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NGAPORE CUSTOMS

여행자 대상  

세관  

안내문



싱가포르에 오신 모든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국을 환영합니다.
싱가포르 시민과 거주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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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및 녹색 채널

 물품용역세(GST) 경감 

주류 면세 한도

과세 물품

통제 및 금지 물품 

관세 자동 납부기

4분의 3 탱크 규정

여행자 세금환급제도 (T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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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로셔는 세관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적색 및 녹색 채널 시스템은 도착 여행객의 

통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모든 입국 검문소에서 실시됩니다.

차량 이용 승객은 입국 심사 후 적색 

및 녹색 채널을 알리는 방향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항공, 선박, 일반 버스/

대형 버스, 철도 이용 승객은 각 검문소의 

입국장 검문대 위에 설치된 적색 및 녹색 

채널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물품 미소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녹색 채널로 
이동하십시오. 녹색 채널에서도 세관 직원이 
선별적으로 검수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적색 채널로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다음 물품을 소지한 경우, 적색 채널로 이동하여 
검사관에게 신고하십시오.

• 면세 한도나 물품용역세(GST) 경감 한도를  
 초과하는 면세품 또는 과세품

• 통제 및 제한 물품

• 금지 물품

통제 물품을 소지한 경우, 수입 허가서 또는 
관련 당국의 인가 증명서와 함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대상

세관 안내문

적색 및 녹색 채널

세관 신고 물품



싱가포르 입국 이전 국외  
체류시간

물품 금액

48 시간 이상 $600

48 시간 미만 $150

Do take note that you will 
have to pay GST on goods 
exceeding your GST relief. 
Travellers should produce 
the invoices or receipts of 
their overseas purchases to 
facilitate the computation of 

tax pa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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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용역세(GST)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속하지 않는 순수 여행객인 경우

1. 승무원이나 선원

2.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급한 취업 허가증,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동반가족 비자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보유한 자

새 물품, 기념품, 선물용품 및 식품(주류, 담배, 석유 제품 

제외)에 대해서 아래 명시된 물품 금액까지 물품용역세

(GST)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세(GST) 경감 

물품용역세(GST) 경감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용역세(GST)를 내야 합니다. 여행객들 
은 미지급 세금을 보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해외 
구매 송장이나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옵션 양주 와인 맥주

A 1리터 1리터 1리터

B - 2리터 1리터

C - 1리터 2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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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은 다음과 같은 주류에도 적용됩니다

 • D.O.M.

 • 요메이슈

 • 삼수

 • 막걸리 

 •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예: 섄디(Shandy)

정식 승무원 및 선원들은  

양주 0.25리터와 와인이나  

맥주 1리터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순수 여행객의 경우, 주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만 18세 이상 

 b) 싱가포르 입국 전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c)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입국하지 않은 경우

 d) 휴대한 주류가 개인 음용  

  목적으로, 싱가포르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에 대해 주류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면세 혜택이나 물품용역세 
(GST) 경감은 개인 소비 용도로 
구매한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면세 또는 
물품용역세(GST) 경감 혜택을 
받은 제품을 팔거나 선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물품을 
무역, 상업용, 사업용 목적으로 
반입하고 타인을 대신하여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과세액 
및 물품용역세(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액과 물품용역세
(GST)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싱가포르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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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물품

양주, 와인, 맥주, 에일, 
스타우트, 포터 등의 주류

담배(“SDPC” 표시가 
있는 것과 세로줄 표시가 
있는 것 포함), 시가 등의 
담배류

휘발유

알코올 함량 도수가 0.5% 이상인 음료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섄디, 알코올이 함유된 병 음료, 

건강을 위해서나 요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주류, D.O.M, 

요메이슈, 삼수, 막걸리가 포함됩니다.

 
SDPC 표시가 있거나 세로줄 
표시가 있는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류 제품에는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면세 한도 
및 물품용역세(GST) 경감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녹색 채널로 
입장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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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

싱가포르 반입 금지 품목(이에 국한되지 않음):

통제 물품을 싱가포르로 반입하려면 수입 허가서 또는 

주무 관청의 인가서가 필요하며 반드시 적색 채널에서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제 물품에 포함되는 품목(이에 국한되지 않음):

금지 물품 

통제 물품 

통신 및 무선통신 
장비

무기 및 폭발물 수갑 및 야경봉

의료용품 및 의약품 CD, DVD, 영화 및  
비디오 게임

동물, 조류, 어류, 식물  
및 그 부산물

규제 의약품 및 항정신성 
물질껌 폭죽

권총 또는 연발 권총 
모양의 담배 라이터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및 
그 부산물

폭동 또는 반역의 
소지가 있는 물품

음란물, 서적, 비디오 
테이프/디스크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있는 출간물의 
복제물,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디스크, 레이저 

디스크, 레코드 및 카세트

씹는 담배와 시샤(물담배), 
전자 담배와 같은 담배 

유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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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자동 납부기

관세 자동 납부기는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기계를 

통해 관세 또는 세금 납부 품목을 직접 신고하고 필요한 

관세나 물품용역세(GST)를 전자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자진 신고 서비스와 전자 결제 시스템은 사용이 쉽고 

안전하며 간편합니다. 구매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물품용역세(GST) 경감 한도를 

공제한 후 해당 관세와 물품용역세(GST)를 계산합니다.

관세는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NETS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 납부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보관하여 검색대에서 

ICA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관 승인

다음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통관 시 세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0.4kg 이상의 담배 또는 여타 담배류 제품

 • 10리터 이상의 주류

 • 차량의 여분 용기에 담긴 10리터 이상의 석유

 • 0.5kg 이상의 개인적인 용도의 귀금속

 • 물품용역세(GST)가 $300를 초과하는 무역, 상업   

  또는 사업 목적의 물품

 • 가격이 $400를 초과하는 무역용 견본이라 명확히  

  표시된 물품(주류 및 담배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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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CARS 
PLEASE TOP UP

TO 3/4 TANK

E F

4분의 3 탱크 규정

싱가포르 차량은 싱가포르를 떠날 때 반드시 최소한 4분의 

3이상의 휘발유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휘발유 탱크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과 압축 천연가스 

차량 역시 4분의 3 탱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분의 3 탱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위반 사실 해결 
시 여행을 계속 하기를 원할 
경우 다시 돌아가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중요 사항

1. 타인을 대신하여 물품을 운반하지 마십시오. 만일   
  해당 물품이나 그 내용물이 금지, 통제, 제한 또는   
  관세 대상일 경우 그 책임은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2. 빠뜨리는 사항이나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법에 저촉되며 최대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하물 검열은 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여행객은   
  짐을 열어서 협조한 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4. 싱가포르에서 마약 밀매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마약 밀수자는 싱가포르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차량
연료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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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세금환급제도

싱가포르 여행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여행자 세금환급제도에 따라 이것에 동참하는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물품용역세(GST)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당시 최소 만 16세 이상

 •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님

 • 구매일 이전 24개월간 싱가포르에 365일 이상   

  체류하지 않음

 • 구매일 이전 6개월간 싱가포르에서 고용되어   

  근무한 적 없음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  

  또는 선원이 아님    

 • 구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창이 국제공항이나   

  셀렉타 공항, 하버프론트의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  

  또는 마리나 사우스의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를 통해 구입 물품을 반출해야 함

 • 최소 $100 이상의 금액 소비(물품용역세(GST)   
  포함). 최소 구매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일한   
  물품용역세(GST) 등록 번호를 가진 소매점에서  
  하루 최대 3건의 송장/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물품용역세(GST) 환급 허가를 받은 후 반드시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가지고 출국해야 함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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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XXXX XXXX XXXX XXXXXX XXXXXXX

학생 비자 소지 여행자의 경우, 여행자 세금 환급제도에 

따라 상기의 조건 및 하기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물품용역세(GS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비자 만료일 기준 4개월 이내에 물품 구매

 • 싱가포르를 출국하여 최소 12 개월  

  이상 싱가포르 국외 체류

크루즈 터미널에서 국제 크루즈(목적지 없는 크루즈, 

왕복 크루즈 및 지역 페리 제외)를 통해 출국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가 출국지이며, 크루즈 여행 일정표를   

  출국 증명 문서로 하여 동일한 여행과 동일한  

  크루즈로 재입국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 

 • 48시간 내로 싱가포르로 재입국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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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서 발급한 여행자 세금환급제도 전자티켓

(eTRS)을 가지고 eTRS 자동 환급기에서 물품용역세(GST)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eTRS 자동 환급기에서 실제 물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물품을 직접 세관 카운터에 

제시하십시오.

 1) 구매한 물품

 2) 물품 가격, 내역, 일련번호(해당하는 경우)가 기재된  

  매장에서 발급한 송장/영수증 원본 

 3) 여권 및 탑승권 또는 확정된 항공권/크루즈 일정표

 4) e-TRS 티켓

물품용역세(GST) 환급 신청 방법

싱가포르 세관에서는 
환급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환급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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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S 환급기 및 세관 검사 카운터는 다음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창이 공항 제1, 제2, 제3터미널,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 및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

 • 셀렉타 공항 ICA 세금 관리소

검사하기 전에 출국장(출입국 심사대 이전)의 세관 검사 

카운터에 검사할 물품들을 제시하십시오.

휴대용 물품들은 환승 구역(출입국 심사대 이후)에 있는 

세관 검사 카운터에 제시해야 합니다.

세관 인증 취득 장소

주의:

싱가포르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환급신청을 인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항이나 크루즈 터미널에 일찍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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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당사자간의 상호 존중

여행자의 권리
여행자 여러분은 싱가포르 세관 직원들이 공정하고, 
예의 바르며, 청렴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관의 권리
싱가포르 세관 직원들은 대중의 협조와 지원 속에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싱가포르 세관은 eTRS 티켓을 발급하거나 환급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a) 싱가포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 소비한 물품

 (b) 사업 또는 상업 목적으로 수출되는 물품

 (c) 화물로 수출되는 물품

 (d) 호텔, 호스텔, 하숙 또는 이와 유사한 숙소의 숙박비

 (e) 세관 검사 시 제출하지 않은 물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벌금 및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 허위 환급 신청을 하는 행위

 • 싱가포르 세관으로부터 환급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출국장에서 물품을 빼내거나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여행자 세금환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싱가포르 국세청

전화:  (+65) 6356 8633
이메일:  gst@iras.gov.sg

중요 사항



본 정보는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또는 아래 QR 코드를 통해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본 브로셔는 안내서로서 관세 절차와 요건에 대한  
전체 목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 

(www.customs.gov.s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관세청

콜센터 번호:  (+65) 6355 2000

팩스:  62508663

이메일:  customs_feedback@customs.gov.sg

주소:  55 Newton Road, #10-01,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여행자 대상  

세관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