOTRA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다수

위치해있고 많은 한인 청년들이 싱가포르 금융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있어 이력서 작성법, 면접 팁 및 실제 금융업 종사자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목: 싱가포르 금융업 릴레이 멘토링

•  일시: 2017년 12월 12일 (화) ~ 14(목) 19:00~20:30(시간 미정)

•  장소: 싱가포르 무역관 회의실

K-Move 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KOTRA 싱가포르무역관

해외일자리 

발굴

구직자 

역량강화

멘토링, 

면접지원

헬프데스크,

사후관리

회원가입
기존회원가능 >

취업성공
기존회원가능

1차 
장려금 신청

취업기간 1개월 후

2차 
장려금 신청
기존회원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