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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문화 컨텐츠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국외출장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해양 관광․문화 선진 도시인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해양 콘텐츠
자료 수집 및 우리시 접목 가능한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의정
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1

개

요

방문기간 : 2019. 10. 15.(화) ~ 10. 19.(토) / 3박5일
방문국가 : 싱가포르
출장인원 : 11명(의원 8, 수행원 3 등)
주요 수행내용
❍ 관광, 축제 사례 연구 및 문화유산 관리실태 연구
❍ 지역특성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개발 조화 사례 연구
❍ 수출 및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기술협력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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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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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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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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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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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광호

OCK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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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교통

1일차
10/15
(화)

김해
(10:50)

인천
(11:50)
싱가포르
(19:55)

항공

주요일정

·인천 → 싱가포르(약 6시간 소요)

2일차
10/16
(수)

<기관방문>
·마리나 버라지 방문
전용버스
<현장시찰>
·주롱 새공원, 가든스바이더 베이

3일차
10/17
(목)

<기관방문>
·대림건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시티갤러리
전용버스
<현장시찰>
·에스플러네이드, 바리나베이 샌즈 전망대
머라이언 공원

4일차
10/18
(금)

<기관방문>
전용버스 ·싱가포르 해양박물관
<현장시찰>
·보타닉 가든, 센토사섬, 차이나타운 외
항공 ·싱가포르 → 쿠알라룸프르 (23:30 출발)

5일차
10/19
(토)

싱가포르
(22:35)

김해
(09:25)

항공

·쿠알라룸프르 → 김해(약 7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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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

방문국가 이해하기
싱가포르 현황
․ 언

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면

적 : 719.1㎢(창원시 743.77㎢)

․ 인

구 : 약 586만명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주요민족 :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기타
․ 종

교 : 불교,이슬람교,도교,힌두교,카톨릭,기독교 등

․ 화폐단위 : 싱가폴 달러(S$)
․ 국민소득 : 1인당 6만달러 (2018년 말 기준 세계9위)
※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정도 늦음

싱가포르 소개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도시국가로 법률과 그 집행이 매우 엄격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나라로 유명하다. 싱가포르는 동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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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3㎞의 큰 섬을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서울시 보다
면적이 조금 넓은 나라다.
❍ 싱가포르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13C 중국의 문헌에, 14C경에는 스
리비자야 왕국에 속하고, 자바어로 바다마을이라는 뜻의 테마섹
(Temasek)이라 불리었다. 테마섹은 중요한 무역도시로 떠올랐으나 이후
14C경에는 쇠락의 길을 걸었고, 16C 동안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으며 17C에는 네덜란드 영향권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그저 어민과 이따금씩 해적들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을
뿐이었다.
❍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토마스 스탬퍼드 래플스경이 이 지역에
상륙하여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 무역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때부터 크게 성장하였다. 1858년부터 인도 정부가 이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증기선이 발명
되면서 싱가포르는 동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더욱 크게 담당하게 되었다.
❍ 1942년 2월부터 일본은 싱가포르를 쇼난(昭南)으로 개명하고 1945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후 영국군이 탈환할 때까지
지배했고, 1965년 8월 독립하면서 새로운 국가로의 기틀을 다지며,
유솝빈 이샥이 초대 대통령으로, 리콴유가 초대수상으로 집권하게 되었다.
❍ 이때 싱가포르는 당면한 실업과 자급자족의 문제가 심각했으나, 1965
년부터 1990년까지 리콴유 수상의 강력한 장기집권기간 아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홍콩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 관 주도의 경제 사회정책의 추진은 공산주의 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에 고촉통이 수상직을 승계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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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전 수상의 큰 아들인 리셴룽이 3대 수상으로 집권하고 있다.
❍ 강력한 정부 권력에 의해 여타 다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종교 관여나 종교 분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양한 종교의 사원이 시내
곳곳에 건축되어 있다. 리틀 인디아나 차이나타운 같은 민족성이 나타나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민지 시대에 이민자를 분리
수용하는 정책 때문인 듯하다.

※ 싱가포르 관련 사진들

싱가포르 해양 사진

싱가포르 해양 사진

센토사 섬에서 본 싱가포르 전경

싱가포르 거리 풍경

싱가포르 거리 풍경

공사중인 싱가포르 거리

싱가포르 거리 자전거 보관대

싱가포르 야경

싱가포르 거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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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

5

마리나 버라지

주 소 : 8 Marina Gardens Dr, 싱가포르 018951
홈페이지 : https://www.pub.gov.sg

❍ 일

시 : 2019. 10. 16.(수) 14:00 ~

❍ 담 당 자 : 하기비스 직원
❍ 방문목적
-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마리나 배라지 견학
- 식수확보를 위해 건설한 대형 댐으로 환경 및 저수지 레저 등 정보 획득
❍ 기관소개
- 마리나 버라지 (Marina Barrage)는 마리나 이스트와 마리나 사우스
사이의 마리나 해협을 가로 질러 5개의 강이 합쳐진 댐으로 2005년 3월
22일 건축을 시작했으며 2008년 10월 31일 싱가포르의 15번째 저수지로
공식적으로 개장했다. 최대규모의 댐 답게 식수공급, 홍수 통제 및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한다. 2009년 미국 환경엔지니어 아카데미
(Academy of Environmental Engineers)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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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방문 내용
- 싱가포르의 기후정책에 대한 개관
⇨ 온실효과, 기온증가 등 기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보의 노력을 설명
⇨ 물의 재활용, 녹지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자세한
예시와 함께 보여줌
- 식수공급 및 홍수예방 등 댐 자체의 역할 소개
⇨ 실제 댐을 축소해 놓은 모형으로 식수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단계
적으로 보여줌
⇨ 마리나 브릿지와 9개의 수문으로 바다와 강을 막아 싱가포르
수자원의 10%를 공급함
- 댐의 역할을 넘어선 레저나 여가활동 소개
⇨ 잔잔한 저수지로 윈드서핑, 카약, 보트 등이 가능하며
솔라파크에서는 가벼운 여가시설도 가능함
❍ 질의 응답
① 뉴워터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뉴워터가 무엇인가?
⇨ 하수를 깨끗한 물로 만든 것이다. 싱가포르는 뉴워터 플랜으로
식수부족을 일부 해소했다. 싱가포르 물수요 중 1/3 정도를
뉴워터로 해결하고 있다.
② 하수는 정수해도 상수도 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반발은 없었는가?
⇨ 정부차원에서 정수된 하수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누가 하수를 음용수로 생각하겠는가?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노력으로 그것을 이뤄냈다. 싱가포르가 그 정도로 물부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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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싱가포르 정부가 시민들에게 물절약 홍보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
⇨ 말그대로 물을 아끼자는 취지에서 한 캠페인의 일종이다.
변기물을 반으로 줄이고, 상하수도 요금을 체크하고, 샤워시간을
줄이고 싱크대에 물을 받아서 쓰는 등의 물절약 캠페인이다.

[ 현장 방문 사진 ]

직원 하기비스씨와 함께 단체사진

댐의 빗물사용에 대한 설명을 통역을 통해 듣고있다

싱가포르 물 재활용에 관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마리나버라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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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주 소 : 200 Tuas South Ave 2, 싱가포르 637205
홈페이지 :
http://www.daelim.co.kr/eng/daelim/pr/NewsView.do?keyword=&searchword=&currentPage=1&cd_mnu=EU0
35&idx=19289

❍ 일

시 : 2019. 10. 17.(목) 10:00 ~

❍ 담 당 자 : 전병호 부장 외 4명
❍ 방문목적
- 대림산업의 항만관련 성과 및 항만 운영 현황 브리핑
- 현지 상주한 기업을 통해 싱가포르 인이 아닌 한국인의 눈으로
싱가포르 항만운영과 우리지역 부산항만공사(제2신항) 문제와
비교를 통해 항만공사의 궁극적인 역할 비교
❍ 기관소개
- 1939년 설립되었으며, 한국 건설 산업과 석유화학 사업부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총 13개의 회사로 이루어진 대림그룹의
모기업이다. 대림산업은 건축, 토목, 플랜트 등 건설 분야와 석유화학
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림산업
건설사업부는 창립 이래, 경부고속도로, 국회의사당,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등 대한민국 대표 건축물을 건설하였다. 또한 1966년
베트남에 최초로 진출한 이래, 세계 각지에서 건축, 토목,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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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

❍ 기관방문 내용
- 싱가포르의 간척사업 설명
⇨ 1822년부터 시작한 간척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25%의
국토면적이 증가하였고 국토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국토의
35%까지 확대예정
- 싱가포르 항구 비젼
⇨ 터미널 통합, 캐이슨 안벽, 무인트레인 등의 첨단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싱가포르 GDP의 7%에 기여, 17만 일자리 창출)
- 현지기업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류
❍ 질의 응답
① 케이슨 공법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적이 있는가?
⇨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케이슨 공법으로 한 것이며 삼성과 대림이
이 공법을 사용한다.

②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하는 환경은 어떠한가?
⇨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의 힘이
막강하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우선이다. 한 예로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경우 우리나라 같으면 안할 일도 기존대로
시행한다든지, 경제성보다는 환경이 우선이라는 마인드 등 약간
다른 점이 존재한다. 특히 날씨가 일하기 좋다. 물론 더운것도
있지만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준공일이
우리나라보다 빠른 경우가 많다.
1) 소개 출처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B%A6%BC%EC%82%B0%EC%97%85

- 11 -

③ 대한민국에서는 관공서와의 관계, 집단민원 등 기업의 업무환경이 힘든 부분이 있다.
7000억 달러 수주의 공사를 하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는가?
⇨ 싱가포르에서는 민원들의 집단행동 등은 일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다. 타지에 나와서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나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④ 자재나 소재, 인건비 등은 대한민국과 비슷한가?
⇨ 자재는 대한민국과 비슷하나 인건비는 차이가 난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여기는 아니다.
주변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값싼 임금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도로에 보면 트럭 뒤에 앉아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⑤ 한국직원은 몇 명이며 총직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은 경기가 좋지않고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을 위한 노력은 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
⇨ 현재 한국직원은 22명이고 일에 따라 더 충원된다. 총
노동인력은 2천명 정도다. 회사 자체적으로 청년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하는 해외인턴쉽 제도로 일부 고용되는 것으로
안다. 여기서는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에서 주재해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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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7000억 달러 수주공사는 벨기에 기업과 합산한 금액인가? 아니면 대림만의
순수한 금액인가?, 대림은 시공만 하는가 운영권도 가지는가?
⇨ 대림이 시행하는 공사만 해당되는 금액이다. 대림은 순수하게
시공만 한다. 운영권은 100% 정부지분이다. 새로 지어진 창이항공도
정부지분이다.
[ 현장 방문 사진 ]

대림산업 전병호 부장 등 직원 5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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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청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주 소 : 45 Maxwell Road The URA Centre, 싱가포르 069118
홈페이지 : https://www.ura.gov.sg/Corporate/Singapore-City-Gallery

❍ 일

시 : 2019. 10. 17.(목) 15:00 ~

❍ 방문목적
- 싱가포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티갤러리를
통해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및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 향후 건립할 창원의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에 참고자료로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
❍ 기관소개
- 차이나타운 부근에 위치한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는 3층짜리 건물로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1999년 1월에 설립된 이 장소는 이전에는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갤러리로 알려져 있었으며 국가개발부
산하의 도시개발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 2004년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2004년 12월에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로 재출발을 하였고 2012년에는 싱가포르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 현재 매년 20만명의 방문객이 이 장소를 찾는 관광명소다.
❍ 기관방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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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층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1층은 싱가포르를 축소한 큰 지도가
가운데 위치해 이곳에서 도시계획, 건축, 재개발 등을 주제로 한
임시전시를 주로 하는 곳이다.

전시를 주로하는 1층은 현재 공사중이었다.

- 2층은 Central Area Model 이라고 하는 중앙 싱가포르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이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건설된 건축물들도 만들어 놓
은 말그대로 현재의 싱가포르와 미래의 싱가포르를 보여주는 곳이다.

싱가포르의 축소모형이 그대로 재현되어있는 2층

- 건물 3층은 싱가포르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많은 사진과 영구
전시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로 싱가포르의 과거를 상세하게 보
여주고 싱가포르에 대해 사전지식이 없는 관광객들에게 싱가포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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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은 싱가포르의 역사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 소감
- 창원역사민속관과 비슷한 느낌을 받은 곳으로 외국인들이 싱가포르를
이해하는데 가장 알맞은 장소였다.
- 사진과 영상으로 과거와 현재의 싱가포르에 대해 보여주고
싱가포르를 축소한 모형이 상당히 디테일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인들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 향후 창원 산업노동역사박물관을 건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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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갤러리

(Si ngapore Marit ime Gal lery)

주 소 :
31 Marina Coastal Dr, Level 2, 싱가포르 018988
홈페이지 : https://www.maritimegallery.sg/web/portal/home

❍ 일

시 : 2019. 10. 18.(금) 10:00 ~

❍ 담 당 자 : 전문가이드 1명
❍ 방문목적
- 싱가포르의 해운 항만 부문에 대한 성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창원시 해양항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획득
- 전시회, 워크숍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박물관을 견학함으로써
향후 창원 해양관광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기관소개
- 마리나 사우스 피어에 위치한 싱가포르 해양 박물관은 지난 4월
리모델링을 끝내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곳으로 작은 무역 지점에서
글로벌 허브 항구 및 국제 해상센터로의 싱가포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 기관방문 내용
- 싱가포르 해양역사, 현재의 싱가폴의 해양 현황 및 정책, 미래의
해양전망, 그리고 체험장 등 총4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싱가포르
해양갤러리는 해양도시로서 싱가포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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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인 해양갤러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통역 가이드와 담당직원을 통해 싱가포르 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세계적인 물류항구가 되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 해양정책의 기초가 되는 싱가포르 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아시아~유럽을 잇는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 항로의
지정학적 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태평양의 기점이 되는 부산․진해의
제2신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벤치마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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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항에 대한 관심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점검

❍ 소감
- 싱가포르 항만이 처음부터 세계적인 항구는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지리적 이점으로 세계 제1의
항구(지금은 중국에 이은 제2의 항구)가 된 것은 창원의 제2신항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물론 금융과 항만이 함께 성장한 싱가포르와 창원과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향후 LNG벙커링 등 석유를 대체할 선박에너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창원은 ‘기계공업의 메카’, ‘대한민국 10대
도시였던 마산’을 능가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항만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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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6

주롱 새공원

․ 20핵타르의 면적을 가진 주롱 새공원은 싱가포르 주롱 지역을 중심지로
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 전문 공원이다.
․ 수많은 종류의 새를 직접 볼 수 있으며 걸어서 구경도 가능하지만 더운 날씨와
습도 때문에 야외에서 구경할 경우 모노레일을 타고 구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용 ․ 처음 공원에 들어가면 실내에서 펭귄을 만나볼 수 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수나 부산 등 아쿠아리움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받았다. 야외와는 달리
실내는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
․ 신기했던 것은

‘올스타 버드쇼’라고 하는 공연으로 앵무새나 펠리컨, 홍학

등 다양한 새들의 연기하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도심속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천문학 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새공원을
둘러볼수록 ‘진해 내수면 생태공원의 규모가 커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느낀점
☞ 창원에 관광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내수면 생태공원에 작은 공간이라도
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관광과 자연의 조화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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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스바이더 베이 (플라워돔, 클라우드포레스트돔)

․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를 꼽는다면 단연 마리나 베이 샌즈와 함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든다.
․ 2012년 6월에 개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식물원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크게 베이 사우스, 베이 이스트, 베이
내용

센트럴로 나누어 지며,
․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베이 사우스에 볼거리들이 집중되어있다.
․ 열대 우림 지역과 고산 지역을 재현한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에 방문하시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인공 폭포가 시원함을 선사하고, 세계 최대의 유
리 온실인 플라워 돔에선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 도심속의 오아시스란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구경을 하는동안 그 규모에 한 번 놀라고, 이러한 것을 생각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도심 속에 이런 장소를 만들겠다 생

느낀점 각한 자체가 기발하기도 하지만 그 양이나 질적으로 누가 봐도 혀를 내 두
를만한 장관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 관광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둘러봐야할 장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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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러네이드

․ 2개의 유리 지붕에 7,000개 이상의 삼각 알루미늄 햇빛 가리개를 덧씌운
구조의 아트 센터인 에스플러네이드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특색있는 건물 중
하나이자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내용

․ 돔 위에 뾰족하게 장식된 이러한 두 개의 구조물이 자국의 특산물인 열대
과일을 닮았다고 하여 현지인들은 이 건물을 "두리안"이라고 부른다.
․ 에스플러네이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오페라극장, 콘서트홀, 갤러리 등으로
이용되는데 실제로는 두리안이 아닌 마이크 모양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한다.
☞ 실제로 3일 동안 싱가포르를 둘러봐야 했기 때문에 일부 장소는 포기해야
했다. 이 에스플러네이드에서 공연을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긴 하지만
시간적, 경제적인 여건으로 밖에서 두리안 모양의 외관만 감상해야 했다.

느낀점 머라이언 공원과 연결되는 길은 야경이 무척 아름다우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 특색있는 건축물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는 공원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있다. 우리 창원관광도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여 관광 인프라를 서서히 늘려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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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베이 샌즈 전망대

․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건물인 마리나베이센즈호텔은 그 모양도 모양이지만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2010년에 준공을 해 우리에게는 더욱 의미있는
건축물이다.
․ 건물위에 343미터 길이의 배가 올라가 있는 형상을 한 이 건물은 호텔 뿐
내용 만 아니라 쇼핑, 카지노 등 부대시설이 있으며 꼭대기의 전망대는 원래 일반인
에게도 개방했으나 아쉽게도 수영장은 호텔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었다.
․ 꼭대기인 전망대에 올라가면 싱가포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뷰를 선사한다. 실제 투숙객이 아닌 일반 관광객들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온다.
☞ 일본 도쿄 도청전망대를 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물론 도쿄는
무료전망대라는 차이가 있지만 높은 곳에서 한눈에 시내를 볼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있다.
☞ 시내 한 복판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조건들이
느낀점 많다. 우리 창원에 진해 솔라타워는 바다와 만나 환상적인 뷰를 제공하지만
시내가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상 불리한
점이 많다.
☞다른 나라 관광을 무턱대고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론 마리나베이센
즈호텔같은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의 부재가 아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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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언 공원

․ 머라이언 공원(Merlion Park)은 싱가포르에 있는 공원으로, 그 유명한
머라이언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 머라이언이란 인어를 뜻하는 ‘Mermaid’와 사자를 뜻하는 ‘Lion’의 합성어로
내용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 몸통이다. 길이 8.6m, 무게 70t에 달하는
24시간 물을 내뿜고 있는 이 동상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조각품이자
관광객들이 인증사진을 찍어야만 하는 인기 관광상품이다.
․ 24시간 내내 사람이 붐비지만, 야간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룬다.
☞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머라이언 상’을 직접 본 느낌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상의 동물인 머라이언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관
광객을 모으는 발상은 본받을 만하다.

느낀점 ☞ 사실 진해에 이순신타워가 완성된다면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닌 주변
인프라도 함께 구축되어야 함을 느꼈다. 공원에는 머라이언상만 덩그러니
있는게 아닌 에스플러네이드 같은 건축물과 끝내주는 주변야경, 그리고
저녁에 맥주 한 잔할 수 있는 식당들까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 24 -

보타닉 가든 (싱가포르 식물원)

․ 정원 속의 도시라는 싱가포르의 명성을 반증하듯 보타닉 가든은 싱가포르
최초의 UNESCO 문화유산 지구로 지정되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중국의
만리장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징적인 명소로 자리잡았다.

내용

․ 60,000종 이상의 식물과 난초가 서식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난초 관람 시설을
자랑하는 내셔널 오키드 가든이 가장 큰 볼거리다.
․ 1859년 개원했으며 단순히 사람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식물연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지식분야 특히 재배
고무 식물 등 열대식물 및 원예학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보타닉가든의 방대한 규모로 인해 모든 곳을 관람하기는 힘들었다.
그만큼 식물들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는데 공기 또한 상쾌해 하나의 힐링장소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 식물들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으면 좀 더 의미있는 방문이 되겠다는 생각이

느낀점 들었다.
☞ 자연녹지가 부족한 창원에서도 이런 규모의 공원이 있었다면 문화와 여가
그리고 관광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한때 환경수도 창원을 표방했던 만큼 아파트 건설, 경기부양, 개발 등도
좋지만 힐링의 공간 또한 그에 걸맞게 늘렸으면 한다.

- 25 -

센토사섬

․ 센토사 섬(Sentosa)은 싱가포르의 유명한 휴양지이다. "센토사"는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이전에는 "Pulau Belakang Mati"라고 했다.
․ 싱가포르의 남쪽에 위치하며 동양 최대의 해양수족관을 비롯하여 분수쇼를
볼 수 있는 분수, 예쁜 난꽃을 가꿔놓은 오키드 가든, 아시아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한 아시안 빌리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내용
․ 그 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판타지 아일랜드, 넓고 흰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센트럴 비치와 자전거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코스, 볼케이노 랜드 등
센토사 섬은 ‘작은 놀이왕국’이다.
․ 남쪽 해안에는 실로소·센트럴·탄종해변 등의 휴양시설이 있고, 관광 명소로서
각종 해양 스포츠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 유명 휴양지인 센토사 섬은 경남 통영지역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케이블카와 루지, 그리고 바다 너머로 보이는 경관까지 관광을 위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 한편 37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머라이언 상이 연내 철거된다는 가이드
느낀점 설명이 있었다. 이런 커다란 조형물을 철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주변인들은
전부 아쉽다는 말을 많이 했다. 결정한 싱가포르 정부가 계획이 있어 철거
하겠지만 다음에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를 아쉬움이 들었다.
☞ 머라이언 상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기념동전을 하나 나눠 줬는데 창원의
관광지에서도 이런 기념 동전을 나눠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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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등

․ 우차수라고도 하는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은 중국 문화를 요소로 역사적으로
화교들이 모인 싱가포르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우트럼
(Outram) 지역에 위치해 있다.
․ 싱가포르의 가장 큰 인구 집단은 중국인계 화교이지만, 차이나타운 지역은
내용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큰 지역은 국가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건축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
․ 아랍 스트리트(Arab Street)는 싱가포르에 있는 거리로, 프라자 호텔부터
빅토리아 거리까지 뻗어있다. 아랍 상인과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형성되었으
며 이국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 그들만의 문화를 간직한 공간으로
도심지역과는 다른 이국적인 느낌을 지닌 곳이었다.
☞ 우리 창원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느낌을 지닌
느낀점

지역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증가, 이민 등으로
인해 갈수록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 아직은 한민족 국가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우리나라에 다민족 국가란
말은 어색하다. 향후 인종차별 같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며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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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
물 절약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 건립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물이 매우 부족한 국가다. 강이나
호수 등 물자원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토지면적도 좁기 때문에 물을 저
장할 공간이 없다. 따라서 물은 당연히 옆 나라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
고 있는 실정이다.
첫날 방문한 싱가포르 마리나버라지는 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국민들에 물 절약을 위한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비단 물 뿐
만 아니라 재활용 등 환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안 내용】
￭ 물부족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도 물부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 마리나버라지처럼 물부족에 대한 홍보나 환경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하는 시설을 창원에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8 -

관광객에 방문기념 동전 제공
센토사섬에 있는 커다란 머라이언 머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1층에서
하나씩 기념동전을 나눠주었다.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관광객에게는 그
나라에 갔던 것을 기억하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안 내용】
￭ 로봇랜드 그리고 솔라타워나 콰이강의 다리, 그리고 향후 건립 할 이순
신타워 등 주요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
☞ 지름 5cm정도의 동전을 주요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 동전안에 그림은 해당시설 모양으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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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내수면생태공원 활용방안 건의
진해내수면생태공원은 방문할 때 마다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하지만
좋은 환경을 더 많은 사람이 즐기기 위한 장소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진해구에는 예전 파크랜드 같은 놀이시설도 없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내수면생태공원에서 키우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제안 내용】
￭ 싱가포르의 주롱새공원을 방문했을 때 여러종류의 새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지만 자연경관을 보면서 산책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보타닉가든이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과 비슷한 환경이
었는데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했다.
☞ 조류 동물원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곳곳에 고니, 거위, 앵무새 같은
주변에서 잘 보기 힘든 동물들을 내수면환경생태공원에서도 키우면 진
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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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평
방문기관 섭외가 힘들었던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해양,문화,관광 콘텐츠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한 이번 국외출장은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하고 싶다.
국외출장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점이 방문기관 섭외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타국 방문객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공
문을 보내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질 않았다. 계획에 있던 PSA항만공
사나, 항만청은 담당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정중하게 사양하는 답변이
왔고 마지막날 방문했던 해양갤러리를 소개해 주었다.
다행히 대림산업을 방문해 항만청에서 들을 수 없었던 많은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고, 마리나 버라지, 해양갤러리, 시티갤러리
등을 방문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지만 싱가포르의 관공서를 둘
러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관광목적이 아닌 공부를 위한 국외출장이 되도록
그 지역의 문화나 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책이나 인터넷 등
의 자료로 얻을 수도 있지만 관광지에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우리 시책에 접목 시킬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예천군 의회 사건으로 인해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는 기관이 많아진
것은 안타까움이 남는다.
그동안 국외출장을 놀러가는 것으로 인식한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잘못
이긴 하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공무출장이 매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출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불식 시키고자 기관방문을 매일 1개
소 이상계획했고 여행사와 협의하여 쇼핑같은 것은 일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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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명과 수행공무원 3명 그리고 여행사 담당은 함께 방문기관 및
일정에 대해 수시로 피드백을 했으며 가이드나 통역사, 방문기관 관계자
에게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향후 의정활동에 접
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슬기롭게 해결하다
국외출장 3일전 항공기 발권이 잘못되어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다. 물
론 발권하는 회사직원의 실수이긴 했지만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여행사나 발권회사 측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했
고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저가항공을 이용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
다.
사실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낼 때 의견이 분분해 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번에는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문제를 해결했다. 국외출장을 가서 인원통솔을 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이
나 여행사 측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일시에 해소되자 실제 싱가포르에
서는 원만하게 일정을 진행했던 것 같다. 저가항공으로 변경하면서 100
만원 정도 여비반납으로 비용도 절감했고 국외출장 심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천을 경유해서 김해공항으로 오는 것에 대한 시간, 비용낭비)을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한 부분이라 1석3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본다.

첫 느낌! 깨끗한 거리, 무더운 날씨와 시원한 실내
싱가포르에서 처음 받은 느낌은 “깨끗하다” 였다. 창이공항은 말할 것
도 없고 주변 거리나 심지어는 버스안도 너무나 깨끗했다. 환경미화원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깨끗한 거리가 신기하기도 했는데 벌금이 무거워 반
강제적으로 지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 없다면 무용
지물 일 것이다.

- 32 -

날씨는 예상대로 무척 더웠지만 실내나 차안은 시원해서 일정을 소화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건물마다 에어컨이 필요이상으로 강해서 거
리의 다습함을 해소해 주었고, 관광객들이 전력소비가 감당이 되는지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을 할 만큼 충분히 시원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모기, 날파리 등의 해충
도 싱가포르에서는 한 마리도 보지를 못할 정도로 도시관리에 철저함이
느껴졌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등 다
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차이나타운이나 아랍스트리트 같은 이국적인
장소도 관광지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중국계는 화이트칼라가 많고 노동자인 블루칼라는 말레이
인, 인도네시아인 등이 많이 보였다. 특히 공사현장의 인부 중 중국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인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우리나라도 향후 이민을 장려할 경우
싱가포르와 유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마리나버라지에 견학 온 현지 유치원생들이 같은 유치원 옷을 입고있
었지만 중국계, 아랍계, 말레이시아계가 각자 다른반으로 나눠져 움직이
던 모습은 약간 이색적인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법으로 유치
원 반을 나누면 부모들이 이해를 못할 건인데 싱가포르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항만의 모습
둘째날 대림산업으로 가는 길은 관광지와는 다른 풍경이었다. 마치 가
덕도와 제덕만의 모습과 비슷했는데, 끝없이 펼쳐진 공사현장과 컨테이
너들이 곳곳에 있었고 다소 삭막한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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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단점인 국토가 작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도 매립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세우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
되는 것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그런 비용문제를 걱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기엔 우리나라보다 낫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대림산업의 직원들도 그런 점은 우리
나라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는 무
선망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정부에 대한 반대 글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고 한다. 명과 암은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큰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태형을 시행한다고 하니 조금 무섭기도 했다.

출장을 마무리하며
5일간의 국외출장기간동안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진 못했지만 문
제없이 무사히 다녀온 것만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각자 느낀 바는 다르겠지만 싱가포르를 다녀오면서 공통적인 생각은
정말 잘 만들어진 도시다는 느낌 이었다.
1인당 GDP가 6만 달러에 달하는 잘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특히 깨
끗한 거리,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는 수돗물, 그리고 우리가 가
져간 기념품을 끝내 사양하던 공무원들의 청렴함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머라이언공원, 센토사섬, 가든스바이더베이 등 주요 관광지에
서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창원관광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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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외출장 및 기관방문 내용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

◉ 마리나 버라지(MRINA BARRAGE) 방문
마리나 버라지는 마리나 이스트와 마리나 사우스 사이의 마리나 해협을
가로질러 5개의 강이 합쳐진 댐으로 2005년 3월에 건축을 시작했으며
2008년 10월 말경에 싱가포르의 15번째 저수지로 공식적으로 개장하여 최대
규모의 댐답게 식수 공급 및 홍수 예방 등을 제공한다.
싱가포르 최대 저수지인 해양 저수지 마리나 버라지는 물 수입을 줄이기
위해 비가 올 때 수위가 높아져 바다로 소실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고 그
빗물을 댐에 저장해 정수 처리하여 물의 대부분인 80%를 말레이시아를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싱가포르가 식수 확보를 위해 건설한 대형 댐으로,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댐이다. 350m의 다다르는
9개 수문으로 바다와 강을 막아 싱가포르 국가 수자원의 10%를 공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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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방문
•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싱사포르에서 24억 18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조원)
규모의 항만 공사를 수주하여 세계 최대 준설회사인 벨기에 ‘드레싱 인터네
셔널’과 함께 싱가포르 정부가 발주한 대형 항만 ‘투아스 터미널 1단계 공사’를
계약하고 투아스 터미널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항만청이 서남부 투아스 지역에
매립, 준설, 부두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대림산업이 확보한 지분은 36.19% 금액으로는 8억 7500만 싱가포르 달러
(약7100억원). 대림산업은 2013년 마리나 해안고속도로 공사와 2014년
톰슨라인 지하철 공사 등에 이어 이번 항만 공사까지 잇달아 수주해 싱가
포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 국가 개발부 산하 도시개발청으로서 국가개발의 핵심 부서이다.
- 지속가능성, 쾌적한 주거환경, 성장/일자리, 행정/녹지 보존
1) 매립을 위한 토지 확보
2) 인구분산
3) 신산업/신기술 적용
4) 녹지유지
(도로변 녹지 조성에 나무를 심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도로와
주위를 정비한다.)
• 장기계획 – 반세기(50년마다 계획) 국토확장 계획, 균형있는 토지사용
• 중단기계획 – 10년~15년마다.(5년마다 세부계획, 개발허용 범위 등)
• EIA. 환경영향평가
· 프로젝트 계획 시 발주처에서 별도 Consultant를 고용
· 준설, 매립, 기타 해상작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 허용 Spill Budget을 준수하는 작업량, 시기 등 제한
· 필요 시 공법 변경, Silt barricade/fence 설치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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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도심에 위치한 터미널을 Tuna 지역으로 통합/이전
· 도심지역 개발 및 터미널간 운송 최적화
· 총 6,500백만 TEUS
· 세계 최대 크기의 케이슨 안벽(1,500톤, 높이 28m)
· 자동화: 무인 크레인, 무인 트레일러
· 첨단 제어 시스템: 안전관리, 항내 경로 최적화
· 현재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터미널 내로 통합
·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시설물 구축
· 해양 항만은 싱가폴 GDP 약 7% 기여
· 현재 17만 일자리 창출 등 추가 일자리 창출기대
• 1822년 천 번째 매립 프로젝트 수행
· 2017년까지 약 25%의 국토 면적 증가(매립 완료 프로젝트 기준)
· MND(URA)의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600Ha 추가 매립 예정,
약 35% 국토면적 증가
• Key
·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에는 계획 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민간의 소요를 듣고 수립된 계획(안)을 민간과
공유, 수정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음.
· LTA, NDB, NPB 및 각 지역의 Community를 통해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
·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을 초청하여 의견 수렴
· 2019년 수립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실시
(2019년 3~7월/ 2만명+ 2019년 7~8월)
· Singapore City Gallery를 통해 계획의 기본 방향 및 현황을 지속적 제공
· 신청 시 직원의 안내/설명 (세부사항을 공지)
• 현재 한국직원은 22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에 따라 더 충원될 수도 있음.
일하는 사람은 약 2천명 정도 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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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시티갤러리 방문
•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시티갤러리는(City Gallery) 싱가포르 과거 모습과 싱가포르 도심이
발전해온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전하고 있다.
• 총 3층에 걸쳐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장은 동영상과 오디오 자료를
활용하여 매우 생동감 있게 꾸며져 있으며 10개의 전시장 중에서 가장 사랑
받는 전시장 중 하나는 Periods of progress로, 이곳에서는 어떻게 싱가포르가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빨리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전시하고 있다.
• 전시관에는 싱가포르의 대표 건축 사무소에서 발행한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고,
유명한 해외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아이코닉한 건물을 짓기도 하지만, 실력있는
현지 사무소들의 활약 덕분에 WOHA, DP Aichitescts, DC Aichitescts,
RSP Aichitescts 등 멋진 건물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싱가포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도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도 발전이 진행 중인 싱가포르가
몇 년 후에는 또 얼마나 발전할지 궁금하다.
• 박물관이나 전시실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싱가포르 시티갤러리는 오감을 동원하는 흥미로운 전시로 꾸며져 있고, 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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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통해 표현되는 거대한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207도 파노라마 등을
통해 싱가포르 도시계획 이야기를 몰입도 있게 전시하고 있다.
• 말레이 반도에 있던 작은 마을이 50년 만에 세계적인 메트로 폴리스로
성장했으며, 철저한 도시계획 정책 아래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개성 넘치는
랜드마크가 싱가포르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면적이 좁은 싱가포르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건물을 세운다.
1971년부터 도시개발청(URA)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을 시작했으며 정부는
5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5~10년 단위로 세부계획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한다.
• 1980년 매립 계획을 세워 추진한 뒤 30년 후인 2010년이 돼서야 결실
을 맺었다.
• 싱가포르 도시계획은 간척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람객이 직접 도시
계획자가 되어 전시관에 마련된 터치 스크린을 통해 길을 내고, 건물을 짓고,
조경을 하고 원하는 대로 도시를 설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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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박물관 방문
마리나 사우스 피어에 위치한 싱가포르 해양 박물관은 작은 역 지점에서
허브 항구 및 국제 해상센터로의 싱가포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갤러리는 약 1,000 평방 미터의 규모로 소규모 창고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허브 항구 및 국제 해상센터로의 싱가포르의 해운항만 부문에 관련된 성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싱가포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투아스 차세대 포트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최대
6,500만 TEU의 용량을 갖춘 투아스 항구는 더 큰 자동차 및 인텔리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항구의
토지 이용을 강화하며 안전, 보안 및 환경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싱가포르 해양박물관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싱가포르의 유산에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GDP에 약 7%를 기여하는 해운항만 산업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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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이 여인을 잊지 않는 싱가포르에 새가 날아 든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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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처절한 역사 속에 ‘무에서 유’를 만든 나라다.
그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삼수이 여인.
삼수이 여인들은 붉은색 각진 머리 수건을 쓰고 남색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타이어로 만든 샌들을 신고서 건설 현장과 주석 광산에서 무거운
돌을 날랐다.
그 여인들은 싱가포르에 가면 스타벅스 매장 벽화에서도 만나고, 인형으
로도 만날 수 있고 차이나타운 건물 벽 등 섬 도처에서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남자들이나 할 법한 거친 일들을 하
게 된 배경이 참 애잔하다. 영국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는 1920~40년경
남성 인구가 월등히 많아지자 이민자를 여성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
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생존자가 100여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싱가
포르 정부는 이들을 존경하여 많은 조형물을 세웠다. 간척의 나라 싱가
포르답다. 재미난 건 네모난 머리 수건 안에 담배와 라이터 머리빗을 넣
었다고 한다. 또 이들은 글을 거의 몰라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수 없어 이를 대신 써주는 레터-라이터(Letter-writer)가 있어 그들이
편지쓰기를 도와주었다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짠해진다. 타지에서 여자의
몸으로 실로 엄청난 중노동을 하며, 4명씩 묵었던 숙소에서 쪼그려 자며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밥을 먹으며 고향에 남겨두고 온 식구들을 위해
살았고, 그들은 억척스럽게 살아 남았다.

그러니 싱가포르에 가시면 꼭

삼수이 동상이든 벽화 앞에서 이들의 삶을 반추해 보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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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첫 일정은 ‘새공원’이었는데 한 세 가지 점이 인상 깊었다.
먼저 위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새 공연장에서 조련시킨 앵무
새(?)가 조그마한 훌라후프를 통과하는 모습이 정말 압권이었다. 다음 사
진은 잘 안보이지만 앵무새가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는 장면인데 참 잘
하는 게 흥미로왔다. 실력이 우리보다 나았다. 참 멋진 스토리로 공연이
짜여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공연장 옆에 있는 음수대인데 물병이나 텀
블러가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 강력한 환경 정책의 일환인지 주
변에서 종이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실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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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무 국외 연수를 가기 전 저의 싱기포르에 대한 지식은 정말 일
천했다. 껌을 팔지 않고, 껌을 뱉으면 벌금이 무지 나오는 나라, 태형이
있는 ‘잘 사는 북한’, 즉 리콴유-리셴룽으로 이어지는 부자 세습 국가.
사형을 시키는 나라 경찰 국가, 독재자 리콴유가 국부로 추앙받는 나라,
뭐 이 정도였다. 아, 야경이 아름답다는 것도 알고 있었네.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가껌을 씹는 직원 아가씨를 봐서 조금은 헷갈렸다. 이건 뭐지
하고.

한편 동료 의원이 인구 구성상 월등이 화교가 많은 이유를 물어오자 난
말문이 바로 막힌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했는데 왜 말레이시아
인보다 화교가 더 많지? 나도 궁금하던 차라 자료를 찾아본다.

찾아보니 자유 무역을 선언하고 화교를 탄압했던 네덜란드와는 다르게
싱가포르는 수심이 깊은 지정학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대
우를 한 결과 최대 자유무역항으로써 엄청난 성장을 했고 이 과정에 화
교가 많이 모여든 듯 하다. 앞에 말한 삼수이 여인도 있었고.
아, 참고로 이 나라는 외국인에게 차별적 임금을 주고 있는데 현장의 막
노동일은 거의 이들이 도맡아 한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29%라고
하는데 바로 이들이 갑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가이드 말로는 싱가포르인
은 최소 현장감독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공부를 하다보니 정말 재미난 건 독립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영 제국이
말레이시아를 통치할 때 그 거점이 싱가포르였고 화교가 경제를 좌지우
지했단다. 그래서 영연방에서 독립한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화교를 견제
하기 시작한다. 인구도 말레이시아 본토만 놓고 보면 화교가 적으나 싱
가포르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다고 하니 말레이계는 긴장할 만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독립 후 이러한 배경 속에 말레이인 우대정

- 45 -

책을 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말레이 본토에서조차 리콴유와 “말레이
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종이 말레시아인이다‘라는 모토로 움직이는 사
회주의 정당인 ’인민행동당‘의 영향력이 커져갔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화교가 본토마저 집어 삼킬까봐 노심초사하다가

결

국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에서 싱가포르를 축출한다. 그렇다. 그래서 싱
가포르는 원치 않는 독립을 한 희한한 나라가 된다.

끝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 더! 교통 수요 억제 정책 얘기.
도심을 ERP라는 장비를 통해 혼잡통행료 징수하고 자동차세 또한 비싸게
매겼지만 출퇴근시간에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겐
큰 금액인 1억원 2억원 하는 차 값이 센트럴지구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나 화교들에겐

별반 영향을 못 미친 듯하다. 도심

과밀화 방지와 주차장 수요 억제를 위해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에 대한
적극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건국 당시 국토 면적 대비 30%이상을 간척으로 넓
힌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끝으로 일방 통행 길이지만 버스 기사가 먼저 내려, 우리가 하차하면서 옆
차선으로 지나가는 차에 치이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 서 있는 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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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의 관광․문화․해양 컨텐츠를 창원 진해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상현 의원)

해양 관광․문화 선진 도시인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해양 콘텐츠 자료 수집 및
우리시 접목 가능한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시의원 8명과
공무원 3명이 떠났다. 여행사의 실수로 일정 임박해서 항공편이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창이 공항에 도착했다. 사전 안내로 싱가폴의 기후,법규 등
인지한 상태였다.
흡연 등 공중도덕이 엄격한 나라여서 흡연자인 나는 긴장하며 출발 전 담배에
민감하였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조금은 불편했지만 곳곳에
재떨이와 휴지통이 설치되어 오히려 깨끗했다.

1. 마리나 버라지(Marina Barrage)
바다와 강을 막아 싱가폴의 10%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물의 소중함을 느
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학습장과 레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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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롱새공원(Jurong bird park)
아시아 최대의 새 공원으로 온도와 습도가 높아 관람하기에 냄새로 인해
불편했다. 하지만 관람객과 함께하는 새의 공연은 볼거리 였다.

3. 가든스바이더베이(Gardens by the Bay)
세계 최대의 식물원으로 메마른 도심 속의 힐링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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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리나베이 샌즈 전망대 (Marina Bay Sands)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지은 명품 복합 건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으나 이후
쌍용건설의 법정 관리를 추가 수주가 없었다고 한다.

5. 머라이언 공원(Merlion Park Bay)
센토사 섬에 있는 머라이언 타워를 축소해서 동상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마리나베이 샌즈와 대관람차 등의 야경을 즐기는 인파로 인산인해 였다.

6. 센토사 섬(Sentosa Merlion)
창원(진해)에도 스토리를 입혀 이순신타워를 건립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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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방문지등

(보타닉 가든)

(센토사 섬 휴양지)

(차이나타운)

싱가폴 전체면적(719.1㎢)이 창원시 전체 면적과 비슷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국민
소득이 세계 9위다. 금번 국외 출장은 많은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보고, 듣고 하면서 창원(진해)에 접목 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또 싱가폴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였다.
투자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그 원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로 부를 창출한다.
우리 창원(진해)도 관광벨트를 만들어 해양과 연계한, 최소 1박이라도 머무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과감한 기업규제를 풀어 싱가폴 같은 작지만 강한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 같다.
끝으로 금번 해외 출장에 물심양면으로 협조 해주신 공무원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기초의원 해외연수가 외유가 아닌 학습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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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해양․항만과 주요 관광지를 경험하고 활용 방안
위주의 관점에서 도시를 보다.

(경제복지위원회 이헌순의원)
□ 들어가며
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10월에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11명이 3박5
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공무국외 출장을 떠났다.
이번 출장은 창원시의 관광을 비롯한 해양, 항만 등의 업무와 관련된 당면
현안사항들이 많이 발생 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창원과 비슷한 점이 많은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해양국가 이며 면적이 좁은 나라인지라 약 4일 동안 센터지역은 같
은 길을 몇 번을 지나 다녔지만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거 모두가 조성된
시내라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돌아와 보고서를 써는 지금도 샌드베
이의 아름다음 야경을 생각하면 다시보고 싶어진다. 출장을 갈수 있게 배려
를 해주고 도와준 동료의원들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 기관 방문 및 주요 관광자원 견학
○ 마리나 버라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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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받아와 정수해서 되판다고 하는 정수
시스템이 잘 발달해있는 나리이며, 마리나 버라지는 물 수입률을 줄이기
위해 비가 올 때 수위가 높아져 바다로 소실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고 그
빗물을 댐에 저장해 정수 처리하여 식수나, 생활용수, 공업용 수로 보급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댐이다.
▷전체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강을 정화시켜 물을 얻고,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 볼 수 있었던 전시관이었다.
▷에너지와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놓기도
하며 미래엔 휴대폰과 연동해서 에너지 및 물 소비량과 요금도 체크해서
과다 사용을 막고 '스마트하게' 환경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고 한다.
▷한 가지 다소 충격적이었던 것은, 싱가포르에서는 그동안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며, 여행 중에 본 바로도 분리수거 통을 비롯한
분리수거에 관해서는 그렇게 칭찬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점에선 우리나
라가 확실히 앞서있다고 느꼈다.
▷ 외부는 24시간 개방하여 갤러리 옥상에 넓은 잔디밭을 조성해놓고 무료
로 개방해 놓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대림산업 (싱가포르 지사) 방문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싱가포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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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1800만

싱가포르달러(약

2조

원)규모의 항만 공사를 수주. 싱가포르 정부가 발주한 대형 항만 ‘투아스
터미널 1단계 공사’를 계약.
▷투아스 터미널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항만청이 서남부 투아스 지역에
매립, 준설, 부두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
며 대림산업이 확보한 지분은 36.19%,
▷4명의 직원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며 대림산업의 공사현황은 물론 싱가포
르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 싱가포르를 이해하

고

싱가포르의 항만정책에 대하여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
▷세계 제 2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 최대의 환적항인 싱가포르항이
새롭게 조성 중인 Tuas지역 매립부지로 이전하고, 현재 화물처리 용량대
비 2배로 증대 계획중 이며, 기존 항만입지인 탄중파를 친수공간으로 조
성해 싱가포르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싱가포르 항만당국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창이공항과 싱가포르
항의 연계성을 강화, 주변국들과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자유화협약을 맺
었고, 공항 이용료 감면, 2일동안 항만 화물 보관료 면제, 2시간 동안 정
정박료를 면제하는 등 고객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시아의 허브
항을 지향하고 있다고함.
○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싱가포르 시티갤러리(URA) 방문

▷1999년 처음 오픈한 싱가포르 시티갤러리는 지난 50년간 싱가포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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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도시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시변화의 역사와 미래의 도시계획을 볼 수 있는 공공기관.
▷싱가포르는 리콴유 총리에 의해 모든게 체계적으로 지휘 되었는데(리콴
유총리는 2015년 사망), 도시계획도 단독기관 URA(도시개발청)을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며 10년마다 큰 그림인 콘셉트플랜을 만들고 5년마
다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도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
▷싱가포르는 주로 매립을 통해 영토를 넓혀가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보
다 조금 넓은 정도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데 2시간 정도면 될 정도라고
하며, 도시계획 수립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며 주민들은
언제든지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열람하며 수시로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다고함.
○ 가든스바이더 베이

▷'도시 속의 정원' 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져 열대 숲을 떠올리게 하는 곳,
플라워 돔에 자라는 건조한 지역 식물들과, 클라우드 포레스트의 습한 곳에
사는 식물들의 절묘한 조화, 세계가장 큰 규모의 실내인공 폭포를 자랑.
▷정원내 냉각기류를 이용한 습도 조절과 환경조성의 절묘한 조화로 최적의 실
내 환경을 만들어 습한 공간 임에도 불쾌함이 전혀 없었으며 모기나 초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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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해충 한 마리도 없었으며, 식물은 물론 사람이 다니기에도 최적의
환경과 관리의 우수성에 극찬을 하며 독특한 테마의 공원으로 우리시에도 접목
방안이 요구됨.
○ 보타닉 가든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최대의 국립 식물원이며,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따와 지은 난을 포함하여 약 1000종류의 난을 볼 수 있
는 국립 난초 정원이 있으며, 식물원인 동시에 공원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현지인들이 휴식 장소이기도 하며 대단위 힐링 공간으로 관광자원
의 보배라고 여겨졌다.
○ 머라이언 공원 및 샌즈베이 야경

▷머라이언상은 8.6m 거대한 크기로 공원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데, 뒤로는 풀러턴 호텔(The Fullerton Hotel)이 있고 앞으로는 마리나
베이를 마주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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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광객들이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 머라이언 상을 배경으로 기념 촬
영을 하는 곳.
▷공원을 위주로 앞뒤, 좌우 주변 경관 하나하나를 철저한 계획에 의거 건
립, 조성하였으며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나 베이센즈와 함께 싱가로
르 관광의 핵심을 이루는 곳으로,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야경 관광지
가 조성된 곳이며, 또한 분수쇼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 으
로 계획된 관광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며,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진해구, 마산합포구에 접목해 보는 것도 무방하리라 봄

□ 결 론
▷싱가포르의 관광지와 도시경관 조성에서 보듯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특히 관광지 조성에서는 상징적이고 창의적인 공간과 랜드마크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향후 관련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봄.
▷ 꼭 한번은 가봐야 할 곳,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기획력과 상상력
이 강력한 퍼포먼스의 관광지 싱가포르, 이번 공무출장을 통해 많은 것
을 배우고 느꼈다. 또한 방문지를 출장하는 내내 특히 야경을 투어하는
동안 우리창원의 관광정책이 생각나 뇌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시정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적
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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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나라 싱가포르를 다녀오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인길 의원)

싱가포르는 면적이 창원보다 작은, 조그만 도시국가지만 동남아시아의 물류
중심지이고 1인당 GDP가 6만불이 넘는 소위 말하는 부자 국가다. 그리고
법이 엄격해서 범죄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치안도 세계에서 수
위권을 다투는 여행가기 좋은 국가였다.
하지만 리콴유 수상부터 이어온 독재세습으로 아직까지 언론의 자유가 통
제되는 나라로 잘사는 북한(?)이라고 부르는 이도 많은 상당히 이색적인 곳
이었다.
물류중심지라 그런지 인구도 다양했는데 가장많은 중국계가 75%이상이고
옆국가인 말레이계와 인도계가 그뒤를 이었다. 실제로 현지에서 다양한 인
종을 만났는데 노동일이나 서비스업은 중국계보다는 다른 인종이 주를 이
뤘고 중국계는 보통 사무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민자를 받을 경우 일
부 해소될 것이며 그 후 모습은 싱가포르의 모습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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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장은 해양관련 콘텐츠수집 및 문화, 관광 관련 아이디어 등 기존 창원
시책에 접목을 위한 배울 점을 얻기 위함이었고 4개의 기관 및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부분은 창원에 대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
각을 많이 했다.
첫째로 센토사섬의 관광자원이다.
커다란 머라이언상이 입구에서 우리를 환영한 센토사섬은 관광, 레저, 휴양
을 위한 싱가포르의 최대휴양지로 창원의 진해구나 마산합포구의 해양문화
공간에 참고하면 좋은 아이템이 가득했다.
우리 창원도 얼마전 짚트랙을 개장했고 지속적으로 해양레저시설을 늘려갈
계획인데 센토사섬의 케이블카와 루지, 그리고 머라이언 상을 비롯한 관광
자원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접목하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리나 베이 센즈 호텔 이나 센토사섬의 머라이언상처럼 거대한 상
징물의 존재다.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다. 이런 상징물들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존재자체로 관광자원이 된다. 주변의 숙박시
설, 식당, 오락시설이 어느정도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
지 않을 것이다.
이순신타워가 만들어 질 경우 이런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창원의 관광이 경남의 통영이나 거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
만 향후 이런 관광시설들이 늘어난다면 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광도시 창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은 아니지만 깨끗한 도로와 시민의식이다. 물론 태형이
존재하는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부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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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법을 잘 지키는 비율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을
볼 수 없는 거리가 그렇게 깨끗한 것은 우리로서는 배울만하다.
현지 가이드 말로는 태형이 범죄 재발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크다 했는데
우리 창원에도 태형을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만들어야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다.
기초의회의 존재이유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범죄는 분명히 일반 시민들
을 위협하는 요소다. 부작용은 있겠지만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출장을 갔다온 지 한달이 다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이 많다. 소박
한 도시규모와 그에 맞지 않는 거대한 항만들, 친절한 시민들과 아랍스트리
트 같은 이국적인 곳까지... 만약 한 번 더 싱가포르를 방문할 기회가 된다
면 기존 관광지 보다는 이색적인 곳을 방문하고 싶다.
더운 날씨에 고생한 동료의원 및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향
후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피
드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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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교통․주택정책과 리콴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
◎싱가포르의 교통정책
싱가포르는 국토면적 710㎢ 정도의 작은 도시국가로 국토의 20% 정도를
교통시설이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절실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간척사업을 통해 국토면적을 1960년 581.5㎢에서 2008년 720
㎢으로 50년 사이에 25%나 늘렸으나 이 중 대부분은 주택, 항만시설, 교통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싱가포르 매립 현황 및 매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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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통정책의 비전은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 다양한 이용자의 상이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에 두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현황은 지하철이 130㎞ 연장에 85개역, 버스가 340노선에 4천대 운행,
모노레일은 29㎞ 연장에 43개 역이 있으며, 지하철은 2020년까지 278㎞로
확대 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통행속도 경쟁 확보를 위해 전 시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버스 우선신호 운영, 혼잡노선 2층 운행, 정류장 버스베이에 승용차 통행금지
구역 운영 등 강력한 대중교통우선 정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관리정책으로 구역통행허가제, 혼잡통행료 제도, 세계 유일의
비첨두시간 차량등록제, 자가용 증가를 막기 위해 총량제 도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문화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교통 혼잡이 거의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경험하였듯이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에
비하면 출퇴근 시간임에도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제한된 국토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과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도로교통 전반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차별화되는 싱가포르의 주요 교통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COE)
먼저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차량등록증(COE:

Certificates of Entitlemen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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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우리나라의 2배나 되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차량은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COE 때문입니다.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작은 국토면적
으로 인한 한계에 대비해 국가 내 전체 차량 대수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차량 대상 면허 제도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증서이며 사용
기간은 10년입니다.
COE는 싱가포르 내 자동차 대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된
차량쿼터제도입니다. 싱가포르인들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COE
도 함께 구입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월별로 COE 발급량을 정하고
이를 공개 입찰해 차량구매 희망자들이 경쟁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COE의 평균가격은 50,000달러 수준으로 소형차의 가격과 웃도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싱가폴에서는 돈이 있어도 차량을 쉽게 구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표. 싱가포르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 카테고리
카테고리
Category
Category
Category
Category
Category

A
B
C
D
E

국문
1600cc 및97kW이하차량
1600cc 초과또는97kW차량
수송차
& 버스
오토바이
기타

영문
Cars up to 1600cc & 97kW
Cars above 1600cc or 97kW
Goods vehicles & buses
Motorcycles
Open Category

2. 혼잡통행료(ERP)
ERP(Electronic Road Pricing)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싱
가포르에는 현재까지 68개의 ERP구간이 설치되어있고 지역과 시간대별로
교통혼잡정도에 따라 차등 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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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포함한 싱가포르의 모든 차량은 차량의 고유정보가 내장되어있
는 IU(In-Vehicle Unit)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모든 차
량은 ERP를 지날 때 자동으로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림. 싱가포르 ERP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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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 교통이용 지원
COE와 ERP라는 규제 시스템이 쾌적한 도로를 만드는 데에 오랜기간 효과
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싱가폴 정부의 대중 교통 여건을 개
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싱카포르 2층버스
현재 싱가포르는 정확한 버스 배차 간격 시행과 크고 편리한 신형 버스 도입,
그리고 MRT선로 확장과 운행시간 증가 등 다양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정책은 아침 시간대 무료 MRT운행입니다. 이른 아침에 지하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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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무료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 피크시간 전인 평일 오전 7시45분 이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통근자는
무료로, 오전 7시45분부터 오전 8시까지는 50센트를 할인한 가격에 각각 탑
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통근자들이 출근 피크시간 이전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출근 시간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흔히들 싱가포르를 법의 통제가 엄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싱가폴 정부는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납득시킬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입장을 잘 헤아린 보완 정책의 시행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은 정부의 뜻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공공의 선을 추구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정책의 경우, 싱가폴 정부가 단지 자동차 소유와 도로교통
통행만을 규제하였다면 시민들의 수긍과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싱가폴 정부는 대중교통 전반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시민들이 자동차 없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국, 칭찬받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비결은 한 발 앞서 움직이는 혁신적인
정부정책, 국민의 입장을 고려한 잘 짜여진 정책시행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편리한 교통 호환시스템으로 몇몇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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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자동차 수요급증에 따른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뉴스와 기사를 통해 거의 매일 접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교통정책은 우리에게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명하고 잘 짜여진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시사해 줍니다.
참고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tozhongkong&logNo=220946843395&proxyRef
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
dx=164146
https://www.phopick.com/post/10921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tozhongkong&logNo=220946843395&proxyRef
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싱가포르와 리콴유 총리
싱가포르 기관 방문하는 곳 마다 리콴유의 훈시 말씀이 적혀있었습니다.

사진. 리콴유의 훈시 말씀이 적힌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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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근현대사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그 입지가 굳건한 나라, 작은 거인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계무역 중심으로서 자유무역항
입니다.
작고한 리콴유 총리의 금융허브 플랜, 관광 및 고도산업 드라이브 등으로
최첨단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기준 약 5만7천불, 구매력 기준으로는 6만불을
넘었습니다. 이미 19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9불때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427불로서 일본(479불)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현재와 같은 경제 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리콴유 총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콴유는 한국을 여러 차례 찾았답니다. 박정희가 저격되기 이레 전인
1979년 10월 19일 박정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딱 30년전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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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79년 10월 19일 박정희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리콴유 총리 (출처 연합뉴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극변의 근현대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리콴유는 1959년부터 1991년까지 그의 권력을 유지하였으며
총리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선임장관, 고문장관으로 활동하며 싱가포르의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리콴유는 20세기 세계적 지도자 중 한명으로 꼽히며
냉철한 리더십,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리콴유는 1959년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선언한 ‘청렴과 정직’을 변함없이 지
켰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청렴을 정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요즘 우리나라에서 공수처로
불리우는 부패행위조사국을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국가
부패지수에서 아시아국가로는 유일하게 상위권에 올라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근현대사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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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0월 리콴유는 인민행동당(PAP)을 창당했습니다. 영어 사용자, 중국계
및 말레이시아계 국민의 지지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리콴유는
이후에 보궐선거 실패했고 1961년 4월 이를 통한 당원 70%가 공산세력으로
넘어가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라만(말레이시아 초대 총리)의 연방 제안을 바탕으로 리콴유와
싱가포르 자치 정부는 국민들에게 연방 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결국,
국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지지를 얻어서 연방 가입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리콴유의 정치적 승리로도 해석되는 결과입니다.
1961년 9월16일 말레이시아 연방이 출범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의회 159석 중 15석을 할당 받은 싱가포르 자치주로서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1963년 9월 16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연방의 구성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추방당해
1965년 급작스러운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 정치인들이
비말레이계의 단결과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사회에서는
특히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있었던 반면에 싱가포르는 중국계를 포함한
다양한 인종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비 말레이계 사람들을 배척한다면 그들은
평생 2등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함께할 수 없었던 두 나라는 갈라지게 되었고 싱가포르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좁은 국토, 부족한 천연자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가난한 국민들, 싱가포르를 노리는 주변국(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상황들이 싱가포르 미래를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싱가폴을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리콴유입니다.
가장 큰 해결과제는 경제였습니다. 국가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리콴유는 이스라엘에서 경제문제 해결 방안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와 적대적인 전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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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교역할 수 없어 유럽, 미국과 교역하는 경제 발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리콴유는 이를 싱가포르에 적용했습니다.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교역을 안 하진 않았지만 더 멀리 있는 유럽, 미국과 직접
교역했습니다.
태평양 항로와 유럽 항로를 연계하는 환적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항은
중국 상하이항이 부상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세계 1위의 물동량을 기록했던
항구며 상하이항에게 1위 자리를 뺏기고 난 후에도 세계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항은 2005년 남중국 항만에 물동량을 빼앗긴 홍콩항을 추월하며
2009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나 결국 상하이항에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항이 세계 최대 수출입 항만이라면 싱가포르항은 세계 최대의
환적 항만입니다. 전 세계 환적 화물의 20%가 싱가포르항에서 처리 되며,
싱가포르항을 운영하는 PSA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항만 운영사이기도
합니다.
이들과 교역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으로 리콴유는 “싱가포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고 “제3세계 내에서 제1세계의 오아시스를 창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국가 스스로 바뀌려는
노력을 한 것 입니다. 이는 부패, 불법노조와의 전쟁과 국가체제 정비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기서 불법 노조와의 전쟁은 공산 사회계열에
대한 경계의 의미 또한 담고있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벌금입니다. 길가에
침을 뱉거나 화장실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는 이것이
일본 식민지 시절 매우 가난한 시절에도 일본군의 형벌이 가혹해서 범죄행위가
더 줄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원칙입니다.
리콴유는 “ 나는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일본군 점령 시절과
그 이후의 싱가포르에서 겪은 일들은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였다”라고

- 70 -

말했을 정도입니다.
1987년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치엥완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CPIB에 적발되자, 주변인물들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살 후 미망인이 최소한 부검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들어
부탁을 거절 했다는 이야기도 회자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 또한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널리 퍼져있는 일화
입니다.
그는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이를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익혔다고 합니다. 리콴유는 회고록에서 일본의 잔인한 정치를 비난하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실리외교를 펼쳤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면 국가의 이념이나
정체에 관련없이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리콴유의 또 다른 원칙인
능력주의에 의해 싱가포르는 교육체제에 큰 공을 들였고 잔인할 정도로 능력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싱가포르 국가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리콴유가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
습니다. 그의 실용주의 리더십이 비판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치안 정책과 국가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언론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독재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싱가포르에서 느낀 국민들의 리콴유에 대한 평가는
싱가포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의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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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일정부분 이해되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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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1940년대 싱가포르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국가는

해결책으로

주택

개발청(HDB,

Housing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였다. HDB는 중,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 건설을 통해 1970년 30%에 머물던 자가 점유율을 단기간에 90%
라는 비약적인 향상을 만들어냈고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개보수 등의 유지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연합의 일부로 존재했던 싱가포르는 1965년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 식민통치 이후 많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국가는
주택 부족 및 슬럼화 되는 주거환경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했다.
이에 국가에서는 해결책으로 직접 공공 주택을 건설하고 국민들에게 공급
함을 써 국민들의 자가 소유를 촉진시키는 '자가 소유 촉진 정책(Home
Ownership Scheme)'을 추진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부유층의 토지를
구가의 소유로 전환하는 ‘토지수용법(Land Natuinalization)'을 통해 저렴한
공공 주택을 건설하여 중, 저소득층에게 공급하였다. 공공 주택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른 자격요건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평한

- 72 -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 그림. 창원시 지도 >

창원시의 면적은 736.34km2이다. 싱가포르 면적은 721.5km² 이다. 그리
고 인구 약 561.2만명이 창원시 만한 크기의 국토에 모여 사는, 고밀도의
도시국가이다. 말래카해협에 위치해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한 교통요지인 싱
가포르는 도시 안에 국제적 규모의 항만, 공항, 저수지, 군시설, 도시기반시
설 등을 지녀야 하는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다. 주거와 업무용 시설로 가용
할 수 있는 국토는 더 좁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는
싱가포르란 국가의 최대과제였다.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관장하는 곳은 주택개발청(HDB, Housing
&Development Board)과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hy)이다.
도시개발청(URA)이 도심지에 대규모의 도시전시관(시티갤러리)을 운영하면
서 적극적으로 도시국가로서 싱가포르의 특수성과 미래 비전을 홍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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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싱가포르 시티갤러리는 한 눈에 싱가포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도시국가로서의 싱가포르의 정체성과 지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서 인간다운 삶과 경제적 번영을 이
루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1999년 1월27일 문을 연 싱가포르 시티갤러리는 40여년의 짧은 기간에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어떻게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토지의 계획적 활용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해왔는지를 설명한다. 비단 도시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국토라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의 임무는 “싱가포르를 살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위대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고, 시티갤러리는 다양한 전시물과 쌍방향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홍보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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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 는 싱가포르의 국토개발부에
소속된 공공기관으로 싱가포르의 주택 및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싱가포르의 HDB는 URA가 주택부문 장기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이를 기반으로 HDB가 구체적인 주택공급 및 도시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즉, 마스터 플랜에서 제시된 큰 틀의
목표를 바탕으로 HDB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목표에
부합하는 주택 건설 및 주거 환경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1960년 2월 1일 설립된 이래 HDB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HDB가 공급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관장하는 곳은 주택개발청(HDB, Housing
&Development Board)과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hy)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싱가포르의 자가
점유율은 무려 92%다.
그 비결은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주택정책 덕분이다. 싱가포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도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자가소유 촉진’이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공급은 1960년 설립된 국가개발부 산하의 주택개발청이
전담하고 있다. 주택개발청은 공공주택의 계획, 건설, 공급을 수행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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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유지 판매, 임대, 관리, 철거 등의 토지 관련 업무, 주택금융업무,
주택중개업무,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업무까지 맡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은 주택개발청이 공급하는 ‘자가소유형 분양주택’을
의미한다. 나라 전체의 주택재고 중 주택개발청을 통해 국가가 직접 건설한
공공주택의 비율이 82%에 달한다. 나머지 18%는 민간부문이다.
공공주택은 분양이 우선 목적이다. 민간주택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규모와 형태도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을 분양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가능하다. 이른바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형태다. 이는 국유지
비율이 90%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 덕분이기도 하다.
주택개발청이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은 평생에 2번까지만 분양 받을 수 있다.
공통적으로 규정된 자격조건은 싱가포르 시민권 소유자, 21세 이상, 주택개발청이
정한 가족구성 조건 충족 등이다. 또 구입조건에 따라 소득기준, 재구매 유무,
의무거주기간 등이 차등 적용된다.
공공주택을 신규 분양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이후에는 재판매가 가능하다. 재판매 공공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의무거주
기간 2.5년이 적용된다.
주택개발청이 주로 공급하는 주택은 중대형이다. 주택개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3~5실형 주택이 75만4555호로
전체 공급주택 82만9463호의 91%에 달했다. 5실형보다 더 크고 호화스러운
주택을 원하는 부자들은 싱가포르인들이 ‘콘도’라고 부르는 민간분양주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단 민간주택의 분양가는 주택개발청 주택보다 3~4배
정도 비싸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CPF(Central Provident Funds)
자금을 주택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간인출이 불가능한
CPF의 인출을 주택개발청 주택 구매 시에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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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먼저 자신의 CPF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은행융자로 해결한다.
주택개발청의 가장 큰 목표는 ‘자가소유촉진’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사진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는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소개 자료

주택개발청(HDB, Housing &Development Board)과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hy)의 주택 보급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부문의 역할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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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주거지 조성에서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HDB의 구체적인 사업
시행방향에서도 주거환경 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행하고 있었다. 주거환경과 주택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와 노후화된
시설 개선사업부터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포괄하며,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블록거주민을 블록 단위로 신규 주택에 입주시킴으로서 주거환경은
개선하면서도, 커뮤니티는 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즉,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대응 등 환경 친화적 요소는
장기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 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부문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친환경적 주거생활 유도를
주요목표로 제시하였으며, HDB 또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주거생활실현을 위한 실천방안과, 실제 시범적인 적용 사례 등을 제시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주거생활
유도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실현할 기구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싱가포르 주택정책 및 주택유형 연구, 2018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8권 제2호(통권 제70집) ,박현수, 전병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90816185231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ta_croce&logNo=221103982652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77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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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5일 싱가포르 공무출장을 다녀오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남용 의원)

싱가포르, 사자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릴 적 배를 타신 아버지로부터 많은 자랑을 들었으며 법과 기준이
엄격하고 질서와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진국이
라는 말씀도 덧붙였다. 막연한 동경은 그 때부터 발동하였던 것이라
미루어 짐작한다.
우리나라 보다 2배 이상의 국민 1인당 소득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중계무역, 허브 항, 금융센터 등이 국가 경쟁력의 지렛대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상사나 주재원이 해외 근무지로 가장 선
호하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라고 한다.
창원의 전체 면적 보다 조금 작은 싱가포르는 끊임없는 간척사업을
통하여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업체 등이 참
여하여 바다를 메우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국토의 35%를 확장하려는
야심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니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창이 국제공항의 엄청난
규모에 놀랐다.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큰 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직 나의 기우에 불과했다. 세계의
넘쳐나는 물동량과 회사 관계자, 관광객 등은 창이 국제공항의 규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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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간단한 저녁을 현지식으로 먹고 숙소인 파크호텔 패럴파크에 도착했
다. 그들의 생활양식을 보는 듯 했다. 투숙객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아
담한 방 크기와 구조, 깨끗하게 정리 정돈된 모습이었다.
마리나 버라지, 보타닉 가든을 관람하고 주롱 새 공원에서 올스타
버드쇼, 트램열차, 펭귄 수족관을 관람하며 작은 나라의 웅장했던 시설
물과 건축물 등 그 큰 규모에 더욱 놀랐다.
싱가포르를 찾는 다양한 이유와 볼거리를 제공할 만한 내용은 풍부
하다. 나라가 작아서 하루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점과 선택과 집중으
로 관광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숨어있다.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와 대형 건물을 연상하고 해상에서
펼치는 분수와 레이저 쇼도 장관이다. 특히 특산물로 구입한 히포 초
콜릿, TWG차, 카야잼 등은 여행의 필수품이 되었다. 창원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했다.
정치적 배경과 사회의 발달과정 등에서 나오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
만 싱가포르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지렛대는 안정화된 국가 정책과 국
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다.
국가에서 공동주택을 보급하여 집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책은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싱가포르는 지구상에 몇 개 안되는 사회민주
주의 국가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마무리 한다.

- 80 -

< 참고사진 >

리틀인디아

버스정류소

주차표지판

국민주택

거리 노숙자

한글병기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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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외출장 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조영명 의원)

Ⅰ. 서론
지난 10.15(화)부터 10.19(토)까지 3박 5일에 걸쳐 보고 느낀 점들을
방문 순서에 의거하여 보고 하고자 한다.
Ⅱ. 주요방문지
1. 마리나 버라지(MARINA BARRAGE)
싱가폴에서 가장 큰 댐인 마리나 버라지(MARINA BARRAGE)는 물
의 대부분인 80%를 말레이시아를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싱가폴이 식
수 확보를 위해 건설한 대형 댐이다. 싱가폴 최대 저수지인 해양저수
지 마리나 버라지는 물 수입률을 줄이기 위해 비가 올 때 수위가 높아
져 바다로 소실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고 그 빗물을 댐에 저장해 정수
처리하여 식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댐이다.

댐길이 350m에 9개의 수문으로 바다와 강을 막아 싱가폴 국

가 수자원의 10%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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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림산업(싱가폴지사)
대림산업 컴소시업이 싱가폴에서 24억 1,800만 싱가폴달러(약 2조원)
규모의 항만 공사를 수주. 대림산업은 세계 최대 준설회사인 벨기에
‘드레징 인터내셔날’과 함계 싱가폴 정부가 발주한 대형 항만 ‘투아스
터미널 1단계 공사’를 계약. 투아스 터미널 프로젝트는 싱가폴 항만청이
서남부 투아스 지역에 매립, 준설, 부두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대림산업이 확보한 지분은 36.19%, 금액으로는
8억7,500만 싱가폴달러(약 7,100억원), 대림산업은 2013년 마리나 해안
고속도로 공사와 2014년 톰슨라인 지하철 공사 등에 이어 이번 항만
공사까지 잇달아 수주해 싱가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평가

3. Singapore Maritime Gallery
마리나 사우스 피어에 위치한 싱가폴 해양 박물관은 작은 무역 지점
에서 글로벌 허브 항구 및 국제 해상센터로의 싱가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갤러리는 약 1,000평방 미터의 규모로 소규모 창고에서
부터 세계 최고의 허브 항구 및 국제 해상센터로의 싱가폴의 해운 항
만 부문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싱가폴이 어떻게 미래
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싱가폴 해양 박물관을 통해 젊은 세
대들에게 싱가폴의 유산에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GDP에 약 7%
를 기여하는 해운 항만 산업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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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롱새 공원
싱가폴의 3대 동물공원 중 하나인 주롱 새 공원(Jurong Bird Park).
싱가폴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약 20만㎡의 면적에 500종 이상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공원은 여러 개의 구역 앵무새, 펭귄,
열대 지방의 새, 야행성 새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람객 각자의 취향에
맞게 구경할 수 있다. 새들은 날아다니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아예 잊게
만들어 줄만큼 펠리칸, 백조 등이 열린 공간에서 생활하고, 아예 새장을
크게 만들어서 그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새들에게 직접 모이를
줄 수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는 모습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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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든스바이더베이
싱가폴 정부의 감독으로 지어진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도시 속의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져 열대 숲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이곳
에는 슈퍼 트리(Super Trees Grove), 돔 형태로 지어진 온실인 플라
워 돔(Flower Dome)과 클라우드 포레스트(Cloud Forest)가 유명하
다. 플라워돔은 약 3개월마다 그 컨셉을 바꾸어서 오픈하기 때문에 다
시 가더라도 새로운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포레스
트돔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5층까지 올라갔다가 구름다리
를 타고 내려오며 다양한 컨셉의 식물들을 구경해 볼 수 있다. 특히
구름다리 중간중간 창을 통해 보이는 슈퍼트리와 마리나 베이 샌즈호
텔의 전경이 참 인상적이었다. 싱가폴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타이틀 중
하나는 바로 '자연친화적' 이라는 단어였다. 실제로 두가지 돔에 들어
가면 매우 시원하게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놓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에서 나오는 시원함은 모두 태양열을 이용한 친
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6. 센토사 섬
싱가폴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센토사 섬은 자전거를 타고 하이
킹하기에 좋은 섬이며, 싱가폴 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몸을 담글 수
- 85 -

있는 아름다운 비치로 유명하다. 해양수족관인 언더워터월드와 음악
분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아시안 빌리지에서 각 민족별 예술품과 전
통음식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희귀석박물관·싱가폴 역사박물관·
해양박물관 등 3개 박물관이 있다.
섬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리조트라고 볼 수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를 둘러싸고 있는 호텔들과 리조트들을 구경해볼 수 있다. 얼마전 남
북정상회담의 김정은 위원장이 묵었던 곳이 바로 센토사 리조트 이기
도 하다.

7. 머라이언 공원
싱가폴의 마스코드인 머라이언상(Merlion Statue)이 있는 공원이다.
머라이언상은 8.6m 거대한 크기로 공원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데, 뒤로는 풀러턴 호텔(The Fullerton Hotel)이 있고 앞으로는 마리
나 베이를 마주하고 있다. 사자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체를 가지고 있
는 머라이언은 바다를 뜻하는 'Mer'와 산스크리트어로 'Singa'로 해석
되는 'lion'이 합쳐진 이름이다. 이는 싱가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이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 머라이
언 상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머라이언이 내뿜는 물을
이용해서 익살스러운 사진을 찍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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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외출장을 마치며
싱가폴은 동남아의 한 국가로써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원래는 말레이시아의 하나의 도시였는데 1965
년에 독립을 하게되면서 지금 싱가폴이 탄생하게 되었다. 싱가폴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거리에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깨끗한 나라랍니다. 나라 정책상 공장에서 생산하
는 물품이 하나도 없으며 물도 수입을 해서 먹는 나라가 바로 싱가폴
입니다. 또한 면적이 작아 모든 관광지를 1시간안에 접근할 수 있는
관광에 매우 최적화되어있는 도시국가이다.
싱가폴 국민소득이 6만 4천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무려 2배이상이다.
싱가폴이 이렇게 잘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도시정책과 시민의
식 덕분인데요. 나라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자는 도시정책과 길
거리에 쓰레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엄
격하고 이를 따르는 싱가폴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 더 특이한 점은 싱가폴에는 똑같이 생긴 건물이 없다
는 점이다. 도시 정책으로 인해 건물 모양을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건
설해야만 하고, 나라에서 만든 국영아파트도 그 마다 특색있는 디자인
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건물외관에 야경을 고려하여 밤이 되면 도
시전체의 야경이 환상적이어서 마치 미래화된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
이 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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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은 도시국가로써의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자연과 어우리점을
지향하는 관광을 통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혹할 선진관광국가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창원시도 자연환경과 테마를 이용한 Branding에 힘써서 더욱
우리시의 고유의 매력, 색깔을 찾아 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박 5일 동안의 싱가폴 국외출장은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보
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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