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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장성  총연장 2,700km로, 우주에서 보이는 유일한 인공 건축물. 진시황이 흉노족의 침입

에 대비해 10여 년 간 쌓았으며, 현재의 모습은 명나라 때 완성되었다. 좀더 편하고 색다른 여행을 위해 가드

레일과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세계 7대 건축물, 8대 불가사의로 꼽힌다.



중국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

할 경우 임시숙박 등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호텔

에 투숙할 경우 호텔 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하고, 민박 등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

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 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해야 한다.

●   중국 내 여행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유효한 신분증 혹은 거류증을 소지하고 외국인

에게 개방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을 여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 공안기관에 여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   임시숙박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위엔 이상 5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외국인이 여행증 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또는 5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중국으로 입출국하는 모든 여행자(중국 정부가 허가한 외교관 또는 기타 법규에 의

해 검사 면제자로 규정된 인사, 만 16세 이하의 동반 여행자는 제외)는 ‘중국출입국

자휴대품신고서 ’를 작

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국출입국자휴대품신고서의 신고사항 란

에 ‘ (아님)’를 선택한 출입국 여행자는 ‘무신고통로 ’를, ‘ (예)’를 선

택한 출입국자는 ‘신고통로 ’를 따라 통과한다. 

 유의 사항 

●    무선 수신장비, 통신장비, 검측장비 등의 경우, 사전에 중국 관할기관의 비준서

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    면세범위: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1인당 10권 이하), CD, DVD 등 음향제품

(1인당 20개 이하),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1인당 3세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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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신고서 내용 

●    거주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총 가치가  5,000위엔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   비거주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총 가치가 2,000위엔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    알코올 음료(알코올 농도 12도 이상) 1,500ml, 담배 400대, 시가 100대, 씹는 담

배 500g 초과 여부 

●    20,000위엔이나 5,000$ 이상의 외화 현찰 휴대 여부

●   동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생물제품, 인체조직, 혈액 및 그 제품의 휴대 여부 

●    무선  ·수신기, 통신보안기기 휴대 여부

●   중국해관이 규정한 입국제한 또는 금지물품 휴대 여부

●   화물, 샘플, 광고물 휴대 여부 

●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여부

 출국 신고서 내용  

●   재반입 물품 가격이 5,000위엔을 초과하는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등 여행용 물품

●   20,000위엔 또는 5,000불 이상의 외화 현찰 휴대 여부

●   금, 은 등 귀금속 휴대 여부

●   문화재,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휴대 여부

●   무선  ·수신기, 통신보안기기 휴대 여부 

●    중국해관이 규정한 출국제한 또는 금지물품 휴대 여부 

●   화물, 샘플, 광고물 등 휴대 여부

 반출입이 금지된 물품  

●    각종 무기, 모방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 증권

●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에 유해한 물품: 인쇄물, 필름, 사진, DVD, CD, 녹음기 등 

●    아편, 헤로인, 대마초 등 마약류 

●   국가 기밀문서, 인쇄물, 필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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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여행 시 유의 사항

 공항에서 

●    공항에서 자신의 명의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부쳐주거나 입국 통관 시 남의 짐을 대

신 들어주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간혹 반입이 금지된 불법 물품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 자칫 본의 아니게 죄를 덮어쓸 수도 있다. 

●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경우 일단 경계해야 한다. 단체 

여행인 경우 반드시 담당 가이드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호텔에서  

●    객실문은 꼭 잠궈야 한다. 더구나 호텔에서 문을 열어 놓고 고스톱을 친다든지 하

는 행위는 호텔 예절에 어긋날 뿐더러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    귀중품이나 큰돈은 호텔측 보관함에 맡기거나 객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한다.

●    호텔의 수상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유인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가이드나 동료에

게 연락하여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     전화로 또는 호텔 로비 등에서 접근하는 낯선 사람을 따라 혼자 밖으로 나가거나 호

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안된다. 

●    낯선 사람이 가져다 주는 약이나 음료수를 무심코 받아먹어선 안된다. 특히 골동품, 

웅담, 곰 발바닥, 호랑이 고기, 해구신, 산삼 등 희귀보약을 미끼로 은밀히 접근해 

오는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짜이거나 함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

의 친인척 또는 연락원이라고 사칭하는 자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하다. 

●    일행의 이름을 대면서 방 번호와 자세한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우 함부로 가르쳐 

주지 말고 용건을 듣고 전화 건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둔 다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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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및 외출할 때   

●   가이드의 안내에 잘 따르는 것이 여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    비상시를 대비, 가이드의 핸드폰 번호나 연락처를 꼭 알아두자. 호텔을 떠나 혼자 

외출할 때는 호텔 프론트에서 호텔 이름과 주소가 적힌 호텔카드를 반드시 휴대하

고 떠나야 한다. 돌아올 때 운전기사에게 제시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    술에 취한 채 거리에서 떠들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행

위는 매우 위험하다. 

●    관광지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중국 사람을 보고 한국말로 흉보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중국에서 조선족을 포함하여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므로 나쁜 말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보행 시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 현지인이 잘 지키지 않더라도 낯선 곳에서 보행질

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값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걸치거나 거액을 몸에 지니고 외출하는 일은 범죄의 표적

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환전할 때는 은행이나 호텔을 이용하고 가급적 안

내원이나 동행인을 입회시키는 것이 좋다.

●    길에서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으며, 소위 삐끼족이나 앵벌이

에게 대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접객업소를 이용할 때    

●    음식점, 술집 등 접객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금물

이다. 더구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동행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업소는 조선족이 많은데 조선족에 대하여 무조건 반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고압적 태도는 자칫 저항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

야 한다. 

●    간혹 북한계 식당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특별히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반

말을 하거나 북을 비난하거나 남쪽을 찬양, 회유하거나 종업원을 희롱하는 등의 불

필요한 행동은 위험하다. 

●    조선족을 북한 사람으로 혹은 우리 국민으로 취급하는 극단적인 언행은 적절치 못

하다. 조선족은 피를 나눈 동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중국 국민임을 명심

할 것. 지나치게 동정하거나 혹은 차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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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나 귀금속 등을 내보이며 자랑하거나 금품을 미끼로 사람을 꾀거나 희롱하는 

식의 행위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반감을 살 뿐 아니라 범죄 유발이 우려되므로 삼가

야 한다. 

 여권의 관리   

●    외출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

의해야 한다. 여권은 함부로 남에게 대여하거나 빌려주면 안된다. 여권을 노리는 

불순 조직에 의해 탈취되는 경우 매우 난처해질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    관할 영사관이나 한국 공공기관 등 한국말이 통하는 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적어 두

었다가 비상시에 활용한다.

●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할 때는 우선 근처 호텔, 공공건물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가이드나 관할 영사관에 즉시 연락을 취하고 안내를 받는다.

●    수신자부담제도 등 한국에 국제전화 거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비상시 전화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납치되어 있거나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중국 공안당국(110)이나 관할 영

사관으로 신속하게 전화 신고토록 한다. 특히, 형사 피해를 당할 시에는 어떠한 경

우라도 중국 공안에 신고하여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tip*
수신자 부담 

한국직통 안내전화

한국통신 ARS안내  

108-821
데이콤 ARS안내

108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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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청도, 상해, 광주, 심양, 성도, 서안 영사관 관할지역 제외북경  

 현지 치안 상황 

    대도시 주요 도로, 호텔 부근은 대체로 양호하고 경찰의 순찰활동과 110 범죄신고

센타의 즉응태세 등도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이면

도로와 농어촌 등은 위험하며, 특히 야간의 경우는 치안 사각지대이다. 또한 북경

역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는 부랑아와 노숙자, 절도, 소매치기, 사기 등 각종 

범죄꾼들이 활보하는 곳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다녀야 한다. 

 교통 및 도로 환경 

●   중국의 경우 광활한 토지로 인해 도시 간의 주 교통수단은 항공편이 되고 있다. 육

로 교통수단으로는 고속버스보다 철도가 발달되어 있다. 기차는 속도가 느리지만, 

주요 도시까지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는 편이어서 도시 간 이동 시에는 이용하기에 

좋다. 기차표를 구입할 때는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다. 

●   북경 내에서 움직일 때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 매우 혼잡하고, 버스의 경우 노선이 복잡할 뿐더러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버스의 종류는 다양해서 전선을 따라서 일정한 

구간 사이를 움직이는 무괘전차, 두 대의 버스가 연결되어 운행되는 트롤리버스, 

에어컨이 나오는 고급버스 등이 있다. 한편, 지하철은 전구간 거리에 상관없이 3위

엔이며, 주요 노선은 시내를 중심으로 하여 외곽으로 순환하고 있다. 지하철과 버

스의 연결노선을 이용하면 북경을 빠르고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다.



033

국가별 유의 사항

중국

북경

●   택시도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이다. 호텔이나 백화점 등의 경우에는 항시 대기하

고 있는 택시가 있으며 길거리에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면 유실물 발생 시 많은 도움이 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여행객 금품 갈취  

   북경 밤거리를 구경하던 한 여행객이 한국말에 능통한 중국인(일명 ‘삐끼’)의 ‘저

렴한 가격에 아가씨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꾐에 빠져 불법 영업술집에 따라가 결

국 바가지 요금에 소지하고 있던 금품까지 갈취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행지에서

는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가급적 삼가고, 이유 없는 호의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술을 마신 뒤 낯선 장소로 동행하거나 호기를 부리는 일, 쓸데없는 분쟁을 야기하

여 현지인과 다투는 행위 등은 금물.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먼저 110이나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다. 

평소에 대사관 영사부 및 한인회 또는 영사콜센터 등의 연락처를 메모하여 두었다

가 비상시에 활용한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는 우선 근처 호텔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로 피한 후 공안(110) 및 대사관,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성매수 적발 사례  

   일부 한국인들이 여행 중 술집 여종업원을 성매수 하거나 사우나, 안마시술소, 호

텔 등지에서 성매수 하는 행위가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벌금 및 구류,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처벌뿐 아니라 한국인의 이미지

도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청도, 상해, 광주, 심양, 성도, 서안 영사관 관할지역 제외

천안문광장  중국 북경에 있는 청

나라 황성의 남면 정문 앞의 광장으로, 베이징

의 중심이자 현대 중국의 상징. 1959년 건국 10주
년 기념으로 정비 확정되었으며, 40만Km2의 광장

에서는 50만 명이 집회를 할 수 있다. 1989년 민

주화 요구 시위를 비롯, 시위장소로 많이 활용되었

으며 국경일의 식전도 여기서 많이 행한다.



 ※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규정(치안처벌관리법 제66조)

  성을 파는 행위 , 금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 를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000 위엔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상황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 구류에 처하거나 500 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배낭여행객 실종 사고

   2006년 3월 단신으로 중국 배낭여행을 하던 여행객(여)이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 

도착하여 친지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의 치안상

황은 외국인 혼자서 여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여성 혼자서의 여행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유 없는 호의와 

접근, 안내에 대해서는 항시 경계심을 가질 것. 

   감금이나 납치 등의 피해를 실제 당할 경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히 대

응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는 거의 돈을 요구하므로 시간을 최대한 벌어 공안(110)

이나 대사관으로 연락하도록 한다.  

●  불법영업택시  이용 관련사고    

   북경에 출장온 회사원이 왕징에서 불법영업택시를 이용하다 운전수 등에게 외딴 

곳으로 끌려가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불법영업택시

를 대절하여 관광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나 보상 등을 제대로 받

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영업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료 

및 보상 등 사후 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불법영업택시는 물론,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등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는 일단 122로 신고(혹은 110), 현장을 보존한 상

태에서 공안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한다. 가해 차량의 도주에 대비해 차량번호 등을 

기록해 두고, 영사콜센터나 대사관으로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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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성  북경시의 중심에 위치한 명·청

대의 황궁으로, 총 9,999개의 방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궁전 건축물. 1406~1420년에 건조

된 이래 560년 동안 15명의 명나라 황제와 9명의 

청나라 황제가 일생을 보냈고, 현재는 105만 점의 

희귀하고 진귀한 문물이 전시·소장되어 있다. 

1987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긴급 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여권분실 → 분실지역 파출소 신고 → 사진 3장 지참 후 영사관 신고 →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신고, 분실증명서 발급 → 영사관 분실증명서 제출,  

여행증명서 발급 →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출국비자 신청, 발급 → 귀국> 

  출국 시에도 출국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실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출국비자 발

급 또한 받을 수 없어 출국이 불가하다. 일반적으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소

요되는 기간은 2~8주이다.

 긴급 연락망

 주중국대사관

   No. 14, Liangmahe South Road, Dongzhimenwaidajie,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   010-6532-6774~5(주간), 136-0111-7474(야간)

 당직실 136-010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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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영사협력원 긴급 연락망 

천진 지역 :  

1331-201-3005
하남성 정주 지역 :

1394-911-4175
호북성 무한 지역 :

1370-715-9347

이화원 중국에서 최대 규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황족 정원. 서태

후의 여름 별장으로 더 유명하다. 북경 서쪽 외곽

인 해정구 에 위치해 있으며, 북경 시내

에서는 15Km 떨어져 있다. 1998년, 세계문화유

산으로 지정.



상해 

 현지 치안 상황 

 

  ●   중국 개혁개방 이후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해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그런만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급증하

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공항에 도착, 택시를 이용하여 상해 시내로 이동할 때 바가지 요금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상해 시내, 특히 인민광장 근처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남경로 

등에서 사기 피해와 소매치기 피해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남자 여행객을 노리고 접근하는 현지 여성들에 의한 호객행위 피해사례가 늘

고 있음. 

●   여권 등 중요 소지품을 분실하여 영사관을 찾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것.

 교통 및 도로 환경 

●  상해 자기부상열차 

  상해 자기부상열차는 바퀴의 회전 없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첨단 고속열차로 

2003년에 전구간이 완공되었다. 동쪽의 상해푸동국제공항에서 시작해 서쪽의 상

해 지하철 2호선 용양로 역까지 30km 거리를 운행하고 있으며, 상업적으

로 운행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로는 세계 최초이다. 항공으로 푸동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당일 항공티켓으로 20% 세일 가격인 일반석 40위엔, 귀빈석 80위엔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반한 신장 120cm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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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으로 혼잡한 편이다. 상해에는 현재 5개의 지

하철 노선이 있는데, 관광노선은 대부분 1~3호선 내에 위치하고 있다. 티켓은 역에

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으며, 운임은 2~6위엔 사이이다. 티켓의 모양

은 우리 나라와 조금 다르다. 교통카드 같은 플라스틱 카드인데, 들어갈 경우에는 

센서에 대면 되고 마지막에는 카드를 집어넣고 나오면 되는 방식이다. 

●  버스

  1,100개가 넘는 버스 노선이 촘촘하게 시내 전체를 연결하고 있다. 상해 기차역, 

인민광장, 서가회 , 중산공원, 오각장 등은 시내에서도 버스 환승

의 중심역이다. 1위엔(노선 거리 13km이하)과 1.5위엔(노선 거리 13km)의 무

인요금수납버스를 비롯하여 에어컨버스, 이층버스, 대형버스, 관광전용버스 등이 

있다.

●  택시

  상해에는 약 5만 대 정도의 택시가 있다. 다쭝( /밝은 하늘색 택시), 챵셩(

/황색 택시), 진쟝( /흰색 택시), 빠스( /녹색 택시), 농꽁샹( /남색  

택시)이 상해의 가장 큰 택시회사들로, 택시라고 쓰인 캡에 회사의 이름이 써있으

므로 그 이름을 보고 타면 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서 시내를 돌아다니는 경

우에는 이용할 만하다. 3km 기본에 11위엔이고 이후 1km에 2.1위엔이 추가된다.

●  기차

  상해에는 상해역( ), 상해서역( ), 상해남역( )등 3개의 

기차역이 있다. 그 중 상해역이 중심 여객역으로, 매일 70여 개 열차가 중국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를 향해 이곳에서 출발한다.

예원  명나라 때 관료인 반윤단이 부친을 위

해 1559~1577년간 건축한 상해의 대표적 고전 

정원. 10개의 연못과 대헌대  등 30개의 

누각으로 구성된 명대의 예술적 건축물이다. 중국 

전통 장식품, 다기, 실크 등을 판매하는 예원 산업

구와 인접해 있다.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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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중국은 치안이 불안하므로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사건사

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 공안당국에 신고한 후 관할 영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해

영사관은 전화 021-6295-5000, 팩스 021-6295-5191이며, 팩스 신고 시 6하 원

칙에 의거, 사건사고 개요를 기재하고, 관련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한국 내 주소 및 전화번호, 중국 내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바가지 요금(일명 ‘삐끼’) 피해  

  호객 행위를 하는 술집이나 안마소에 들어가지 말 것. 특히 낯선 사람(여성)의 호의

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지갑, 핸드백 등 소지품 분실   

  식당이나 극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가방이나 소지품은 반드시 옆구리

나 등쪽이 아닌 가슴 앞쪽으로 메고 다녀야 한다. 특히 차량 안에 귀중품이나 가방

을 두면 절대 안된다. 여권이나 귀중품은 별도로 관리하고, 여권사본은 반드시 준

비해 둘 것. 

   여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안국 또는 성공안청에 사건·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여권분실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택시 이용 시 바가지 요금 피해   

  외국 관광객 등에게는 빙 둘러 목적지에 도착하여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허

다하므로 반드시 요금 지불 후 영수증을 받아 보관할 것. 짐은 가능한 같이 소지하

고 탑승해야 한다.

황산  1990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중국의 명산 중 하나. 안후이성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해발 1864m의 연화봉을 비롯하여 천도봉, 

광명정 등 해발 18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많다. 

기괴하고 험준한 산의 모양이 저절로 감탄을 자아

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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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교통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심에서든, 외

곽에서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운전, 자전거, 도보의 경우도 항상 방어

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납치, 감금 사건  

  주로 채권, 채무에 연루된 납치, 감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 사회의 

특성상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여권을 빼앗고 호텔이나 특정 지역에 묶어두는 경

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상해, 폭행을 당했을 때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

는 편이 좋다. 납치, 감금 사건이 일어나면 총영사관에 납치자, 감금 장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피납자 구출 혹은 납치자 체포에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상세히 제

보해야 한다. 피납자는 생명, 신체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되, 가능하면 공안기관 

등 구출자가 올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관련 분규가 발생하면 쌍방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계약조건, 사업진행상

태 등을 포함한 분규발생 경위서와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망(피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또는 자연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 

시신 운구를 위하여 사망진단서(병원), 방역증명서(병원), 사실확인증명서(공안

국, 지역에 따라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등 증빙서류에 대한 영사 확인을 받은 

후, 항공사측에 시신운  허가를 요청한다. 

곤산시 주장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수상도시. 2001년 APEC회의 때에도, 특별히 상해 

이외의 회의 개최 도시 중 하나로 선택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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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여권 발급

  여권을 분실하면 소재지 관할 지역 공안국(혹은 출입국관리처)에 가서 여권분실 

신고와 함께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상해, 남경, 한주 등 항만이 있는 대도

시는 출입경관리처가 있으며 기타 지역은 공안국으로 가서 처리하면 된다. 그 후 

여권분실증명서를 지참하고 당관에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다.  

  통상 발급까지 약 2~3일이 소요되나 긴급한 경우 당일 처리도 가능하다(여행증명

서의 경우).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최초 분실 신고한 공안국으로 가

서 해당 비자를 신청, 발급받으면  된다.

	 긴급 연락망 

 주상해 

 60 Wan Shan Road, Shanghai, CHINA 

  

 전화   021-6295-5000       팩스          021-6295-5191 

 당직 핸드폰 138-1650-9503, 138-1650-9504  

 근무시간 월~금 08:30~17:00

 절강성 이우시 영사협력원  

 (Yoo Byoung Jin) 사무차장 

 전화   0579-557-2950 핸드폰    135-1699-6185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한 곳.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 을 구성하고, 각 도 대의원 30명이 모여

서 임시헌장 10개 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

포했다. 1932년 5월에 일본의 탄압을 피해 항저우 로 옮기기까지 활약.



광주 

 현지 치안 상황 

    치안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외지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나 비행장, 버스 터

미널 등 번잡 지역에서는 소매치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대도시

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을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 및 도로 환경 

●  버스 

  시내버스와 더불어 길게 늘어져 달리는 트롤리버스가 다니는데, 둘 다 요금은 비슷

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마을버스와 비슷한 작은 버스로 미니버스가 있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나 트롤리버스보다 비싸지만 더 빠르고 편리하다. 보통 안내원이 있

어서 행선지를 말하면 거리에 따라 돈을 받고 차를 세워준다.

●  나룻배

  바다로 곧장 이어지는 주강에는 여러 군데의 선착장이 있고, 이곳에서 나룻배를 탈 

수 있다. 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광주의 멋스러움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기도 하다.

●  전철

  광주의 전철은 총  2개 노선으로, 1호선은 동서로 뻗으면서 총 16개의 역이 배치되어 

있다.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은 공원앞역 으로 요금은 2위엔에서 8위

엔까지 다르다.

광동성, 복건성, 해남성, 광서장족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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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여권 분실 사고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머물거나 여행할 때 여권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함은 기본적

인 의무이다.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상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처벌

이 가능한 만큼, 외출할 때는 반드시 여권 또는 거류증을 챙겨 나가야 한다. 또한 여

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소매치기 및 강도 절도 사건

  관광지에서는 현금이 많은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특히 광주는 치안

이 불안하여 소매치기나 절도범이 많은 편이다. 두둑한 돈다발을 자랑삼아 남 앞에 

세어 보이는 등 돈이 많은 사람인 양 허세를 부리거나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강

도나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임대 차량의 교통사고

  임대한 차량으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먼저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하기 전에 등록이 된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한 뒤,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할 것.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

찰에 신고한 후, 동시에 렌터카 회사에도 알려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나오거나 처리 요령을 안내해 준다. 보통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차량파손 등의 

비용은 사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외의 부분을 사고를 

낸 측이 부담하게 된다.

진가사   진씨 일가의 서원으로 알려진 이곳은 진씨서원( , 쳔쓰슈위엔)이라고도 불

린다. 광동성에서 가장 크고, 고대 건축물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크고 작은 19동의 건축예술

물이 모여 있으며, 전체 건축물이 웅장한 만큼 정원 역시 화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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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관련법 위반

  중국에서는 지난해 3월 치안관리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관련 행위자에 대한 단

속과 처벌이 강화된 상태이다. 적발될 경우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 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가족 통지 및 강제출국(또는 추방) 처분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도박 피해

  얼마 전부터 PC방이나 성인오락실 간판을 내걸고 인터넷 도박을 조장하는 업소가 

많이 생겨나면서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 도박은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업소 운영자는 물론, 손님까지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일체 출입을 

삼가야 한다.

 긴급 여권 발급 

  중국여행(단기체류)중 여권을 분실한 자로

서 현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한 시간

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T/C)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선 분실 지역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발급받는다. 그 

신고증과 호텔 숙박증, 사진을 지참하여 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여권분실증명서

를 발급받는다. 영사관에서 관련 구비 서류

를 작성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출국비자 발급

을 신청한다. 수수료는 56위엔, 처리 소요기간은 2일 이내이다.

tip*

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분실경위서, 

여권분실각서(이상 영사관에 서식 있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분실증명서

(분실지역 관할 현 또는 시 공안국 발행) 

긴급여권 발급

육용사( ) 광주 시내의 육용로( )에 위치

해 있으며, 14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만큼 오래

된 불교 문물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원나라 때 유명한 문

학가이자 서예가였던 소동파( )가 이곳에 왔다가 

절 안의 오래된 용( )나무 6그루를 보고 육용( )이
란 글자를 새기면서 ‘육용사’라 불리기 시작했다.  



 긴급 연락망  

  주광주총영사관

  18th Fl., West Tower, Guangzh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er, No. 

122, Tiyu East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 

 

 전화   020-3887-0555
  

 야간 및 공휴일 

 당직 핸드폰   139-2247-3457

 사건·사고 핸드폰   139-2518-5387

 기타 유의 사항 

●   신변 안전과 소지품 간수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늦은 시간이나 한적

한 길에서는 신변 안전에 조심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소지품에 주의할 것. 특히 복

잡한 공공장소, 노점상 등에서 계산할 때 100위엔 뭉칫돈이나 지갑을 꺼내지 말고, 

주머니에 100위엔 1장 정도와 잔돈을 준비해두자.

●   물과 음식은 가려먹어야 한다. 수돗물에는 철분과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마시는 물

과 음식 조리하는 물은 모두 광천수나 증류수를 사서 먹는 것이 낫다.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에 가까우므로 되도록 수분을 많이 자주 섭취하고 모기

가 많으니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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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공원( ) 광주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로, 공원 내에 월수산이 있어 월수공원이라 이

름 붙여졌다. 광주시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광주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월수산을 제

외하고도 주위 6개의 작은 산과 동수호 , 

남수호 , 북수호  세 개의 인공 

호수를 포함하고 있다.



청도 

 현지 치안 상황 

    치안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튀는 행동이나 중국인의 기분을 상하

게 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한다.

 교통 및 도로 환경 

  지세 때문인지 청도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대신 버스는 

시민들의 발로, 가장 편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도의 버스는 매

우 편리하여 사통팔달로 청도 구석구석까지 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무인요금시

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세련된 디자인의 버스는 외관뿐 아니라 내부도 깨끗하여 중

국에는 낡은 버스만 있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게 만든다. 일반적인 버스 요금은 인

민폐 1위엔이며,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는 2위엔을 내야 한다. 

  조금 더 편하게 청도를 여행하고자 한다면 에어컨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세 개의 노선으로 나눠져 있으며 하루 동안 유명 관광지를 돌 수 있다. 물론 버스 안

에는 가이드가 함께 탑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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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산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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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환각제 흡입 사례 

   퇴폐 유흥주점을 찾은 대학생 관광객들이 음주 후 주점에서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환각제로 보이는 약물을 흡입, 환각 상태에서 배회하다 모 호텔에 투숙하는 바람에 

국내 가족이 경찰청에 납치사건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현지 경찰과 함께 

신변 보호 후 귀국 조치시켰다. 청도 시내 주점에 환각제 흡입이 확산되고 있으므

로 섣부른 호기심은 절대 금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불법 성인게임방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바다이야기’ 등 성인 불법오락실에서 온라인 

도박을 벌이던 한국인과 중국인이 중국 경찰당국에 일제히 체포되어, 업주 12명 

및 도박 가담자 100여명이 벌금, 구류, 추방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과 폭

행을 하여 행정구류를 당하고 추방조치를 당하는 등 추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인 사

례가 발생하였다. 음주는 즐겁고 건전한 문화에서 성숙하게 즐겨야 할 것이다. 

잔교  청도의 상징으로,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용처럼 생긴 다리. 1891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1931년에 해군 전함을 정박시키기 위한 용도로 재건축되었다. 다리의 양쪽에는 철 난간과 연꽃 무늬의 램

프가 놓여져 있으며, 평상시에는 소형 전시관으로 사용된다. 



 긴급 여권 발급 

   중국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분실여권은 위·

변조되어 범죄, 불법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분실지역 관할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

해야 한다.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권 분실 시 우선 호텔 등의 숙박 증명을 지참, 분실지 근처 파출소에 여권분실신

고를 한다. 여권분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분실지 관할 공안국에 제출, 여권분

실증명서를 신청한다. 공안국 발급 여권분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 

여권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공안국의 분실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가 많으므로, 먼저 총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증명서는 추후에 보완 제출하

는 것도 가능하다. 분실증명서를 구비하고 신고했을 경우, 총영사관에서는 귀국하

는 데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때 소요되는 기간은 하루이

다. 여행증명서와 공안국 발행 분실신고증명을 가지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출국비자를 받으면 되며 급히 귀국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사관 공안

담당 영사를 통해 조기 비자 발급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인민폐  56위엔.

tip*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여권분실사유서 각 1부, 

분실지 관할 공안국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사본, 여권용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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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도  잔교와 함께 청도의 상징으로, 청도 앞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이다. 1987년까지 군사기

지로 이용되어 왔었는데, 요즘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서 청도의 빠지지 않는 관광지가 되었다. 20세기 초 

독일인이 건축한 하얀 등대, 산동의 남쪽 지방에서만 자라는 노란 백합으로 꾸며진 정원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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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망 

  주청도총영사관

  No. 101, Hong Kong East Road, Laoshan District, Qingdao, CHINA 

 

 전화   0532-8897-6001 

 팩스   0532-8897-6005 

 

 총영사관 영사부

 비자관련 문의   0532-8897-6004 

 여권관련 문의   0532-8896-8868

 비자과 팩스 0532-8897-6021  

 여권과 팩스 0532-8896-6063

 경제 관련 문의 0532-8897-6012

 사건, 사고  0532-8896-8867

 근무시간 외 136-0898-9617 

 기타 유의 사항

●   청도는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을 뿐 아니라 바닷바람으로 날씨가 선선한 

편이다. 여름에도 긴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청도는 해산물 요리가 매우 유명하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음식으로 배탈이 날 

수도 있으므로 지사제나 알레르기 약을 미리 챙겨 오는 것이 좋다.

청도 제1해수욕장 청도 제1해수욕장은 동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꺼번에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997년에는 하루에 35만 명이 이곳에 와서 수영을 즐겼던 기록을 갖고 있다.



서안 

 현지 치안 상황  

    중국 북서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은 곳이다. 특히 감숙성, 영하회

족자치구는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의 하나로, 금품을 노리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신변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섬서성의 서안( , 시안)은 세계 4대 

고도로서 진시황과 관련된 유서 깊은 유적지가 있는 등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로 꼽힌다. 

 교통 및 도로 환경 

●  국내선 항공편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도 서안은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답게 각 지역에서 연결

되는 항공편이 많아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  택시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택시다. 이용하기 편리하나 반드시 타기 

전에 흥정을 해야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막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버스는 시내

버스, 시외버스, 트롤리버스 등이 200개 이상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복잡하여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한편, 호텔이나 역 앞에는 삼륜차나 인력거들

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그다지 추천할 만한 교통수단은 아니다. 시내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곳이 많아 보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지하철은 없으며, 201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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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서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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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절도나 소매치기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먼저 110이

나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평소 총영사관 및 한인회 등의 연락처를 메모하

여 두었다가 비상시에 활용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의 신변이나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때는 우선 근처 호텔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으로 피신한 후 관계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특히 감금이나 납치 등의 피해

를 당할 경우 먼저 침착히 대처하고, 이러한 범죄는 거의 돈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

안,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영사콜센터나 총영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긴급 여권 발급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

명서는 여권분실자 중 여권 재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귀국하

여야 하는 자, 혹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해외에 불법체류 중 여권을 재발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실지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하여 ‘임시분실증명서’를 수령해야 한다. 이 임

시분실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지역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정식 ‘여권분실증

명서’를 발급 받는다. 이후 정식 여권분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총영사관에 여권(또

는 여행증명서)을 발급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여권(또는 여행증명서)을 지참하고 

서안 병마용  불멸의 생을 꿈꿨던 진시

황이 사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

로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 하나하나가 사람

의 키와 같을 뿐 아니라 그 수도 8,000 개가 넘어 

규모와 정교함을 자랑한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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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비자(출국목

적)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처리 기

간(공안국 등 처리 기간 제외, 총영사관 

처리 기간)은 분실 재발급 시 4~6주(수

수료 440위엔), 여행증명서 발급  시 1~2

일(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 56위엔, 여권 

말소증명 수수료 8위엔) 정도이다. 

긴급 연락망 

  주서안총영사관

  19F,HIBC, No. 33 Keji Road, Gaoxin Hi-Tech Industries Development 

Zone, Xian, Shanxi, CHINA
 

 

 전화   029-8835-1001(근무시간), 138-9284-0991(근무 시간 외) 

 

tip*

여권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여권분실증명서(분실지 공안국 발행),

각서, 여권분실신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2매(신청서 1, 여권 부착용 1)
구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여권사본 등 있을 시)

발급 관련 기관 연락처

서안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029-87275934
난주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0931-8718621
은천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l:

0951-6736114

화청지  서안의 북동쪽에 위치한 온천 휴양지.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좋아 3,000년 전부터 역대 

황제들이 겨울철 휴양지로 이용하였다. 특히, 당 현종 때 건설한 궁전누각이 가장 화려하며, 이때 정식으

로 화청궁  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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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현지 치안 상황 

    중국 심양은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은 지역으로, 생계형 범죄가 간혹 발생하고 있

다. 그러나 공안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치안 상황은 매우 양호

한 편이다.

 교통 및 도로 환경 

●   고속도로에 차량이 적은 편이라 과속을 범하기 쉬우며, 때때로 고속도로에 보행자

가 출현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단동-선양 간 고속도로는 굴곡이 심하

고 터널이 많아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국도의 경우 보수공사가 잦고 노면이 패인 곳이 많으므로, 특히 야간에 운전할 경

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동북 평원 지역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으므로 운전 시 유념하여야 한다. 보행도로

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 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주

의하여야 한다.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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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여권 관련 사고

  여권 관련 범죄는 중국 전역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특히 심양 지역에서는 여

권밀매, 불법양도 및 밀입출국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분실

자의 경우에도 비자 재발급을 위해서는 공안의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여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비자 기간이 만료될 무렵, 현지의 민박집 주인이나 아는 조선족 등에게 여권

을 맡겨 비자 연장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 여권을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분실 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    숙박 관련 사항

  중국에서는 새로운 장소에 숙박 시  24시간 내에 파출소에 거주 신고를 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호텔 투숙 시에는 호텔에서 신고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민박집 등 무

허가 장소에 숙박하는 경우 과태료(500위엔)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납치 사건

  우리 국민과 현지인 간 또는 한국인 간 납치사건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 

채권, 채무로 인한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즉시 우리말이 가능한 통역원 등의 도움을 받아 110(공안) 또는 

120(긴급구조)에 신고한다. 신고·고소 접수 후 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문 변호사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선족 교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일부 지역 공안기관에 우리말이 가능한 경관

이 배치된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길림성 집안시 광개토대왕비  우리 역사상 최고의 

정복군주, 가장 위대한 고구려의 왕으로 칭 받는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의 능비로, 높이가 6.39m
에 이르고 무게가 37톤으로 추정되는 세계적 규모

를 지니고 있다. 고구려 특유의 호방한 필체로 쓴 

비문은 현재까지 한·중·일 학자들에 의해 약 1,500
여자 정도가 해석되었는데, 비문 일부가 중국과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길림성 장춘 영화성  장춘시 남서쪽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중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장춘 영화성은 영화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관광지인 동시에 영화촬영 장소이며, 매년 열리는 장춘영화제의 

주요 활동장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가 모여 있다. 

054

국가별 유의 사항

중국 

심양

 긴급 여권 발급  

●   중국은 입국과 출국 시 모두 비자가 필요한 국가이다. 중국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

게 되면 여권에 부착된 비자도 함께 분실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 공관의 여권 발

급과 별도로 여행자가 개별적으로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   중국에서 분실된 한국여권이 위변조되어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여권 분실 정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출국 비자 취득에 수일에서 수주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은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여권분실신고 및 출국 절차(길림성 장춘시 제외) 

  가.  여권 분실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 ①여권분실확인서를 발

급받을 것. 

 나.  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 후 ②여권말소증명을 발급받을 것.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3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다.  상기 분실확인서와 여권말소증명을 지참, 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③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음.

  라.  영사관에 여권분실증명서를 제시, ④임시여권(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음. 

  마.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임시여권과 여권분실증명서를 제시, 출국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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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유의 사항

중국 

심양

 

●  길림성 장춘시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  여권 분실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 ①여권분실확인서 발급 

받음.

 나. 지역 신문에 ②여권분실광고 게재.

  다.  분실확인서와 여권분실광고를 지참, 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③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음.

  라.  영사관에 여권분실증명서를 제시, ④임시여권(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3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마.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임시여권과 여권분실증명서를 제시, 출국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함.

 긴급 연락망   

 

 주심양총영사관

  No. 37, South 13 Latitude Road,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CHINA 

 

 전화   024-2385-3388 

  긴급 사건사고 신고 휴대전화 : 138-0400-6338 

   (평일 12:00〜13:30, 18:00〜익일09:00, 휴일은 24시간 개통) 

  ※ 긴급 사건·사고 신고 전화로는 사증 관련 문의 받지 않음.

 팩스   024-2385-5170(대표), 6549(사증), 7401(사건사고)

  

요녕성 단동의 호산장성  중국 수, 당의 침략

에 대비해 고구려가 세운 천리장성의 일부 박작성으로 추

정되는 성곽으로, 단동 시내에서 압록강변을 따라 북쪽으

로 3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에 중국에서 

중국성 형태의 성곽으로 새로 축조한 후 지금은 만리장성

의 동단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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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유의 사항

중국 

심양

 

 영사협력원 

 요녕성 대련시 : 황학진 대련시 한인회 고충처리담당 

 전화   0411-8881-7701~3

 팩스   0411-8881-7711 

  

 요녕성 단동시 : 황병노 단동시 한인회 사무국장

 전화   0415-217-7455,7466

 팩스   0415-217-7477
  

 흑룡강성 하얼빈시 : 최성묵 하얼빈 한인회 사무국장

 전화   0451-8420-7000

 팩스   0451-8420-8787 

  

 길림성 연길시 : 노광국 연길시 한인회 사무국장  

 전화   0433-251-9663

 팩스   0433-251-9552 

 기타 유의 사항   
●   여행에 앞서 현지 공관, 영사협력원, 현지 한국인회 등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사전

에 파악해 둘 것. 

●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야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술에 취해 크게 떠들며 돌아다니는 것도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갈 것. 

●   고구려 유적 방문 시 고구려사 문제가 한-중간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중국측을 자

극하는 단체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녕성 대련의 발현왕국   금석발현왕국 테마공원은 중국 대련 금석탄 관광휴양지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테마파크다. 디즈니랜드 설계에도 참여한 바 있는 미국 RPVA회사가 설계했으며 한국 삼성에

버랜드가 관리운영에 참여해 중국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수준 있는 테마공원으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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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도

성도 

 현지 치안 상황 

    중국 성도 지역은 몇몇 낙후한 소수민족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치안 상황이 양

호한 편이다. 특히 사천성의 성도( , 청두), 중경( , 총칭), 운남성의 곤명 

  등의 도시는 중국 서부 지역의 중심도시이자 여행 도시로서 발전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 및 도로 환경 

  사천 지방은 예로부터 험한 검문촉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

가기 힘든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철로를 중심으로 중원지방과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장강을 따라 상해까지 뱃길이, 남쪽으로는 운남성으로 이어지는 철로

와 도로, 중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서쪽으로 향하는 교통이 불편해서 티벳으로 이어지는 국도는 험난하고 불편하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실종 사건

  중국에 업무 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가족이 귀국 예정일대로 귀국하지 않아 걱

정하는 국내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중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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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도

 

●  사망 사고

  일부 고령자의 경우, 운남성 및 사천성의 고산 지역에서 여행중 호흡 곤란으로 인

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기 사건

 동업 관계인 중국인으로부터 사기 당하여 재물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다.

●  불법체류

 중국에서 장기 불법체류한 관광객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사례가 있다.

   사건·사고 발생 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근처의 중국 공안파출소 또는 110번 

경찰 신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성도총영사관에 신고하여 협조 요청

도 구하도록 한다.  

 긴급 여권 발급

 

●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한 후 관할 지역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여권분

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상기 증명서 및 본인 기타 신분증(여권사본 또는 운전면

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임시여권발급 신청을 한

다(유효기간: 1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발급 소요 시간은 1~2시간 정도이다. 

●   기타 경우 

  대한민국 주성도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그 후 담당

자의 안내 하에 임시여권 발급 신청을 한다. 

귀주성의 황과수폭포  황과수폭

포는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최대의 폭포로, 높이가 

74m, 너비가 81m로 그 규모가 보는 사람들을 압

도한다. 폭 40m의 폭포가 90m의 낙차로 쉴새없

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랫쪽의 단차가 심한 곳 

에서는 9단의 폭포가 보이기도 한다. 폭포 중간에

는 수렴동 이라 불리는 절벽동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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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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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망
  

 주성도총영사관

  19th Fl., Paradise Oasis Mansion, No. 6, Xianandajie, 

 Chengdu, CHINA 

 

 전화   028-8616-5800 

 당직핸드폰   139-8095-6348
  

 영사협력원

 운남성: 안원환  138-8855-5355

 중경시: 김회도  131-9315-7911

 기타 유의 사항

  이 지역의 관광지 중 대부분이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행 전 신체건강검사

를 실시하는 편이 좋다(특히 심장 질환, 폐질환자는 당 지역 여행 시 별도의 의

사 소견 필요함). 여행 전에 미리 현지인, 특히 관광지 소수민족의 문화 및 생활

풍속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어둔다면 더욱 안전하고 유쾌한 여행을 할 수 있다. 

  

사천성의 무후사  촉한의 재상 제갈공

명을 모신 사당. 명나라 때 촉한 황제 유비의 묘와 

합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비가 주군이기 때문에 

정식명칭은 ‘한소열묘 ’이지만, 사람

들이 유비보다 공명을 더 경모하기 때문에 공명의 

시초 충무후 에서 따서 무후사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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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불상공원 (Xieng Kh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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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    인접국에서 육로 입국 시 출입국 날인 확인을 요한다. 출국 시, 입국 도장이 없는 경

우 불법입국으로 간주되어 벌금(100$)이 부과된다.

●  예방접종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  현금 10,000$ 이상 소유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     라오스 문화유산으로 취급되는 불상, 골동품류와  금, 은제품 그리고 희소성 있는 동, 

식물의 통관은 제한한다. 

●  각종 마약류, 총포·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은 통관을 금지한다.  

 현지 치안 상황 

  라오스는 사회주의 집단 지도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몽(Hmong)족을 중심

으로 한 반정부 활동이 주재국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상태. 그러나 몽족 

밀집 지역(방비엥-루앙프라방 구간, 사이솜분 주, 보께오 주)을 중심으로 테러 및 교

전 소식이 간간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치안이 유지되고 있어 살인, 강도, 납치 등의 강력범죄 

발생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소매치기, 오토

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등 단순 강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여권, 현금 등 소지품 관

리에 주의를 요한다. 

불상공원 (Xieng Khuan)  1958년에 조성되어 갖가지 불상을 제작 전시한 공원으로 시내 중심가에서 남

쪽 25km 지점의 메콩강변에 위치함.

L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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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도로 환경

●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우기철(5~10월)의 스콜성 집중호우로 인해 다리가 붕괴되

거나 도로가 유실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육로 여행객들은 주의해야 한다. 

●    라오스 현지인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가 빈발한다.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라오스에서 운전을 할 때는 우회전 시에도 신호를 받고 움직여야 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물놀이 안전사고

  방비엥 지역의 남 강에서 카약킹 및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여행객이 다이

빙을 하다가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기철에는 적은 강수에도 수량이 급격히 불어나므로 물살이 세거나 수량이 

많은 곳에서 과도한 물놀이를 삼가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의한 다리 골절

  관광객이 도로변에서 사진촬영 중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치어 정강이뼈 골절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 방콕으로 후 되었으나 현지인 가해자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으로 인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탓루앙 (That Luang) 위대한 불탑(Great Stupa)을 뜻

하며 라오스 내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공식 명칭은 

‘World Precious Sacred Stupa’이다. 불교와 라오스 

주권을 상징하는 45m 높이의 웅장한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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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강도 및 절도 사고

  호텔에서 지갑, 여권, 카메라 등의 소지품

을 베개 밑에 보관하거나, 문단속을 잘 하

지 않고 취침하여 도난 당하는 사고가 늘

고 있다. 호텔측에서 소지품을 분실할 경

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고문을 붙여 

놓는 경우가 많아 보상받을 수 없으며, 분

실물을 찾기도 어렵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분실신고서

를 발급 받아야 하며, 여권 및 여행자 수표 

등은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신용카드

나 항공권은 번호를 따로 적어 보관한다.

 긴급 여권 발급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 사진 2매, 

항공권을 지참하여 공관에 신청한다. 긴급 시 1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하다.

●    여권 훼손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여권과 신분증, 사진 2매 지참.

●   당관에서는 여행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tip*

여행객 이용 병원 

비엔티안 시내에 마호솟 병원, 세타티  병원, 

미타팝 병원이 있고, 지방별로 100병상 

이상의 국립종합병원들이 있다. 

그러나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응급치료, 

X-Ray촬영과 간단한 혈액검사만 할 수 있다. 

* 액우돈 병원

(Aek Udon International Hospital)

태국 국경도시인 우돈타니(비엔티안으로부

터 75km 거리) 소재

Tel: 066-42-342-555

* 마호솟 병원 

(Mahosot International Hospital)
비엔티안 소재 외국인 이용 병원

Tel: 021-214-022

개선문 (Patuxay) 1969년 건립되었으며, 파리의 

개선문을 본뜬 것으로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에 해

당되는 지점에 위치. 약 7층 건물의 높이로서 시내 

전체를 조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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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망

 주라오스대사관

 Lao-Thai Friendship Road, Ban Watnak Sisattanak District, 

 P.O.Box 7567 Vientiane, Lao PDR

 전화   021-352-031~3 

 팩스   021-352-035 

 비상연락처 020-5513-152(영사)  

 근무시간 월~금 08:30~17:00(점심시간 12:00~14:00)

 공 휴 일  매주 토, 일요일 

  한국의 신정,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라오스의 신정(4.13~15), 노동절(5.1), 건국기념일(12.2)

비엔티안 (Vientiane)의 왓 시사켓 (Wat Sisaket)  
왓은 절(temple)을 의미하며, 비엔티안에서 가장 오래된 건

축물이다. 818년 건립되었으며, 사원 내부 담장에 6,890개 

정도의 은제 혹은 토기 불상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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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돈 (Si Phan Don: Four Thousand Islands) 참파삭 주를 흐르는 메콩 강 내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

을 의미. 라오스 최남단의 캄보디아 국경에 접해 있으며 4,000km 이상을 흐르는 메콩 강 전체에서 가장 

폭이 넓은 곳임. 아시아 최대의 콘파팽(Khongphapheng) 폭포 등 여러 폭포가 주된 명소이며, 시판돈 남

쪽에는 민물 돌고래도 서식함.

 기타 유의 사항

●  방문 전, 간염과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말라리아 등 열대성 풍토병 관련 

예방접종은 불필요하다. 말라리아 예방약의 경우, 간에 무리가 많이 가고 예방 

유효기간도 짧으므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감염 시 사후 복용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  우기철(7~9월)에 뎅기열 발생 환자가 급증한다. 뎅기열은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병으로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없으므로, 가급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 

전자모기향을 지참해야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는 태국이나 베트남 등의 인접국에 비해 미미하나 2007년 4월 사

망자가 2명 발생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날 음

식을 먹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먹는 것이 안전하다.

●   수도 및 주변국과의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AIDS 보균자 및 마약 중독자가 늘고 있

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tip*
긴급상황 연락처

화재 : 190

경찰 : 191

앰뷸런스 요청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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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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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비영리목적 상용방문자 및 여행자는 체류기간 3개월까지 

사증이 필요없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을 거절당할 수 있다. 

●   출입국 시 출입국카드 및 여행자신고서(TDF)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부본은 보관

하였다가 출국 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

●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아프리카 및 남미의 

일부 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   카메라, 시계, 펜, 휴대용 라디오, 카세트, 향수, 화장품, 라이터 등은 세관신고 없이 

휴대가 가능하다.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시 물품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해야 하며, 이 돈은 출국 시에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 

동·식물, 식품류 반입에는 일정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골동품 반출에도 허가를  

필요로 한다. 

●   외환통제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화폐는 1만 링깃 범위 내에서 국외반출이 가능

하며, 외화반입은 무제한이나 반출은 입국 시 반입 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상기 

범위를 벗어난 링깃화 또는 외화 반출입 시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1만 링깃 이상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반입, 반출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도시 면적이 243km2(서울 면적의 

40% 정도)이며, 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 인구 150만의 도시로 말레

이시아의 교역, 상업, 금융, 제조, 교통, 정보산업 및 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인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은 물론 메르데카 광장, 각종 박물관 및 재래시장 등이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고 있음.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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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치안상황 

   말레이시아의 치안 상태는 여타 동남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최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야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

로 절대 삼갈 것.

 교통 및 도로 환경

  ●   지하철은 없으며,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노선도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이용, 출·퇴근한다.

  ●   육교나 지하보도가 자주 없으며 차량이 좌측 운행하므로 도로 횡단 시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   공항에서 시내 중심부까지 운행하는 고속전철이 있으며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

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물놀이 안전사고

  해상관광 및 체험 시 구명복의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입수하였다가 익

사하는 사고 발생.

랑카위 섬 (Langkawi)  말레이 반도의 남서부 말라카 해협에 면하고 있는 과거 해상무역의 요충지로, 포

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사에 관련된 사적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



069

국가별 유의 사항

말레이시아

●  강도 및 절도 사고

  여성 단독 여행객이 시내 소재 값싼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종업원으로 가장한 현지

인에 의해 폭행 및 절도를 당하는 사건 발생. 

●  환전사기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이 접근, 자신이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달러를 원화

로 바꿔줄 것을 요청. 이러한 경우 환전하고자 하는 달러는 위조 지폐일 확률이 높음.

●  오토바이 날치기 및 주차차량 절도

  최근 오토바이 날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버스 대기 중, 보행 중 또는 타이어 

교체 중 귀중품을 절도해 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차되어 있는 승용

차 내부 및 트렁크 속의 귀중품을 차유리를 깨거나 트렁크를 열어 절도해 가는 

사례도 있음.

  보행 시에는 가급적 인도를 이용하고, 핸드백은 인도 쪽으로 맬 것.

  귀중품은 되도록 차량에 두지 말고, 반드시 소지할 것.

●  경찰관 사칭 사기절도

  정장차림을 한 백인 남녀가 길 안내 등 도움을 청할 때 사복경찰을 사칭하는 남

자가 나타나 우선 백인남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지갑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 이때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 

등을 보이면 바로 강탈하여 도주함. 

   가급적 인적이 드문 곳은 통행을 자제하고, 경찰관을 자칭하며 신분증 또는 지

갑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일단 가짜 경찰관으로 간주, 절대 지갑을 꺼내지 말고 가까

운 경찰서나 자택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 다만, 불시에 여권 제시 요구를 받을 경우

에 대비하여 여권 사본은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 

check*
한국인들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현금만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코타키나발루 (Kota Kinabalu)  보르네오 섬 북

부 키나발루 산(4,101m)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바 주 정치·상공업의 중심지. 경제적으로는 홍

콩과 유대가 깊음. 현재 코타키나발루 국립공원 근

교 해변 및 수상 스포츠로 인해 관광 요지로 부상

하고 있음.



070

국가별 유의 사항

말레이시아

 긴급 여권 발급 

●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서(Police 

report)를 교부 받아 여권용 사진 2매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 여권 또는 여행증명

서 발급을 신청한다. 복수 여권은 약 5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rM197.60이다. 여행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rM45.60이다.

●  여행증명서, 분실신고서 및 항공사로부터 받은 입국확인서와 항공권을 소지하고 

이민국을 방문하면 입국 확인 조치 후 출국 가능하다.

●  교민 등 장기체류자일 경우 여권, 경찰신고서 및 장기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준비하여 이민국을 방문, 장기체류비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입국관리국사무소    

 Immigration Office Enforcement Section

  Visa Pass Department of Immigration Damansara, Block 1, Aras 4, 

Pusat Bandar Damansara, KL

 전화     03-2095-5077

 근무시간  월~목 8:00~17:00    

   금 8:00~17:00 

   (점심시간 12:00~14:45)

    

겐팅하이랜드 (Genting Highland)  겐팅은 ‘구

름 위’라는 뜻의 말레이어로, 해발 약 2,000m 위

치에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있음. 

카지노, 놀이공원, 식물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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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망

 주말레이시아대사관

  9&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Malaysia 

(Geleneagles Hospital 뒤편)Philippines

 전화     03-4251-2336

 팩스    03-4252-1425,4251-9066(영사과) 

 홈페이지  www.mofat.go.kr/malaysia

 이메일  korem-my@mofat.go.kr 

 영사협력원

 페낭 (한영기 협력원) 016-483-7682

 코타키나발루 (손은익 협력원)   019-843-1316

 한인기관 주요 연락처

 재마한인회  03-4257-7585 / 4252-2834   

   www.mykorean.org

 KOTrA  03-2117-7100     

   www.kotra.or.kr/kualalumpur 

 한국인학교  03-4251-2091/2    

   mykoreanschool@empal.com

 무궁화문화원 03-4253-1836     

   www.koreanculturekl.org
 

tip*
긴급상황 연락처 

경찰본청· 구급차 : 999
K.L 경찰서 : 03-2115-9999
관광경찰서 : 03-2163-4422
Ampang Putery 병원 :

 03-4270-2500 
(Korean Liaison Officer 
016-636-5172)
앰뷸런스 요청· 화재신고 : 994
구조요청 : 991
전화번호 안내 : 103
국제전화 안내 : 108
대한항공 : 03-2142-8311
말레이시아 항공(MAS) : 

03-7846-3000
공항안내 : 03-8776-4389
(출발·도착)

말라카 (Malaka)  말레이 반도의 남서부 말라카 

해협에 면하고 있는 과거 해상무역의 요충지로, 포

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사에 관련된 사적

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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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 사항

●  각종 단속법규 관련 유의 사항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거래자는 소지량에 불문하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며, 이 법

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등 마약 단속 법규가 매우 엄격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항에서 짐을 대신 운반해 달라는 부탁에 응하다가 

본의 아니게 마약 조직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  종교, 풍습, 관습, 국민성 등에 관한 유의 사항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58%), 중국계(25%), 인도계(7%) 및 기타 소수 인종으

로 구성되어 있는 다인종 국가. 이슬람교가 국교로 되어 있으나, 말레이계 이외의 

인종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  언어

  말레이어가 공용어이나, 영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된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

의 각종 방언(Hokkien, Cantonese, Hakka, Mandarin)이 사용되며, 인도인들

은 타밀어를 사용한다. 

●  왕족 

  말레이시아는 총 13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입헌군주국으로서, 그 중 9개 주에는 주

왕(Sultan)이 있다. 이 주왕들 중에서 순번에 따라 5년마다 국왕이 선출된다. 왕족

에 대해서는 적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페낭 (Penang)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페낭 섬은 말레이 반도 북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 나라 현대건설이 세운, 아시아에서 제

일 긴 페낭교(13.5km)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음. 18세기말 영국 

무역상들의 방문으로 개방되기 시작하였으며, 근세 서양 건축양식

의 옛 건물들이 지금은 공공건물 및 개인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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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토병 

  쿠알라룸푸르 등 대도시를 여행할 때는 특별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없지만, 지방

으로 가면 아직도 말라리아 등 풍토병이 남아 있으므로 지방 여행시에는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  식수

  대도시 거주자들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행자들은 배탈 또는 콜레

라 등 풍토병의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미네랄워터를 사서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타 습관 

  대부분의 회교 사원이나 공공기관 중 일부는 들어갈 때 신발을 벗도록 되어 있으며, 

사람이나 사원을 손가락으로 지칭하는 것은 큰 결례가 된다. 

르당 섬 (Redang)  르당 섬은 말레이 반도 동해 앞 바다의 군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이며, 맑은 물과 여러 다

이빙 장소들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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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Shwedagon Pag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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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   세관을 제외하고 단체관광 시 출입국 심사에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나, 입국사

증(비자)을 출국 전에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   사증은 외교/ 공무비자(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국, 미얀마에서 4주간 체류 가

능), 상용비자(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국, 미얀마에서 10주간 체류 가능), 관

광비자(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미얀마에서 4주간 체류 가능), 종교 목적 

방문비자(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미얀마에서 4주간 체류 가능) 등으로 나

누어진다.

●   도착사증은 관광회사가 관련된 주재국 정부(관광부)의 동의를 얻은 후 출입국관리

국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국내에서 반드시 사증을 발급 받

은 후 입국해야 한다. (비자 신청 시 방문일정 및 목적 통보해야 함)

●   불법체류 시 3개월까지는 하루 3$ , 3개월 이후부터는 하루 5$의 과태료 부과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일반인은 6개월 이상, 외교관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국경을 통한 입국은 금지되어 있어 반드시 공항을 통해 입국하여야 한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   2,000$ 이상 외환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Foreign 

Exchange Declaration Form에 기입). 또한 신고 없이 1,000$ 이상을 소지, 출

국할 경우 세관 조사를 받아야 한다.

●   술은 2l, 담배는 궐연(Cigarette) 400개비, 엽궐연(Cigar) 100개비, 기타(가루

담배) 250g이 통관 기준이 된다.

●   의약품은 미얀마 의약품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며, 김치, 생선 

등의 식품을 아이스박스로 반입할 경우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Shwedagon Pagoda)  세계 불교 3대 성지로 불리고 있는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

마 국민의 정신적 상징. ‘황금의 도시’란 뜻의 쉐다곤 파고다의 기원은 2500년 전으로, 부처님 당시에 세워

진 것으로 여겨진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불발(부처님 머리카락) 사리가 모셔진 파고다이다. 탑의 전신은 

전부 금판으로 덮여 있고 첨탑에는 수많은 보석이 박혀 있다.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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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동전 및 지페, 포르노물, 마약류, 골동품, 멸종위기 동식물, 포커카드, 미얀마 

국기, 부처 또는 파고다가 새겨진 물품, 장난감 총 등은 반입할 수 없다.

●   살아있는 동물 및 조류, 무기, 의약품, 식물 및 토양, 전화 등 통신장비는 관계당국

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다. 

●   종교 관련 물품, 서적, 테이프, CD, 비디오, 보석류 등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보석류는 공인영수증 필요).

 현지 치안상황 

   과거에는 중국, 인도, 태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반군과 

정부군의 무장충돌이 있었으며, 반정부 시위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

다. 치안상태는 양호하여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 발생은 적은 편이지만, 

2005년 양곤 시내 상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점을 감안,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야간 시간대나 대도시 관광 지역을 제외한 지방 오

지를 여행할 경우 각종 풍토병, 반군 활동, 열악한 위생상태 등의 위험 요인이 있으

니 각별히 주의할 것.

 교통 및 도로 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기차, 버스, 택시 등이 있지만 모든 정류장 표시가 현지어

로 되어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노면 정비 상태가 불량하

며, 차도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헤호의 인레 호수 (Inle Lake)  헤호에서 약 1시간 

동남쪽으로 이동하면 인레 호수가 나타난다. 인레 

호수는 길이 22km와 11km의 폭으로 된, 해발 약 

900m의 높은 고산 지대에 위치한 호수. 인레 호

수에는 수상마을, 수상시장이 있으며 끝없이 펼쳐

진 호수 위에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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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요금 50~80 Ks, 야간에는 요금이 오름(100~200 Ks). 버스에는 버스기사 외에 차

장이 한두 명 타고 있어 탑승 시 요금을 계산함.

  ●   택시

  정해진 기본요금은 없으며, 탑승 전 가격을 협상함

  ●   인력거

  ‘싸이까’라고 부르며 중・장거리 이동은 불가하므로 근거리 이동 시에 이용됨.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단기선교 활동 자제

  미얀마는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선교 활동을 위한 가두 홍

보물 배포 등의 행위는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의료봉사의 경우에는 미얀마 보건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풍토병 유의 

  양곤 및 지방 여행시 말라리아, 뎅기열, 간염 등의 풍토병과 에이즈 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민물회 절대 삼가 

  미얀마에서 민물회를 먹고 다수 교민들의 체내에 기생충이 발견되어 장기 치료 받

은 사례가 있다. 또한 현지 음용수는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끓인 물이

나 시판중인 생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바간(Pagan)  탑의 도시라 불리는 바간은 미얀마 

최대의 성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의 보로부두르와 더불어 세계 3대 불교 유적지군

으로 불린다. 1975년 대지진으로 4,446개의 파고

다 중 2천여 개가 파괴되었으나 아직도 사방 

42km의 면적에 2,500여개의 파고다와 사원들이 

남아 있다. 지금도 발굴 및 복원 사업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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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유적지 방문 시 금기사항 숙지 필요

  불교 유적지 중 여자가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 있으므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여행

하는 편이 좋다.

●  우기철 맨홀 주의 

  우기철 맨홀에 빠져 죽은 사례도 있으므로 보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보행 시 들개 주의 

  미얀마 길거리에는 들개들이 많다. 들개에 물려 광견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으

므로 유의해야 한다.

 긴급 여권 발급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 경찰서에 분실 신고한 분실확인서와 여권발급 

신청서 1매(대사관 구비), 여권용 사진 2매, 구여권 사본 1부를 지참하여 긴급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긴급 연락망

 주미얀마대사관

  No.97, University Avenue, Bahan Township, Yangon, Union of Myanmar

 전화   01-527142~4

 팩스   01-513286

긴급 연락망 

상철 서기관: 

09-803-3059
최광진 영사: 

09-517-7124
정인환 영사보조: 

09-517-6330

check*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대사관 

담당 영사에게 전화 연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 여행시 

통신 연락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 놓는 

편이 좋다.

만달레이 왕궁 (Mandalay Palace)  만달레이는 

인구 70만의 미얀마 제2의 도시. 이곳의 만달레이 

왕궁은 영국군에 항복하는 비운의 역사를 남긴 곳

이며, 2차대전 말 폭격으로 파괴되고 불타버려 원

형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1990년 재건된 궁전은 

미얀마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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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보건 위생

●   미얀마는 열대성 몬순 기후로, 보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위생 관념이 미흡하여 

전염병, 기생충 감염 및 풍토병(말라리아, 뎅기열)의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지방 

여행 시에는 한국에서 미리 말라리아 예방 접종을 받는 편이 좋다.

●   미얀마의 물에는 석회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음용수로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여행 중 설사 및 이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에 든 생수만 식수로 음용

해야 한다.

●   WTO 통계에 의하면 미얀마 인구의 1/3이 간염에, 약 60만 명이 AIDS에 감염된 것

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보건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습 및 미얀마인 접촉 시 유의 사항

●  불교에 대한 존경 표시 

  미얀마는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유지해

온 독실한 불교국이다. 따라서 불교와 관련된 것을 업신여기거나, 미얀마인들의 불

교적 전통 문화를 무시하는 언행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 특히 파고다 경내 입장 

시 너무 짧은 반바지나 민소매는 삼가야 하며, 반드시 맨발로 입장해야 한다. 또한 

승려나 수도승의 몸에 손을 대거나 악수를 청해서도 안된다.

●  미얀마의 문화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 양대 문명 사이에서 불교의 영향 하에 독특한 문화를 발전

시켜 온 나라. 가족 중시, 어른 공경, 관용과 현상 만족, 손님 환대 등이 이들의 전통

적 사상이다. 폭언이나 상대방을 미는 행위는 폭력과 동일시되니 미얀마인 접촉 시 

유념해야 한다.

check*
국제전화는 요금이 매우 

비싸므로 사용에 유의. 

(호텔: 약 4.93$ 정도, 

사무실 또는 가정 : 2.9$)

 

전압은 230V, 50Hz 사용, 일

부 호텔은 110V 사용 가능.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30분 늦음.

 

미얀마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여행자수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현금 지참 요망.

아웅산 국립묘지  미얀마 독립의 영웅 아웅산 장군이 묻힌 순교자 묘역으로 유명하다. 아웅산 장군은 1948
년 1월 4일 미얀마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47년, 30인 지사로 독립운동의 동지인 우소가 보낸 저격병에 의

해 암살당했다. 우리에게는 1983년 10월 9일 일어난 아웅산 묘지 폭파 사건으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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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롱베이(Halo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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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  �여권(훼손여권�소지자�입국�불허)

  베트남은 훼손된 여권(여권이 찢어지거나 사진이 떨어지는 경우 등)을 소지한 경우, 

입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사증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 나라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

류가 가능하다(공항·국경 입국 심사 시 15일 체류 기간 부여). 무비자 입국 조건은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

우이며, 체류 목적은 불문한다. 단, 취재목적 입국은 취재비자를 받아야 한다. 

●   비자�연장

  무비자 입국 후 15일 이상 체류 희망 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장기체류하는 지상사 직원 등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이 좋으나 일단 베트남에 입국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비자 연장 시 베

트남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기도 한다.

● �입국�후�제3국으로�여행하고자�할�경우 

  베트남 공항으로 입국하여 육로를 통해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는 제3국 비

자 또는 제3국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육로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3국행 항공권 또는 비자(혹은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하롱베이(Halong Bay)  3,000여개의 섬(석회암)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자랑하는 하롱 만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명승지. 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하노이 북동쪽 180km 지점에 소재(편도 

3시간 소요)하고 있으며, 중급호텔과 식당, 유람선 이용이 가능하다. 

tip*
출입국 관리국

40A Hang Bai St, 
Hanoi City, 
04-694-2776

여행사(비자신청 대행)

Hanoi Toseco,
04-828-7552

Vietnam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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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증명서

  출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체류�신고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48시간 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

류 신고를 해야 한다. 베트남 공안 당국이 입국자의 체재 중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

므로 업무상 보안 유지 및 언행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한다. 호텔 투숙 시에는 호텔

측에서 신고한다.

●   출국�시�참고�사항

  입국 시 기재한 출입국카드 부본은 출국 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 시까

지 보관해야 한다. 공항세는 14$(2007년부터는 항공사에 따라 티켓 구매 시 공항

세를 포함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이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   각종 마약류, 총포 ·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은 통관 금지.

●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   희소성 있는 동·식물 통관 제한.

●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가전제품 등은 입국 시 내역을  신고해

야 하며, 출국 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

해야 한다.

●   7,000$ 이상은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 신고서 제시 없이는 은행 예치 및 

반출이 어렵다.

호안끼엠 호수 (Hoan Kiem Lake)  하노이 중심

부에 위치한 호수(폭은 200m, 길이는 700m)로 

한가롭고 낭만적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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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치안상황 

   베트남은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

지하고 있다. 테러 가능성은 적은 편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분

자들의 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가 요망된다. 경제개방정책 추

진 성과로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소규모의 강·절도, 주거·상

가 침입,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다(특히 호치민 지역은 각

별한 주의가 요망됨).

 교통 및 도로 환경

  ●   철도

  철도는 단선협궤이며 시설의 노후화로 평균시속이 40-50km 정도에 불과하다(하

노이에서 호치민 간 철도 이용시 34시간 소요). 

   ●   버스

  하노이, 호치민 등의 대도시에는 시내버스가 있으며, 최근 정책적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고 있어 시내버스 노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주요 도시나 지방

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는 대부분 좌석이 적고 차에 가축, 야채,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을 적재하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다. 

  ●   자동차

  전에는 주로 관공서, 외국공관 및 외교관, 외국기업 차량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는 국영기업, 부를 축적한 개인 소유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일주사(One Pillar Pagoda, Chua Mot Cot)   리타이똥(Ly Thai Tong, 李太宗, 1028~1054 재위) 왕이 

관세음보살로부터 아이를 받는 꿈을 꾸고 나서 왕자를 낳은 데 보답하기 위해 하나의 큰 기둥 위에 연꽃 모

양의 정자(탑)를 1049년에 세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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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본요금(2km 이내)은 약 VND 6,000~15,000까지 있으며, 택시회사마다 추가

요금에 차이가 있다. 현재 하노이에는 20여 개의 택시회사가 영업중이며, 시내에

서 공항까지는 15~20$정도이다. 

●   자전거

  베트남은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더불어 현지인들이 이용

하는 주 교통수단이다.

●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유의 사항

  택시 또는 렌터카 서비스가 생겨 이를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인

들이 주로 타는 씨클로(Cyclo)도 주간에 이용할 수 있다. 대체로 씨클로 운전수들

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저수입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강

요하거나 한적한 곳에서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야간에는 타

지 않는 것이 좋다.

●   교통사고 주의 및 직접 운전 지양 

  베트남은 사실상 중앙분리선이 없는 비좁은 도로에 오토바이, 자전거가 붐비고 노

선도 복잡하며, 가로등이 거의 없어 교통사고(특히 오토바이)가 빈발하고 있다. 매

월 1,000여명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보도 횡단 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접촉사고에서 

인명피해사고에 이르기까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인의 증언이나 도움을 기

대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운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궁  베트남 근현대사의 변천을 고스란히 반영

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1868년 프랑스에 의해 세

워진 옛 총독부 건물로, 구월남 정부 하에서는 대

통령궁으로, 현재는 박물관 겸 회의장으로 사용하

고 있다. 1975년 4월 30일에 베트남 공화국 정부

가 항복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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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각종 안전사고 

  하롱베이 지역을 여행하던 여행객들이 선박사고 및 물놀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오토바이를 빌려 직접 운전하면서 여행하던 여행객의 교통사

고도 보고되었다. 베트남은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교통질서가 미비하여 우리 여행

객들의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행상품이 많으며 설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율 

및 물가 관계상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음도 유의할 것.

   사망, 부상 등의 사고가 생기면 한인회 사무실 등을 통해 통역을 확보, 관할 경

찰에 신고해야 한다. 베트남 경찰은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부검을 요구하고 있으므

로 이 경우 한국 내 유가족과 주베트남대사관으로 즉시 연락을 취해 부검과 장례 절

차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  도난 및 분실사고  

  하노이 시내와 하롱베이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여권 및 소지품 도난과 분

실사고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도난 및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인회 사무실을 통해 통역을 확보하거나 투숙호텔 직원의 도움

을 받아 신고하는 편이 좋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일정한 물품(휴대폰 등)

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경찰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

다. 한편, 현금을 도난 당해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 여권만 소지하면 대사관이 있는 

건물(대하빌딩) 10층의 ‘우리은행’에서 10분 이내에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통장을 통해 한국에서 금받을 수 있다. 업무시간은 월~금 08:30~16:00 이다.

전쟁박물관(War Remnants Museum)  호치

민 시 박물관 중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의 하나. 전쟁의 잔혹함과 민간인의 희생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전쟁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미군의 

폭격과 네이팜탄으로 고통을 당한 어린이들의 사

진을 보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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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객의 불법행위

  하노이 시내와 하롱베이 등 관광객

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성매매 등 여

행객의 불법행위로 경찰에 체포, 구

금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절대 삼갈 것.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체포,

구금, 구속을 당한 경우, 공정한 법 

절차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사관에 통보토록 요청할 수 있다.

●  입국금지

  여권의 내부 페이지가 떨어지거나 혹은 찢어지거나, 사진이 떨어진 경우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되어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특히 구여권을 소지한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긴급 여권 발급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 긴급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비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용 사진 2매, 여권재발급사유서, 분실신고확인서(주재국 경찰서 발행), 신분증이 

필요하다. 긴급 여권이 발급되면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서 출국 허가를 얻어 출국

할 수 있다. 한편,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단기 체류

자에게 발급되며,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증명서 상에 기재된 국가에 한해 여

행 또는 경유할 수 있다.

tip*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의 

조력 범위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라 

해도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사법·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 및 재판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건 처리, 

수사, 재판 등이 진행되는 한 공관의 

개입 범위에 한계가 있다. 

즉, 차별적, 비합법적, 비인도적 처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에 대한 개선 요구와 신속, 공

정한 처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혜, 특별대우 요청 및 직접 개입은 불가. 

민족박물관(Vietnam Museum of Ethno-logy)  1997년도 하반기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베트남을 

구성하고 있는 54개 민족들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의류, 생활 도구, 풍습 등)을 유물, 모형,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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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망

●  하노이

 주베트남대사관 

  4th Fl., Dae 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   04-831-5110~6

 팩스   04-831-5117(민원용 :  04-831-6834)

 이메일 koremviet@mofat.go.kr

 재베트남한인회 

 2F Daeha Business Center, Kim Ma St, Hanoi City 

 전화   04-773-2684  

 병원

 Korea Clinic  04-843-7231(원장 091-300-4130) 

 베-한 병원 04-945-4688(원장 095-335-9857) 

 Bach Mai 병원 04-574-0740, 04-574-1111(응급실)

 AEA 병원 04-826-4554, 04-934-0555(응급실) 

  International 병원 04-574-0740 

tip*
긴급상황 연락처

사건사고 시 연락처 : 

090-340-1455(영사), 

090-402-6126
(대사관 당직자 핸드폰)

일반민원(영사):

090-341-3271
화재 : 114
범죄 : 113
긴급 의료 구호 : 115
하노이 이민국 : 

04-934-5609
하노이 경찰서 : 

04-843-7231

노틀담성당  1877년 착공되어 1883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건축 비용만 약 250십만 프랑스프랑이 

소요되었다. 쇠로 된 첨탑이 얹힌 40m 높이의 두 

사각첨탑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신로

마네스크(Neo-Romanesque)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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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주호치민총영사관 

 107 Nguyen Du Street, District 1, Hochiminh, Vietna

 전화   08-822-5757

 팩스   08-822-5750(총무과), 08-823-0251(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9:00~17:00 

   주재국 경찰이 24시간 외곽을 경비하고 있으며, 현지 채용 경비원이 

24시간 전화 대기 및 당직 근무하고 있음. 

 기타 유의 사항

 건강상의 문제 

  베트남은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풍토병이 발병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야외 작

업자, 밀림 출입자, 면역이 저하된 사람(질병에 걸렸거나 마약 상용자, 임산부, 위

장 및 비장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 등)은 특히 주의할 것.

 주의요망 질병

●  설사병(Diarrheal Diseases) 

  음식, 물(대장균, 살모넬라균, 아메바 등에 의해 발병)에 의해 감염되며 2~3일 지

속될 경우 의사 진료가 필요하다(상비약: 정로환). 

tip*
긴급상황 연락처

교민 담당 영사 : 

090-809-0103
비자 담당 영사 :

090-384-0194
총무 담당 영사 : 

095-506-0004

구찌 터널  국방부 산하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구

찌 터널은 프랑스 식민통치시대인 1940년대부터 

무기를 감추거나 비밀통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

로 지방 게릴라들이 파기 시작한 것이다. 관광객들

은 안내를 받으면서 땅굴 속의 주요 시설물들을 직

접 둘러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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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Malarial Prophylaxia)

  전자 모기향, 모기향, 스프레이 약, 바르는 약을 준비하고, 긴옷을 착용하는 등 모

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기에 물린 후 1주일 이상 열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요망.

●  장티푸스(Typhoid Fever) 

  살모넬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증상은 오한과 고열 동반, 패혈증, 복부팽만, 초기 단

계의 장미색 피부 반점 등이 있다. 음식과 물 주의. 

●  뎅기열(Dengue Fever)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에데스(Aedes)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으로, 증상은 

열이 갑자기 심하게 오르고 온몸이 쑤시며 심한 두통, 복통, 구토가 동반되며 입맛

이 없어지는 증세가 수일간 계속된다. 3~4일 후에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열이 

점차로 내리면서 회복하게 되나 어떤 경우에는 수일 후 다시 열이 오르고 온몸에 반

점이 다시 생겨나기도 한다. 특별한 대책은 없으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모기에 물

리지 않는 것이 중요.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뎅기 

출혈열이나 쇼크증후군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조치.

역사박물관  1929년 프랑스 인도차이나 학회에서 지은 중국-프랑스 양식의 건물. 베트남 역사의 특징과 

남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대 및 출토지 별로 총 16개의 전시실을  구성하고 있다.

 유용한 현지어( 도난 신고, 이동, 도움 요청 시)

여권  호 찌에우

손목시계  동 호 데오 따이

지갑  까이 비

썬그라스  낑 럼

카메라  마이 쭙 아잉

보석  다 뀌

휴대폰  디엔 토와이 지 동

서류  호 서

옷  아오

신용카드  테 띤 중

여행가방  뚜이 쥬 릭

모자  무

현금  띠엔 맡

약국  띠엠 투옥 따이

경찰서  써 까잉 샅

주민등록증  쯩 밍 트

도난신고  통 바오 안 쫌

항공권  베 마이 바이

소매치기  목 뚜이

도로  드엉 포

의사  박 씨

공항  썬 바이

병원  버잉 비엔

감기  깜 꿈

응급실  퐁 껍 끄우

열병  버잉 솥

오토바이  택시 쎄 옴

복통  다우 붕

버스  쎄 부잇

두통  다우 더우

기차  쎄 르어

한국대사관  다이 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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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Omar Ali Saifu-ddien Mosque)  



브루나이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     브루나이에 30일 이내 체류할 경우 사전에 사증(비자)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유

로이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30일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브루나

이대사관에서 체류 목적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     성직자의 입국 시에는 주한브루나이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승

려의 경우 자유복장이라 하더라도 삭발로 인해 종교인으로 간주, 입국 전 사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     입국 시 통상적으로 브루나이행 항공기 내에서 나누어주는 출입국카드를 작성, 제

출해야 하며 입국 심사 시 되돌려 주는 부본은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      각종 마약류, 총포·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 등은 통관이 금지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무관세 반입 허용 품목으로 담배류의 경우 시가(cigar)형 담배는 50g, 일반 담배

(tobacco)는 250g까지, 주류의 경우 와인·위스키류는 2병, 맥주는 12병까지 면

세 통관이 허용된다.

 현지 치안상황 

  브루나이는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여행자들이 특별한 신변 안전조치 

없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으나,  소매치기 및 좀도둑에는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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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Omar Ali Saifu-ddien Mosque)  제28대 술탄(현 국왕의 아버지)의 이름

을 딴 이 사원은 1958년 5백만 달러를 들여 건축된 Golden Dome의 고전적 이슬람사원으로, 브루나이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Brun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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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교통 및 도로 환경

   브루나이 도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전철 및 기차는 없다. 브루나이 국민 

대부분은 자가용을 이용하며, 버스는 주로 제3국 출신 노동자들이 이용한다. 버스

를 타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의 경우 핸들은 오른쪽

이며 좌측 운행. 국제면허증이 인정되고, 장기체류 시 현지 면허증으로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면허증 원본이 필요하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현재까지 관광객 사고는 없었으며, 한차례 단체 관광객의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 현

지 국립병원에 입원된 사례가 있었다. 현지 의료시설로는 국립병원 및 사립병원이 

있으며, 진료비는 비싸지 않으나 의료 기술은 국내에 비해 낙후된 수준이다.

 긴급 여권 발급 

  여권 분실 시에는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진 2매, 신분증 사본이다.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임시체류허

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왕실 박물관 (Royal Regalia)  현 국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 10
월 5일에 지어진 것으로 일종의 왕실 박물관이다. 국왕의 대관식 때 사용했던 

황금마차의 실물과 모조품을 함께 전시하며, 다양하고 화려한 왕족의 각종 장

식품들 그리고 각 나라의 훈장, 각국 정상들이 서명한 서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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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긴급 연락망 
 

 주브루나이대사관

  No. 17, Simpang 462 Kg. Sg. Hanching Baru, Jln Muara, B.S.B Bc 2115

  전화  233-0248~50

 영사 휴대폰 875-4753

 영사 협력원  871-0038, 279-0130

 기타 유의 사항

   브루나이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어 이슬람 규율이 일반 사회의 규범이 된다. 

따라서 브루나이의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   종교나 왕실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공안사범으로 비교적 엄한 처벌을 받음.

●   주류의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라마단 기간중에는 

공공장소에서 일반 음료를 마시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   이슬람 사원에 입장할 때는 존경과 청결의 표시로 신발을 벗어야 함.

●   노출이 심한 옷의 착용은 무례나 불경으로 간주되고, 이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음.

●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대화중 검지 손가락으로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무례

로 간주됨.

제루동파크 (Jerudong park)  제루동파크는 제루동파

크 놀이공원, 로얄브루나이 골프클럽, 폴로클럽 레스토랑, 

제루동 승마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가장 큰 볼거

리는 단연 제루동파크 놀이공원이다. 1994년 국왕의 48
회 생일날 개장한 이 놀이공원은 현 국왕이 국민을 위해 만

든 디즈니랜드 스타일의 놀이공원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

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tip*
긴급상황 연락처 

경찰 : 993

앰뷸런스 :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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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라이언 공원 (Merli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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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이민국에서 왕복 항공권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입국 전 왕복권을 구입 요망하는데, 

한국은 대상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가끔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관광 목

적으로 입국 시에는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는 편이 낫다. 

●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제 3국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의 비자(필요

한 경우)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세관 심사 시 대상자가 채널을 선택하여 세관을 통과하는 레드(빨강) 앤 그린(초록) 

채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즉, 자신이 소지한 모든 물품이 신고대상에 없을 때

에는 그린라인을 이용하여 빠른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신고를 하

면 법에 저촉되어 5,000S$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싱가포르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술이나 담배 또는 ‘SINGAPORE DUTY NOT PAID’라고 표시된 물품 

●   봉투에 ‘E’라고 표시되어 있는 담배 

●   씹는 껌 

●   씹는 담배 껌 또는 모조 담배 껌 

●   총알 모양이나 연발총 모양의 담배 라이터 

●   통제된 약품과 향정신성 물품

●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또는 그 관련 물품

●   폭죽

●   음란물, 간행물, 비디오 테이프・디스크, 소프트웨어 

멀라이언 공원 (Merlion Park)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을 배경으로 하는 기념사진 촬영 장소로 인

기가 좋은 곳, 멀라이언은 Mermaid와 Lion의 합성어로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한 전설 

속의 인어다.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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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저작권이 있는 간행물, DVD, VCD, 레이저 디스크, 레코드 또는 카세트의 복제품

●   치안을 방해하거나 반역 성향의 물품

 ※ 경고: 싱가포르 법에 따라 마약거래는 사형에 처해진다. 

 현지 치안상황 

  싱가포르의 치안 상황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간혹 택시 강도, 납치 살해,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 발생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 및 도로 환경

    싱가포르는 운전대가 우리와 반대인 우측에 있으므로 보행 시 또는 운전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회전 표시가 없어 파란 신호에서 차량이 없는 

경우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한다. 싱가포르 내에

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해 관대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보

행자에게 주어지므로 되도록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버스

  버스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MRT와 비슷하며, 버스는 냉방버

스와 일반버스로 나뉜다.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버스의 요금은 70센트에서 

SGD1.40, 냉방버스는 80센트에서 SGD1.70 정도이다. 버스 탈 때 주의할 점은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다는 것. MRT의 EZ링크카드는 버스에도 사용 가능하며 

나이트 사파리 (Night Safari)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밤

에만 여는 동물원. 1994년도에 오픈하여 지금까지도 싱가

포르의 방문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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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도 할인되고 잔돈도 필요없다. 요금 확인은 transit 웹 사이트나 싱가포르 내 

무료 전화인 1800-767-4333에서 가능하다.

●    택시

  택시는 콜택시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콜택시 이용 시 기본 택시 요금에 3.00S$

이 추가되며 피크타임(09:00~12:00, 16:00~18:00)에는 다시 0.50S$이 가산되

고, 저녁 피크타임(17:00~19:00)에는 2S$ 추가, 24:00~06:00 시간에는 요금의 

5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콜택시로 공항 이용 시에는 일반 택시 요금에 3.5S$ 

추가되며, 공항에서 시내로 나오는 모든 택시는 5S$ 추가 지불됨. 벤츠 콜택시 이

용 시에는 요금 가산. 

●    지하철

  지하철은 노선이 구분되어 있고, 티켓도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다. 구간 1회용 단기 

티켓은 기본 60센트이고, 장기 티켓은 10S$, 20S$ 단위로 판매된다(판매 창구는 

구분이 되어 있음). 장기 티켓은 잔액이 있는 경우 충전하면 잔액에 가산이 되므로 

잔금이 부족하기 전에 충전하여 사용할 것.

●    철도 여행

  말레이시아나 태국을 통해 싱가포르에 입국할 때는 철도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두 

가지 철도 서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오리엔탈 익스프레스(Eastern & Oriental 

Express)와 KTM 철도(KTM train)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다. 운행 시간표 

및 요금도 각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어른 19S$~68S$, 어린이 12S$~38S$)

tip*
관련 회사  

LONDON TAXI :

6381 - 1211
(일반 TAXI의 요금에 

S$1.00가산) 

NTUC COMFORT TAXI:

6552 - 1111 
CITY CAB : 6552 - 2222 
TIBS : 6481 - 1211

동물원 (Singapore Zoo)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원 중 하나로 꼽힌다. 울타리나 철창으로 경계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바위, 웅덩이,나무나 조경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열려있는 동물원’을 컨셉으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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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각종 절도 사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많은 인파로 인하여 또는 사행심이 발동하여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그러나 백화점 내 CCTV 및 사복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어 감시가 철저하므로 절도범으로 체포되거나 오인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

여야 한다. 

●  반입금지품목 위반

  공항에서 담배와 술 등 반입금지물품들을 갖고 별의식 없이 입국하려다 벌금을 물

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

 긴급 여권 발급 

●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우선 가까운 경찰국에 가서 분실신고부터 한 

뒤 분실 리포터와 칼라 사진 2매,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 시에는 S$11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여

권 재발급 후에 경찰 당국에서 발행해 준 분실리포터와 함께 싱가포르 이민국에서 

체류 도장을 받아야 한다.

센토사 섬(Sentosa Island)  싱가포르의 대표적 관광지역. 650m 의 언덕에서 바다를 향해 썰매 (루지)

를 타고 내려오는 센토사 루지&스카이라이드(Sentosa lugo & Skyride)를 비롯, 4D Magix 극장, 이미

지전시관, 멀라이언타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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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롱 새공원 (Jurong Bird Park)  세계 최대의 

새공원. 전 세계 6백여 종 9천여 마리의 새와 2백

여 마리의 펭귄이 모여 있어 가족 관광객들에게 인

기가 많다.

 긴급 연락망

  주싱가포르대사관

  47 Scotts Road, #05-01 Goldbell Tower, Singapore 

 전화      6256-1188

 팩스     6258-3302

 긴급 영사연락망  9785-8279  

 기타 유의 사항

●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기본적인 규정과 법규는 숙지할 것.

●  말할 때 음성을 높이지 말고 차분히 조용히 말할 것.

●   입국 후 이민국에서 여권상에 찍어준 체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둘 것.   

(협정이 되어 있다고만 생각하고 무조건 있다가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가 있음.)

tip*
긴급상황 연락처 

화재 : 995

경찰 : 999

교통경찰 : 6547-000

앰뷸런스(긴급) : 995

앰뷸런스(비긴급) : 1777



100

국가별 유의 사항

인도

아그라의 타지마할 (Taj Mahal)  



아그라의 타지마할 (Taj Mahal)  아그라 신시가지 동쪽으로 넓은 야무나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타지마할

은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인 문화유산.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무덤은 1631년 무굴제국의 왕 샤 자한이 부

인을 위해 짓기 시작하여 22년 만인 1653년에 완공시켰다.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훌륭한 장인

들 2만여 명이 차출되어 왔으며, 건축자재의 운반을 위해 천여 마리의 코끼리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인도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    인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비자가 필요하다.

●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

야 한다. 통상 공항 입국심사 시 여권 뒷면에 고무 스탬프로 표시하여 안내한다. 등

록 장소는 내무부 산하 외국인등록 지역사무소(FRRO : 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인데, 주소는 (델리 지역의 경우) East Block. Level 3 

Sector-I, R. K. Puram, New Delhi, 전화는 (91-11) 2671-1384이다.

●   주로 남아프리카, 남미 지역으로부터 온 여행객의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

서가 필요하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인도 입출국 시 개인당 현금, 은행발행현금증서(Bank Notes), 여행자 수표 등 소

지 외환총액이 5,000$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외환소지신고서

(Currency Declare Form : CDF)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 화폐의 반입 및 반출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휴대품 통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술: 2l 이내, 담배: 200개비 이내

●   향수: 면세한도 금액 8,000루피(177$ 상당) 이내 

●   의약품: 여행자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용(예: 비타민, 칼슘 

등 영양제).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포장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은 의사의 

처방전(영문 작성)을 소지할 것을 권고. 

●   식품: 외국인이 체류 기간 중 먹을 통조림 등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용하

나 생선, 축산품, 야채 등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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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 치안상황 

  인도는 전반적으로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다. 특히 잠무카시미르, 비하르, 차

티스가르 등 테러 발생이 빈번한 지역은 여행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테러 이외의 범죄 발생률은 우리 나라와 비교해서 높지 않아 치안 상태는 양호하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낯선 사람이나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음료수나 차, 과자를 대접

하고자 할 경우 수면제 등 약품을 섞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양하는 것이 안전하

다. 남녀를 불문하고 단독 여행은 매우 위험하며, 여권, 지갑 등 중요 물품은 항상 휴

대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 및 도로 환경

●    버스

  인도는 정부 버스와 개인 버스들의 노선 연결이 잘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거리 버스일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 쉽게 표를 구할 수 있으나 장거리 시

외버스는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약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안내소에 가서 탑승장을 확인한 후 승차하면 된다.

●    택시

  택시 중 Cool Taxi는 일반 택시보다 가격이 25% 정도 비싸기는 하나 에어컨이 설

치되어 있고, 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외국인(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뉴델리의 인도게이트(India Gate)  라지파트(Rajpath,

‘왕의 길’이라는 뜻으로 파리의 샹제리제와 같은 넓은 중

앙도로) 동쪽 끝에 있는 높이 42m의 승리의 아치. 전쟁에

서 목숨을 잃은 9만여 명의 인도 병사들을 위한 위령탑이

다. 라지파트를 사이에 둔 서쪽의 끝에는 영국 건축가 루텐

스 경에 의해 설계되어 1929년에 완공된 대통령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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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릭샤

  시내 교통수단인 릭샤에는 오토릭샤와 사이클릭샤, 릭샤가 있다. 오토릭샤는 스쿠

터를 개조한 삼륜차, 사이클릭샤는 자전거가 끄는 인력거, 릭샤는 말 그대로 인력

거이다. 릭샤를 탈 때는 반드시 타기 전에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나중에 가격을 높

이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할 것.

●    기타

  그 밖에 통가(말이 끄는 마차), 자전거, 템포(삼륜차), 토이트레인(산간지방), 트

램(시내열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여성 성폭력 피해

  여행 중 인적이 드문 곳이나 늦은 시간에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원, 주차시설 등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때에는 혼자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 여럿이 동행하며, 부득이 혼자일 때는 밝

은 곳, 대로 등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 만일 피해 발생 시에는 적

극적으로 대처할 것. 소리를 지르거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확실한 의사표

 시를 해야만 한다. 

  공항에서는 Pre-paid Taxi(운전자 성명 사전 확보 요망)를 이용하고, 시내 이

동 시에는 택시회사에 전화로 요청하여 이용(차량번호 미리 확인 요망)함이 바

람직하다. 차량 운전중에는 항상 차량 문을 모두 잠그고 운행한다.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인도의 역사를 

소개하는 유물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인도 역사

의 기원인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마우리아, 굽타, 

간다라 문명 등 인도의 중세와 현대에 이르는 역사

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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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사건

  가급적 2인 이상 여행하는 편이 좋다. 부득이 1인 여행 시 귀중품은 반드시 몸에 소

지할 것. 2인 여행 시에도 모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동승한 인도인과 

어느 정도 친해지더라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도난을 당하였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

를 중지시키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긴급 여권 발급 

●  여권 분실은 인도 여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 인도 도착 시부터 출발 시

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도난·분

실증명서(Police Report)를 만들어서 주인도한국대사관 또는 주뭄바이총영사관

에서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분실 시를 대비하

여 여권, 사증, 비행기 티켓 등을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여권용 사진 5매 정도

를 여분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올드 델리의 Lal Qila (Red Fort)  무굴제국의 황

제 샤 자한이 아그라에서 델리로 수도를 옮기면서 

새로운 도시 샤자하나바드를 조성하며 쌓은 성으

로, 올드델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붉은 빛의 사

암으로 지어져 ‘붉은 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성

을 둘러싼 총 길이 2.5km의 장대한 성벽과 웅장

한 건물 외관은 올드델리 동쪽 지역을 완전히 위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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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망

  주인도대사관

  No.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ension, New Delhi, 

110021, INDIA

  전화  011-2688-5412, 011-2688-5419, 

  2688-5374~76

 팩스 011-2688-4840 , 영사과 011-2687-8554

 영사 전용 핸드폰  98-111-20369

 근무시간 월~금 09:00~12:30, 14:00~17:00
 공휴일 인도 정부 공휴일 및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주뭄바이총영사관 

  Kanchanjunga Bldg., 9th Floor, 72 Peddar Road, Mumbai, 400026, 

INDIA

  전화   022-2388-6743, 6744, 6745

 팩스 022-2388-6765, 2385-9831

 비상 연락  98-200-48720~21

 근무시간  월~금 09:00~17:30 (점심시간 : 12:30~14:00)

  (비자접수·발급 : 09:30~11:30)

  5월~8월 매주 수요일은 09:00~14:00까지 근무

 유용한 현지어

안녕하세요. 나마스까르(존칭)/나마스떼(일반)

고맙습니다 다냐왓

미안합니다 마프끼지예

O.K 틱헤, Yes 지 항, NO 지 나히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까항 해?

지금 몇 시입니까? 아비, 끼뜨네 버제해?

지금 택시를 탈 수 있나요? 아비, 택시 밀레가?

조심조심 가주세요 아람세 아람세 자이예

얼마입니까? 끼뜨네 까 해?

비쌉니다 메헹가 해

값을 깍아 주세요  깜 깔 디지예

거스름 돈이 틀립니다 예 페사 틱 네히 해

이(저)것은 무엇입니까? 예(워) 꺄해?

아주 좋습니다  보흣 아차해/틱해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훗 순더르 해

아주 맛있었습니다 바후 아차 라가

찬 음료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엑 콜드링 짜이예

방이 있습니까? 까므라 해 꺄

하루 묵는데 얼마입니까?     

엑 라트가 기라야 께트나 해?

제가 많이 아픕니다 뫼 보훗 비말 해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아스파탈 자나 해

전화는 어디 있나요? 폰 까항 해?

경찰관을 불러 주십시오 폴리스맨 불라 디지에

1 엑, 2 도, 3 띤, 4 짜르, 5 빤쭈, 6 체, 7 사뜨

8 아뜨, 9 나우, 10 다스

tip*
긴급상황 연락처 

화재 : 101

경찰 : 100

앰뷸런스 : 102

전화번호 문의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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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부자와 지역의 보로부두르 사원(Candi Borobu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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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인도네시아에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자는 국제공항이나 항구에서 바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도착비자를 사용한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

상이어야 하고, 여권에 사증 부착을 위한 잔여 페이지가 남아있어야 한다. 7일간 체

류 시 미화 10$, 30일 체류 시에는 25$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천재지변, 사고, 질

병 발생 시 이외에 연장은 불가능하다. 도착비자는 관광 목적에 한하므로 입국 목

적이나 체류지 기재 시 유의하여야 한다. 입국 심사 시 왕복(귀국) 항공편을 비자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받는다.

●     도착비자를 받는 절차(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경우)   

공항 도착 → 입국장 도착비자 발급 카운터 → 수수료 납부, 도착비자 사증 여권에 

부착 → 입국 심사

●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공항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메단 폴로니아 공항,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 마나도 

담라투랑이 공항, 빠당 타빙 공항, 수라바야 주안다 공항, 쁘깐바루 술탄샤릴II 공항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      발리 지역 관광 시 유의 사항      

면세품 반입 한도액은 250$, 담배 1보루, 주류 1병이다. 한도액 초과 시 100% 세

금이 부과되고, 담배 1보루 및 주류 1병 이상일 경우 압수조치되므로 규정을 준수

할 것. 또한 일반 카메라, 노트북 등은 문제가 없지만, 고가의 방송장비 등은 미리 

여행사를 통해 반입허가 받도록 한다.

중부자와 지역의 보로부두르 사원(Candi Borobudur)  중부자와의 고도 족자카르타의 서부 42km에 위

치해 있는 9세기의 불교사원이다. 높이 40m, 4층의 거대 건축물이며, 오랜 기간 동안 화산재 아래 묻혀 있

다가 발굴되어 보존 상태가 좋은 불교 조각물이다.

Indonesia



●   바탐 지역(빈탄 섬) 관광 시 유의 사항 

   빈탄 섬이 속해있는 바탐 주가 자유무역지대인 관계로 싱가포르나 제 3국에서 빈

탄으로 입국 후 휴양, 자카르타나 다른 인도네시아 도시로 들어오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휴양 후 출발 전에 빈탄의 공항, 항구세관에 외국인임을 밝히고 구

매 물품에 대한 세관 보고(빈탄에서 구매한 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나갈 것임을 밝

히는 것)를 한 다음 다른 인도네시아 도시로 이동해야 관세 및 제반 세금이 발생하

지 않는다.

 현지 치안상황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소매치기, 절도와 같은 단순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영

세회사가 운영하는 허술한 택시 등에서의 강도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발리 폭탄 테

러 이후 이슬람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이 다수 출

입하는 장소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자체 

경비가 허술한 서양인 출입 장소(쇼핑몰, 디스코텍 등)는 피하도록 한다. 감비르역, 

모나스 광장, 북부자카르타 꼬따 지역은 각별히 주의할 것.

 교통 및 도로 환경

  대중교통

●    택시

  택시 타기는 쉬운 편이고, 요금도 비싸지 않다. 그러나 목적지를 우회하여 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식의 바가지요금이 많아 가급적 신용이 괜찮은 ‘Silver Bird’

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Silver Bird’는 콜택시제(021-798-1234)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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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자와 지역의 보고르 (Bogor)식물원  자카르타에서 고속도로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전원 도시 보

고르에 위치한 110ha 규모의 식물원.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1817년)에 건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열대 

식물 및 세계 각지에서 모아진 15,000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세계 최대의 꽃인 라플레시아를 볼 수 있다.



있으나 택시 요청 시 요청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목적지를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

하여 대답하거나 호텔에 호출을 부탁한다. 기본 요금은 6,000루피아이고(자카르타, 

Silver Bird) 도심 고속도로 이용 시 고속도로 사용료는 탑승자가 부담한다.  

●    기차

  인도네시아 철도는 주도인 자와 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마트라 섬까지는 페리

를 이용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치안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도로 현황

  인도네시아의 고속도로는 자카르타 도심 및 외곽에만 한정되어 건설되어 있다. 구

간별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러 번 지불해야 한다. 자카르타에는 도심 고속도로가 

통과하므로 고속도로 이용 시 비교적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도로의 교통 정체는 심각한 수준. 인도네시아인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며 상당히 난

폭하게 운전하는 편이다. 차량과의 접촉사고 시 거의 모든 경우가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므로 방어운전이 필수다. 지방도로 및 주도로 이외의 도로에는 가로등 설치

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무단 횡단자가 많으니 가급적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현지 국내 항공 및 선박 탑승 시 유의 사항

●    인도네시아 국내항공

  인도네시아 국내선은 국영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 및 라이온에어, 아담에어 

등이 취항하고 있으며 지방공항까지 연결이 잘 되어있는 편이다. 하지만 비행기가 

자주 지연, 연착되므로 사전에 감안하여 여행 스케줄을 여유 있게 잡도록 한다. 비

행 안전을 위하여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109

국가별 유의 사항

인도네시아

발리(Bali) 섬  발리섬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해안

이 있고, 그 중 국제공항이 위치한 주도 덴파사르 

근처의 사누르 해변, 세계 각지에서 온 배낭 여행

객들과 만날 수 있는 꾸따 해변, 이름난 호텔 및 리

조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깨끗하고 넓은 누사 두아 

해변 등이 특히 유명하다.



쁘람바난 사원(Prambanan)  자카르타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힌두교 사원이다. 10세기 초에 두의 신 시바를 섬

기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단일 건축물인 

보로부두르 사원과 달리 시바신전을 중심으로 여

러 개의 탑형 사원들로 이루어져있다.

●    인도네시아 선박

  자카르타로부터 각 섬으로의 여객선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나 승객의 안전은 보

장하기 힘들다.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사용 시에는 VIP석을 

이용하도록 한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절도, 강도 사건

  자카르타 시내에서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현지인 괴한 4명에게 납치, 

감금된 후 현금 등 소지품을 빼앗기고, 강제 현금인출마저 당한 사례가 있다. 심야

에 택시를 이용한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는 가급적 콜택시(Silver 

Bird : 021-798-1234)를 이용하고 탑승 후 문이 잠겼는지 확인할 것.   

또한 공항에서 일부 현지인들이 피켓에 적힌 이름을 보고 피켓을 든 안내인의 반대 

편에서 방문객의 이름을 불러 “대신 영접 나왔다”며 방문객을 안내, 차량에 태운 후 

강도로 돌변, 물품을 강탈한 사례도 있었다. 공항에서 영접을 받을 때는 방문객이 

안내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차종 등을 미리 인지하여 안내자를 정확히 확인한 

후 안내에 따르도록 조치해야 한다.

●  납치, 테러 위험

  2007년 7월 아프칸에서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납, 살해되는 사

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모방, 유사범죄가 발생 가능하므로 

심야 시간의 외출이나 오지로의 단독여행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 2007년 1월 이후, 

북부 술라웨시 주 뽀소 지역에서 기독교 세력과 무슬림 세력 간의 반목으로 지역 주

민과 경찰 간의 대치,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니 이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할 것.

110

국가별 유의 사항

인도네시아



 

 긴급 여권 발급 

●  여권분실 시 신고 절차

  분실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110) → 신고필증 교부받음 → 대사관 영사과나 당직

으로 연락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 지참하여 영사과 방문

●  여권분실 주요 사례

  • 차량 고장으로 정차 후 수리 도중 여권이 든 가방 분실 

 • 수영장 탈의실에 보관해 놓았던 여권이 든 가방 분실 

 • 쇼핑몰에 주차하였으나 유리창 훼손 후 여권이 든 가방 절도 당함

 •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아웃 후 여권이 든 가방 놓고 나옴

 • 자카르타공항 도착 후 여권이 든 가방 소매치기 당함

 • 쇼핑몰에서 쇼핑 도중 여권이 든 가방 소매치기 당함

 • 택시 하차 시 여권이 든 가방 놓고 내림

●  여권 보관 시 유의사항

   여권은 분실 시 대사관 영사과로 연락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 출입국 시 문제

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여권 및 도착비자 스티커를 받은 페이지를 복사하여 원본과 

다른 장소에 각각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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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자카르타 내의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

며, 응급 시에는 여권을 지참

하고 현지의 종합병원 응급실

로 간다.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

(자카르타)

교화병원 

021-572-4330
뉴월드 메디칼 클리닉 

021-7279-3809
서울 메디칼 센터 

021-572-4330
아름다운 병원 

021-572-4330

응급실 전화번호(자카르타)

루마사낏 M.M.C
021-572-4330
루마사낏 Medistra 

021-521-0200
루마사낏  Pondok Indah 

021-765-7525
루마사낏 Pertamina 

021-720-0290

자카르타의 따만미니(Taman Mini Indonesia Indah) 공원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작은 공원’이라는 

뜻의 인도네시아 민속촌. 100ha가 넘는 공간에 인도네시아 27개주 각 지방의 문화 및 주거, 의상을 전체

적으로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긴급 연락망 
 

 주인도네시아대사관

  J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Indonesia 12950

  전화  021-520-1915

 팩스 021-525-4159

 이메일  koremb_in@motaf.go.kr

 근무시간 월~금 08:30~16:30

 
영사 연락망

  영사과 021-520-8950

  당직 핸드폰   0811-852-446

 영사 직통  0815-1347-1224(사건사고) 

  0815-1347-1224(여권분실)

 영사협력원  수라바야 한인회 임택선 (0811-358-2233)

   발리 김효찬 (0813-3822-6874)

 기타 유의 사항

●  여행 경보 지역

  2006년 말 빨루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해 보복테러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노상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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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연락처 

시내전화 안내 : 108

시외전화 안내 : 106

국제전화 안내 : 102

경 찰 : 110

화재 : 113 

앰뷸런스 : 118, 119 

국제전화 : 001 

또바호수(Danau Toba)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담수 호수로 크기 1,707km2 의 세계 최대의 칼데라 호수 

이다. 호수의 북쪽 해안가인 쁘라빳에 많은 호텔과 배, 수상스키,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호수 근 

처까지의 교통편이 불편하기는 하나, 쁘라빳에서 정기 여객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모시르섬도 바딱족 

문화를 볼 수 있는 장소이다.



	 •	인도네시아	내	여행	유의	지역	;	아체,	말루꾸,	중부술라웨시,	발리를	제외한	전	지역.

	 •	인도네시아	내	여행	자제	지역;	여행	경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카르타	및	발리	지역을	제외한	기타	인도네시아의	관광지는	아직까지	도로시설	

및	표지판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관광하고자	하

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쓰나미	이후로	대형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		 꼭	알아두어야	할	현지	관습

	 •		인도네시아는	70%	이상의	국민이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국가이므로	불

필요하게	이슬람의	관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덥다

고	하여	노출이	심한	복장(반바지,	짧은	바지	등)을	착용하는	것은	삼가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입거나	꾸미는	것도	부의	과시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삼

가는	것이	좋다.	

	 •		부자의	빈자에	대한	희사가	사회적인	분위기이므로,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잔돈(100~200루피아)	정도는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이슬람	사원	건립을	

위해	길거리에서	모금하는	사람을	만나면	1000~2000루피아	정도	헌금하는	것

도	좋다.	

	 •		이슬람	금식	기간인	르바란	기간	중	여행을	하게	되었다면,	담배를	피지도,	권하

지도	않는	것이	좋다.	

	 •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과음은	하지	않도록	하며,	개나	돼지	모양의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왼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큰	실례가	된다.	

	 •	손가락으로	오라고	하거나,	머리를	건드리는	행위를	삼간다.	

	 •정치,	종교,	종족	등에	대한	언급과	비판을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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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tip*

약국	

감기나 두통약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자카르타 내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의 전화번호	

•	Apotik Ciputat	(Jl. Ciputat Raya Jakarta Selatan/021-7470-2846)	
•	Apotik Duta Indah	(Taman DutaIPlaza, Pd Indah/021-769-2006)	
•	Apotik Jaya	(Jl. Panglima Polim 9 No. 22/021-720-1122)
※ 뎅기열 

2007년 초부터 뎅기열이 급속히 확산되어 서부자와 주에서만 금년 들어 

850명이 감염, 23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모기가 많은 호수나 웅덩이, 

수풀이나 초목지역을 회피하는 예방적 주의를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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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씨엠립의 앙코르와트(Angkor Wat)



씨엠립의 앙코르와트(Angkor Wat)  310km2의 넓은 평원에 7백여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단

일 유적지인 앙코르 유적군은 크메르 민족의 자긍심이자 민족의 상징. 그 중 가장 대표적 유적인 앙코르와

트는 ‘거대한 사원’이라는 뜻으로, 장엄한 규모와 균형, 조화 그리고섬세함에 있어서 최고로 꼽힌다. 앙코

르와트의 구조는 힌두교의 우주관에 입각한 우주의 모형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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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     입국 시 출입국 카드,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심사대에서 스탬

프를 받은 후 가방을 찾아 검사대를 통과, 입국하게 된다.

●     입국 시 공항에서 유효기간 30일의 여행자 및 비즈니스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여

행자의 경우 미화 20$, 비즈니스는 2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비즈니스비자는 한 달이 경과한 후 계속 연장이 가능하나, 여행자비자는 취득 후 3
개월까지만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자는 비즈니스비자를 받아야 한다.

●     출국 시 국제선은 미화 25$이, 국내선은 6$의 공항세를 지불해야 한다.

 현지 치안상황 

  캄보디아의 치안 상황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도둑, 강도 사건 등이 계

속 발생하고 있어 신변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야간 외출을 삼가고, 고액권 화폐를 과시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     경찰복이나 헌병 복장을 한 무장강도에게 폭행 및 강도를 당한 외국인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AIDS 보균자가 증가 추세이며, 약물, 매춘 등 각종 범죄 발생의 근원지인 유흥업소 

출입을 삼간다. 

●     여권을 분실할 경우, 캄보디아 관련 기관의 출국 허가를 받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

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여권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오지로의 여행은 위험하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도 야간에는 통행을 삼간다.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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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교통 및 도로 환경

  교통 수단

    프놈펜 시내에는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이 없으며, 모또톱(오토바이 택시) 또는 씨

클로(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달구지)를 이용한다. 그러나 관광객이 이를 이용 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승용차의 1일(8시간) 렌트 비용은 운전

사 포함해서 25 ~ 30$ 정도이다

  도로 환경

    현지의 도로 환경은 지방의 경우 대부분 비포장 도로이며, 프놈펜 시내의 포장도로

의 경우에도 상태가 열악한 편임. 4륜 구동 자동차 또는 차체가 높은 차들이 운행에 

적합하다. 이곳의 차량 핸들은 법률상 왼쪽 부착이나 오른쪽 핸들 차량도 상당수 

운행되고 있다. 현지인들은 교통법규나 교통질서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며, 차선 구

분이 없는 협소한 도로에 자동차, 오토바이, 씨클로가 함께 운행되고 있어 항상 사

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강도 사건

  모또톱 운전사, 경찰, 군인 등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총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강도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이 총기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치안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관계로 피해자가 저항할 땐 주저없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대한 침착하게 요구에 응하는 한편, 가능한 빨리 현지 

경찰 및 대사관 긴급전화로 연락해야 한다.

바이욘 사원(The Bayon)  앙코르와트와 더불어앙코르 

지역의 백미로 꼽힌다. 이 사원은 앙코르와트보다 약100
년 후인 12세기말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만들어졌다. 54
개의 탑에 아바로키테스바라 신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데 자야바르만 7세자신의 얼굴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입술 양쪽이약간 올라가면서 짓는 그 미소는 빛과 각도에 

따라 200여 가지 모습을 지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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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처리되는 예가 많

음을 명심할 것. 캄보디아인과 잘잘못을 따지다가 구경하러 모인 군중으로부터 집

단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대자는 임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에는 말다툼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현지 경찰관에 신

고하는 것이 좋다.

●  도난, 절도

  시내 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날치기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모또톱에 

승차 또는 하차하는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하는 사례 및 모또톱에 탑승하고 

있는 때에도 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나는 수법이 있다. 

   모또톱(오토바이택시), 툭툭이 등에 승차, 하차하는 순간을 노리는 자들이 

많으므로 특히 조심할 것. 날치기, 도난 등을 당했을 경우, 우선 현지 경찰에 신

고하고 대사관에도 알릴 것. 때때로 단순 절도범이 강도로 변할 소지도 있다.

●  폭행 사고

  캄보디아인들은 화가 날 때에도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며, 모욕을 참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으로 여기는 문화이므

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항공기 출발지연 등 사고

  저가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안전점검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항공기 출발 지

연 및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왓 프놈(Wat Phnom)  실버사원이 호화로운 왕궁의 사원이라면 왓 프놈은 서민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사

원. 사원 주변은 도심공원 같은 분위기로 시민들이 코끼리를 타거나 새를 방생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더위

를 식힌다. 왓 프놈은 ‘언덕 위의 사원’이라는 뜻으로 프놈펜의 유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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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여권 발급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여권발급 위임 공관이 아닌 관계로 여권 분실 등 긴급 상황 발

생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여행증명서 구비 서류      

• 주재국 경찰 발행 분실확인신고서     

• 분실 여권 사본(여권 사본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여권분실확인신고서(대사관 비치)     

• 여권발급신청서(여행증명서용)     

• 사진 2매        

• 수수료 5$        

※ 여행증명서와 대사관 발행 공한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출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

록 안내 조치(2주 정도 소요)

따쁘롬 사원(Ta Prohm)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

니에게 봉헌하기 위해 지은 불교사원. 가로 

600m, 세로1,000m로 앙코르사원 중 가장 큰 규

모 중 하나.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상태로, 무화과, 

보리수 등의 거대한 나무들이 벽과 지붕에 뿌리를 

내리고 담을 넘어 문을 감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예술의 극치와도 같다. 

영화 <툼레이더>의 배경으로도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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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망

 주캄보디아 대사관

● �프놈펜

  No. 50-52 St. No. 214, Phnom Penh, Cambodia

  전화  023-211-900~3

 팩스 023-219-200

 근무시간 월~금  08:00~17:00 (점심시간 12:00~13:30)

 비상연락 박형아 영사 012-216-112

●  시엠립

  김장수 영사협력원 012-306-256

 기타 유의 사항

●   평상시 현지인들이 영어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염두에 둘 것.

●   큰소리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물건을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 발

로 차는 시늉 등 현지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 

●   야간에 바깥으로 나가거나 혼자서 도보로 여행하는 것은 강도의 주목을 받게 되므

로 삼가야 한다.

●   AIDS 및 HIV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어린이 성매매는 중범죄로 분

류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놈펜의 왕궁과 실버파고다(Silver Pagoda)  1866년에 노로돔 국왕에 의해서 건축된 왕궁. 즉위전의 높이 

59m짜리 황금탑, 프랑스 시절 나폴레옹 3세의 왕비가 배로 운반해 온 재료들로 만든 나폴레옹관 등이 볼거리. 

나폴레옹관과 나란히 붙은 벽을 지나면 파고다 사원이 나오는데, 사원 본전의 실내 바닥이 (한 개당 1.125kg) 

은으로 만든 블록 5,329개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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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북부 지역의 치앙마이(Chiang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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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태국은 우리 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90일 이내

로 체류할 경우에는 입국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왕복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또한 여권 사진 부착

면이 훼손되어 있으면 안된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      술은 1리터, 담배는 200개피, 엽연초의 경우는 250g까지 통관 가능.

●   면세 한도 금액은 1인당 태국화 10,000baht이며, 별도의 품목별 수량 기준은 정

해져 있지 않다.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거

나 금지품목 등이 아닌 경우, 태국화 80,000baht까지 현장에서 과세통관 가능. 자

동차, 오토바이 및 관련 부품은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외화 휴대 반출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외화 반출입이 자유로

운 편. 다만, 태국 baht화에 한해 50,000baht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은행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

시아로 여행하는 경우는 500,000baht까지 휴대 반출 가능). 

●   성분 미확인 의약품,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물품, 마약류 등은 규제대상. Drug Act에 의해 보건부 및 식약청에서 제조, 판

매, 수출입 등 제반 절차 관리.

●   식품은 휴대품 통관의 경우 자가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통관제한품목

으로는 유아 및 소아용 변형식품, 유아 및 영아용 보조식품, Cultured Milk, 

Pasteurized Milk, 광우병 발병지역 우육, 우유, 우유제품 등(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태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북부 지역의 치앙마이(Chiang Mai)  북부는 대부분이 산림 지역으로 산악 지역 안에 약 70만 명의 소수민

족(고산족)이 살고 있다. 치앙마이는 1296년 멩라이 왕이 건설한 고대 란나 타이 왕국의 수도로 태국 제2
의 도시이다.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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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마약, 폭발물 등

●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불상, 종교용품, 골동품, 야생동물, 가축, 새, 원숭이, 고양이, 

무기, 식물류 등 

●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무기 및 실탄류, 식물, 육상동물, 수

중동물, 어류 등 

●   태국에서 180일 이내 거주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태국 내 지정면세점 물품 구입가

의 7%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항공기 승무원은 제외하며,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야 한다. 환급을 위해서는 공항 체크인 전 세관 확인을 위해 여권, 부가

세환급신청서, 영수증 원본, 당해 물품을 제시하고, 부가세환급센터에 들러 환급

받는다.

●   태국 입국 시 여행자는 여행자신고서(Form No. 211)를 사전에 작성, 세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과세 / 금지 / 제한물품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Nothing to 

Declare’란에 ∨표시, 세관에 제출 후 Green 채널을 통해 통과하며, 과세 / 금지 / 

제한물품을 소지하거나 면세 여부가 확실치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Goods to 

Declare’란에 표시하고 Red 채널로 이동하여 세관원의 안내를 받는다. 만약 과세, 

금지, 제한물품을 휴대하고 있으면서도 그린채널을 통과하다가 적발되면 당해 물

품 가액의 4배 이내의 벌금과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은 압수된다.

 현지 치안 상황 

  태국은 현재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바, 여행 신변안전

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클라 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은 여행경보 3단

계인 ‘여행제한‘ 지역으로서 여행을 삼가야 한다.

중부 지역의 파타야(Pattaya)  방콕에서 동남쪽

으로 약 147km에 위치한 태국 최고의 휴양지. 베

트남 전쟁 때 미군 휴양소로 개발된 곳으로 다양한 

호텔, 식당,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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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도로 환경

  도로사정

  전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방콕의 경우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표지 판별

이 어려워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대중교통

●    버스

  노선별로 버스가 있으나 외국인은 언어 문제로 인해 이용이 불편한 실정. 교통비가 

비교적 저렴하므로 가급적 택시, 지하철 및 지상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하철

  방콕 중심부를 경유하는 1개 노선이 있으며 영어 안내 방 을 한다.

●    지상철

  방콕 중심부를 경유하는 2개 노선이 있으며 영어 방 을 하고 있어 지하철과 함께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    택시

  공항, 기차역, 관광지 등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2007년 8월 현재 기본요금은 

35바트(약 1,200원)이다. 계량기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불하더라도 우수리는 팁으

로 주는 것이 좋다. 

●    항공편

  방콕과 푸켓, 치앙마이 등 주요 도시 간을 정기 운항한다.  

방콕의 왕궁(Grand Palace)  라마 5세 왕이 짜끄

리(Chakri) 왕조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국의 

전통 양식과 유럽 양식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에메랄드 사원이나 왕궁에 들어갈 때는 반바지나 

슬리퍼 차림으로는 입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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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태국의 정치 상황에 따른 사고 위험

  방콕의 경우 2006년 9월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한 후 중심 지역에서 종종 시위

가 발생하고 있는 등 현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청사, 육군본부 및 법

원 등 방콕 시내 주요 시위 발생 우려 지역은 물론, 여타 대중 집회 가능 지역에는 근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각종 절도 사건

  방콕을 비롯한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 오토바이 날치기 등

이 빈번히 발생하는 바, 소지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낯선 사람(특히 젊은 

여성)이 접근하여 유흥업소 등으로 유인한 뒤 음료 및 주류에 수면제 같은 약품을 

첨가, 의식을 잃게 하여 소지품을 탈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각종 안전사고

  주요 관광지인 푸켓, 파타야, 칸차나부리 지역에서 수상 레저스포츠(바나나보트, 

패러세일링, 스노클링 등)나 뗏목타기를 즐기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경우, 현지인들의 안전의식 및 안전조

치가 미흡한 만큼 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의식을 갖고 사전에 믿을 수 있

는 레저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  보석 사기 사건

  개별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광 명소 근처에서 활동하는 태국인 장

  사꾼들에 의해 시가보다 10배 이상 비싸고 질도 떨어지는 보석을 구입하는 보석 사

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남부 지역의 푸켓(Phuket)  인도양에 있는 섬으로 방콕에

서 약 862km 떨어져 있다. 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세계적인 주석 산지이다. 섬이지만 현재는 다리가 놓여있

어 내륙과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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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벌어지는�보석�사기�사건의�과정�     

우리 여행객이 방콕 소재 관광명소를 개별적으로 방문할 경우 태국인이 접근, 관광

지 소개와 함께 보석상점을 가보도록 유혹하면서 택시 또는 툭툭이를 교통 수단으

로 제공한다.  이어 보석상점 판매원은 보석이 현지 시가보다 현저히 싸고, 태국 정

부로부터 특혜를 받았으며,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많은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유혹한다. 특히 서양인 1명이 자신도 보석을 구입한 후 귀국하여 재판매, 태국 여행 

경비를 충당했다고 부추긴다. 보석을 구매하면 보석은 우편으로 부하겠다고 하

고, 교통수단 및 관광안내원을 제공하여 1-2시간의 관광 안내를 한다. 나중에 사기 

당한 것을 알고 반환하려고 해도 보석상점 자체가 없어져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반

환 받는 경우에도 70-80%만 가능하며, 반환 기간도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사건사고를 접하면 먼저 현지 경찰에 신고한다. 일반범죄 신고는 191, 관광경찰

서는 1155이다. 

 긴급 여권 발급 

●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신청 시 약 한 달이 소요되므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해야 한다.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분실지역 관할 경찰

서 혹은 관광경찰서에서 발급한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용 사진 2매, 귀국 항공권, 

수수료(약 7$에 해당하는 현지화),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재발급사유서(공관에  

비치), 분실여권사본 혹은 신분증(없어도 무방하나, 지참하면 조속발급 가능) 

을 구비하여야 한다.

●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태국이민국을 방문하여 대사관에서 수령한 여행증명서에 

입국기록조회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여권분실신고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분실한 여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tip*
한국대사관 및 

태국이민국 안내

대사관 영사과

전화 : 02-247-7540
(구내 329, 318)
근무시간 : 

월~금 08:30~16:00 
(점심시간 11:30~13:30)

태국 이민국

전화 : 02-287-3101~10 
근무시간 : 월~금 

08:30~16:30

팜 쩌라케(Farm Jo-Rakae)  방콕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세계 최대의 악어 농장. 약 2만 마리

의 악어가 사육되고 있으며, 하루에 약 7-9회에 걸쳐 악어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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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망 

 주태국대사관

  전화  02-247-7537~9

 당직전화(일과 후) 081-914-5803

 영사과 전화  02-247-7540~1

 담당영사별 전화번호 사건사고 담당:  이준형 영사 081-825-9874,   

이문국 영사 089-892-6121

  여권 담당:  홍배관 영사 081-810-1627

 푸켓지역 영사협력원 김태원 협력원 081-895-5228

 기타 유의 사항

●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 후 수령 시까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등 불편

함이 따를 때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태국인은 대부분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깍듯한 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돌발적

으로 변하므로 예의를 지키도록 유의해야 한다.

●   각계 각층의 왕실에 대한 존경심은 절대적이며 외국인은 적절한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호텔 등에 걸려 있는 국왕 및 여왕의 사진을 손가락질해서는 안되며, 극장에

서 영화 상영 전 국왕찬가가 나올 경우 태국인과 같이 기립하여야 한다.

쾌강의 다리(싸판 메남쾌, Saphan Maenamkwae)  외국인에게는 ‘콰이강의 다리’로 알려져 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미얀마 침략을 위한 철도 건설의 일환으로 연합군 포로들을 동원하여 건설한 것이다. 

현재의 다리는 폭격에 의해 부서진 것을 나중에 복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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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및 승려에 대한 존경 표시

●   태국인은 오랜 독립국가 유지로 자존심이 높고 독실한 불교도이다. 자존심을 손상

시키는 언동은 삼가야 한다.

●     거리에서 주황색의 승복을 입은 승려에게는 존경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무렇게나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   여성은 승려를 대할 때 몸이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노상에서 마주칠 

때는 길을 피해야 한다(직접 물건을 건네주어서는 안되며, 옆의 남자를 통해서만 

건넬 수 있음).

●   사원의 본당을 오를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샌들류는 피해야 한다. 사찰 방문 

시 불상에 손을 대어서는 안되며, 여성의 경우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긴치마를 착

용해야 한다.

  태국식 인사 방법

●   태국식 인사는 동성 또는 이성 간에도 상호 합장(불교식)을 하고 절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류층은 외국인과 접촉 시 서양식 악수를 하는 데 익숙해 있다.

   태국인의 관습

●  머리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므로 어린이의 머리를 함부로 쓰다듬는 것은 

금물. 반대로 발은 신체 중 가장 비천한 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발로 차거나 남에

게 발바닥을 보이는 행위는 심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생각하므로 물건을 잡을 때는 꼭 오른손으로 잡을 것. 

●  환담 시 1인용 소파가 아닌 3인용(장의자) 소파가 상석이며 통상 장의자에 나란히 

앉아 환담한다.

tip*
긴급상황 연락처 

방콕 기동경찰

(사건사고 신고센터) : 191
테러관련 신고 : 1195
교통사고 신고 : 1669
자연재해(지진, 해일, 폭풍 등) 

신고 : 1860
화재 : 199
※ 타지역에서 191을 누르면 

그 지역 경찰로 연결됨 

고속도로경찰 :  1193
(고속도로, 국도상에서 사건,

사고 발생 시) 

관광경찰 : 1155 

긴급의료지원 : 

02-207-6000(경찰병원) 

※ 구급차도 지원 가능 

앰뷸런스 : 

02-354-8222(경찰병원)

북부 지역의 치앙마이(Chiang Mai)  북부는 대부

분이 산림 지역으로 산악 지역 안에 약 70만 명의 

소수민족(고산족)이 살고 있다. 치앙마이는 1296
년 멩라이 왕이 건설한 고대 란나 타이 왕국의 수

도로 태국 제2의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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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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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 심사

 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최근 필리핀 방문을 위해 마닐라국제공항(NAIA)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한국인 중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입국 거부 사유로는 입국심사관에 대한 

무례한 행동, 체류 목적 불분명, 문신, 입국규제자 명단 등재 등이다. 특히 장시간 

비행기 탑승, 입국심사 지연 등에 따른 피로 및 영어 미숙으로 한국 여행객들이 필

리핀 입국심사관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거나 여권을 던지듯이 제시하는 행

위, 필리핀 내국인용 심사대를 통해 입국심사를 신속하게 받으려는 행위, 입국심사

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 입국거부 사유로 적용되고 있다. 필리

핀의 경우 공항의 이민청에서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공항에서는 그 결정을 번

복할 수 없고, 마닐라 본청의 이민청장만이 입국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도착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다음날 주간까지 공항 내 보호시설에 대기하였다가 

입국이 허용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항목들을 숙지하여 즐거운 여행길의 초입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   폭탄 관련 협박이나 농담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페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입국거부 조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간혹 이민청 직원과 대

화중 일종의 친근감 표시로 등을 토닥거린다든지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

도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폭행으로 내몰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접촉

은 자제해야 한다.

보라카이 전세계의 모든 태양 및 해변 숭배자들을 위한 천국. 1,000여 헥타르에 이르는 보라카이의 자랑

은 수정같이 깨끗한 물, 눈처럼 하얀 모래, 풍부한 야자수와 꽃식물, 여러 종류의 건강한 해양생물 등으로, 

열대 천국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컬어진다.

Phil 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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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심사 시에는 자신의 여행 목적을 정확히 소명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6개월 이

상 비자 없이 입국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출국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재차 입

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거 체류 행적에 대한 불법성을 의심받게 된다. 명확히 소

명이 안 될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미

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고, 명확한 소명이 어려울 경우 여행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 

●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출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인

적사항 면 등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여권을 갱신한 후 출국해야 한다.

●            공항 입국 심사 시에 본인의 이름이 입국제재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과 동

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본인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지 여부는 대리

인이나 지인을 통해 이민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수수료 500페소). 필요한 경

우에는 이민청으로부터 동명이인증명서(Securing Not the Same Pers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만 15세 이하 미성년자의 입국 시 주의사항

  필리핀 이민법에 따르면 만15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다(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아와 다른 ‘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여권에 <W/O 아버지 ‘성’>이라고 되어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소아동반위임장(위탁서)을 소지하고 소아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입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소아동반위임장과 인솔자의 여권사본 및 소아의 여

권사본, 약 3500페소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입국 시 납부한 수수료의 영수증

은 잘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에도 제시해야 한다.).

말라카냥 궁(Malacanang Palace)  필리핀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건축물. 1863년 이래 필리핀 통치자의 

공관이 되어왔다. 필리핀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공식 방문자, 국빈을 접견하는 곳이다. 궁

의 일부는 필리핀 대통령 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

check*
이민청 전산기록과

주소: Bureau of Immigra-
tion and Deportation,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1002 

구비서류: 동명이인증명서 

신청서, 사진 1(2cmx2cm), 

여권 사본(사진면), 수수료 

50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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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심사 시 주의사항  

    필리핀 정부는 자국 통화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페소화를 1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하거나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금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만 페소 이상의 필리핀 페소화를 필리핀중앙은행의 사

전 허가 없이 휴대 반입·반출하거나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금행위를 할 경우 압

류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입반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도 결과는 동일하

다(필리핀 중앙은행 규정98호). 실제로 최근 한국인이 국내에서 고액의 필리핀 페

소화를 환전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했지만 세관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압

류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외국통화는 미화 1만불 이상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지 치안상황 

 ●   필리핀은 빈부차가 심하고 실업률이 높은 편으로, 마닐라 등 대도시에서는 현금 등 

소지품을 강탈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쉽게 불법총기를 구할 수 있는 관

계로 총기가 강력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소액을 노리는 강도사건에서도 치

명적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필리핀은 공산반군(NPA)이나 이슬람해방전선 등의 무장 게릴라단체가 활동하고 

있어 민다나오 등 일부 지역은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필리핀 

전역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버스테러와 납치 등 강력사건이 계

속 발생하는 민다나오 섬, 이남의 바실란 섬, 그리고 남부 팔라완 지역으로의 불필

요한 여행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팔라완의 엘니도(El Nido) 해양보존구역  열대우

림, 백사장, 산호초, 석회암 절벽 등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자랑하는 곳으로, 현재 필리핀 최고의 관

광지로 꼽히고 있다.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엘니

도는 다양한 야생동물의 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쥐

가오리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어류

들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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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외국인의 경우 금전을 노리는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행

객들은 스스로의 신변안전과 범죄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범죄 예방을 위

해 현지인들이 많이 모이는 혼잡지역(시장, 버스정류장, 유흥가)에의 출입은 자제

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시 소지품 간수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교통 및 도로 환경

   ●  필리핀은 한국과 같이 우측통행을 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차선이 명확하지 않고 운

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차선을 지키지 않는 편이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한 지프

니와 버스들의 갑작스런 정지 및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경

우가 많다.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이 많다.

 ●  필리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 도착일로부터 2개월까지이다. 또한 국

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주필리핀한국대사관)을 받

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을 필리핀운

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여권 및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

고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육상교통국(LTO)에 제출한 후 제반 절차

를 거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 여행객의 경우 안전을 위해 택시 이용을 권장한다. 택시의 경우 급한 경

우가 아니라면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택시나 호텔을 통해 부른 택시를 이용하는 것

이 안전하다.

산티아고 요새  산티아고 요새는 인트라무로스에서 가장 오래된 요새로서 인트라무로스의 북서쪽 관문이

다. 1571년 착공하여 필리핀 국민의 강제노역에 의해 150년 만에 완공되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진주하

기 전 필리핀 최후의 통치자였던 라자 술라이만의 나무로 지어진 성이 잿더미로 변하고 그 위에 스페인의 

요새가 건설되어 주요 방어진 역할을 했다. 바다를 굽어보고 있어서 침략자들을 향해 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곳은 또한 ‘자유의 성전’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과 일본군 점령시절 많은 필리핀의 독립 영

웅들이 투옥되거나 살해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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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경전철(MRT & LRT)      

노약자와 여성들을 위한 전철칸이 따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간별 요금이 다르나 기

본요금이 10~15페소 정도 한다. 100페소 정액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택시      

  일반택시와 프리미엄택시가 있다.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30페소이고, 합승은 극

히 드물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미터기 작동을 확인한 후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프리미엄택시는 호텔 및 쇼핑몰 등에서 주로 운영되는 택시로, 미터기 요금 이외에 

30페소가 추가된다.

●    버스        

일반버스와 에어컨버스가 있다. 일반버스는 냉방이 안되며 비교적 상태가 좋지 못

하다. 기본요금은 8페소이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에어컨버스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며 냉방이 잘 된다. 기본요금은 10페소이며 역시 거리에 따라 요금

이 달라진다.

●    트라이씨클        

모터싸이클을 개조해서 승객 5명을 태울 수 있게 만든 대중교통수단으로 보통 짧

은 노선을 운행한다. 승객 수와 거리, 운행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보통 5명이 

함께 탈 경우 각각 5페소씩 지불한다.

●    지프니

  필리핀 서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군용지프 모양을 한 승합차이다. 통상 

15-20명 이상 승차하며 기본요금은 7페소. 지프니 승객을 대상으로 한 강도 등 강

력사건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8.2km의 지하강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지하 깊은 곳의 험한 석회암 동굴과 대리석 절벽 사이를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르며, 때로 호수를 이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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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  쇼핑몰, 관공서 등 다중 혼잡지역에서의 도난사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나는 만큼 여행객은 여권 및 귀중품

이 담긴 가방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쇼핑몰 계산대에서 물건 및 가방을 내려놓고 계산하는 틈에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

  •  이민청 등 관공서에서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 가방이 사라지는 경우

 •  커피숍 밖에서 소란을 피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 사이 가방을 들고 가는 경우

 •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고의적으로 함께 넘어지거나 해서 신경을 분산시

킨 틈을 타 뒤에서 가방의 지갑을 훔쳐가는 경우 등

●  여행가이드 사칭 절도

  마닐라공항 등에서 한국인이 여행사의 가이드를 사칭하여 관광객에게 접근, 귀중

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특히 필리핀에 입국중인 신혼여행객

에게 여행사 가이드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한 다음, 호텔 및 마사지샵 등에서 짐을 

보관해야 한다고 건네 받아 달아나는 수법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행 패키지 상

품을 이용할 때, 담당 가이드의 성명과 연락처는 알고 출발하는 것이 예방책이다.

●  오토바이 강도

  마닐라 등 대도시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크고 작은 노상 강도사건이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 심야에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산 뒤 귀가하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

고 접근한 2명의 괴한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 총격을 받아 중태

에 빠졌는가 하면, 대낮에 시내의 한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30대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갑자기 나타난 2명의 괴한으로부

터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 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심

야에 인적이 드문 거리를 다니거나 고액의 현금 또는 귀중품을 노출시키는 행위 등

마닐라의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마닐라 역

사의 중심에 서있는 성벽도시 인트라무로스. 스페

인 식민지 시절인 1571년에 건설된 이곳은 유럽

풍의 건물과 교회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도시이기도 하다. 마

닐라 대성당, 산티아고 요새, 성 어거스틴 교회 등

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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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토바이 강도의 경우 흔히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빼앗긴 가방이나 물건

을 찾기 위하여 저항을 하면 총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 사고를 당할 경우 일단 몸을 피

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길거리 등 공공장소 내 음주 단속

  메트로 마닐라 시내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병을 노출하는 행

위는 마닐라 시의 조례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마닐라만 해변 산책

로(Baywalk) 상에서 음주를 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경찰의 단속을 받고 유치되

어 있다가 벌금을 물고 풀려난 사례가 있다. 

●  은행 등에서 현금인출 시 주의

  시중의 대다수 현금인출기(ATM)에는 감시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불법현금인출 피해를 입어도 신원 확인이 어려워 범인을 잡

기 힘들다. 환전은 반드시 은행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한다. 시중의 환전소(money 

changer)의 경우 고객이 환전을 위해 내준 외환액과 실제 바꾸어준 현지화 금액

상의 차이를 놓고 업소와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기타

  마닐라 시의 인트라무로스 등에서 관광객용 마차를 타는 경우, 사전에 정확히 1인

당 요금을 정하고 타지 않으면 나중에 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을 내게 되거나 마부와 

시비가 발생하는 수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마닐라 시내의 거리를 걷다가 

사격장에서 실탄사격을 해보라는 호객행위를 접하는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사전에 

정확한 요금을 정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응할 경우, 겨우 몇 분의 연발사격에 수

백 달러를 청구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 

타본 동굴  필리핀 문명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는 타본 동굴은 여러 내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류학

자들이 2만 2천년 전, 이곳에 살았던 타본인의 유골과 이들이 사용했던 유물들을 발견함으로써 인류학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동굴은 팔라완 케손의 리푸우아 포인트에 위치해 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남

쪽으로 약 155km 거리에 있으며 버스 또는 지프니를 이용하여 케손의 항구에 가서 동굴까지 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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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여권 발급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영사관을 통해 재발급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다. 각각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신분증 복사본, 여권, 주민등록증 등(신분증 없을 시 ‘본적’ 정확히 할 것.)  

 •  여권사진(3.5cm x 4.5cm) 2매- 6개월 이내 사진

   *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3일 정도(신원조회적합자에 한해)이며, 수수료는 

2100페소. 5년 이내 2회 분실자는 경찰서리포트를 제출해야 함.

●  여행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신분증 복사본, 여권, 주민등록증 등(신분증 없을 시 ‘본적’ 정확히 할 것.)  

 •  여권사진(3.5cm x 4.5cm) 2매- 6개월 이내 사진

   *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1일 이내이고, 수수료는 350페소.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는 경찰서 발급 분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사관 영사과 여권담당:  (632) 811-6139(내선번호: 313,522)

리잘 공원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는 1571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인트라무로스를 차지한 이후 필리핀인들

과 회교도들이 이곳에서 피난 생활을 했다. 작은 달이라는 뜻의 ‘루네타’로도 불린다. 약 74년동안 이곳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필리핀 독립군과 저항군에 대한 처형장으로 사용되었다. 1902년 도시건축 설계자인 

다니엘 붐함 (Daniel Bumham)이 바굼바얀을 미국 정부청사로 선택하였고 U자 형태로 복합 건물을 설

계하였지만 단 3동만 건축되었다. 필리핀의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을 기념하여 리잘 공원으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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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락망

 주필리핀대사관

  18th Floor, Pacific Star Bldg., 1226 Makati Avenue, Makati City, 

Philippines

 전화     02-811-6139

 팩스    02-811-8258

 대사관 당직 휴대폰 0917-817-5703

 근무시간  월-금 08:30 ~17:30 (점심시간 12:00 ~13:30)

 한인회 연락처

 마닐라한인회   02-886-4848 / 02-886-3839

 쎄부한인회 (전경출 영사협력원)   032-234-4106

 바기오한인회(류정호 영사협력원) 074-442-3253 

 중부루손한인회 045-893-1355

 수빅잠발레스한인회 047-252-3422

 다바오한인회 082-224-0702

 긴급상황 연락처

 화재   119

 소방서    818-5150

 경찰서(Main Headquarter) 02-899-9008 

 경찰구조요청  166

 응급환자발생시(앰뷸런스호출) 117

 한국병원  02-523-5476(Loc 127)

선셋 대로(Sunset Boulevard)  파라냐케 시티에서 마닐라까지 펼쳐지는 로하스 대로는 유명한 마닐라

의 일몰을 볼 수 있는 마닐라 만(Manila Bay) 지역이다. 이 대로에는 호화스러운 호텔, 카지노, 활기 넘치

는 나이트클럽이 줄지어있다. 로하스 대로를 따라 난 산책로인 베이워크는 밤의 여흥을 보여주는 술집과 

레스토랑이 특색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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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 사항

●  공중전화 사용법

  필리핀의 공중전화는 카드식과 동전식이 있지만 대부분 동전식이다. 동전식의 경

우 5페소화와 10페소화를 사용한다. 카드식의 경우 100페소, 300페소, 500페소

의 카드를 편의점 및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팁 제도

  음식점과 택시 등을 이용하였을 때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5-10%

정도의 팁을 주면 적당하다. 영수증에 10-12%의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필리핀에는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이 모두 있으나 의료진과 시설 면에서 사립병원

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여행자도 응급실에서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나 두통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슈퍼마켓 형태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MERCURY와 WATSON이 대표적인 약국. 

 주요 사립병원

 Makati Medical Center: 815-9911~64/ #2 Amorsolo St., Makati City

 Medical City: 635-6789/ Ortigas Avenue, Ortigas, Pasig City

  ST. Luke’s Medical Center: 812-0101~33/ #279 Rodriguez Sr Blrd 

Quezon City

모알보알  세부의 서쪽 해안에 한적한 마을 모알보알이 자리잡고 있다. 읍내를 벗어나 비포장길을 약 5km
쯤 달리면 파낙사마 해변에 이른다. 이곳은 필리핀에서 처음 스쿠버 다이빙이 시작된 곳이다. 이후 인근 해

변에 수많은 다이빙 리조트가 생겨났다. 모알보알에서는 조금만 나가면 바로 파낙사마 해변에서 잠수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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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도난 신고 시 유용한 현지어 

  필리핀은 타갈로그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영어를 사용하는 인

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타국에 비해 수월한 편이다. 

다음은 물품도난 신고 시 유용한 현지어.

 물품명	 영어	 	타갈로그어 

 국제학생증 International Student ID                         "

 기차승차권 Train Ticket Tiket sa Tren

 노트북 컴퓨터 Lap Top/Note-book Lap Top/Note-book

 돈지갑 Money bag Lalagyan ng Pera

 디지털카메라 Digital Camera Digital Camera

 배낭 Rucksack/Backpack Rucksack/Backpack

 보석 Jewelry Alahas

 시계 Watch Orasan

 신용카드 Credit Card Credit Card

 여권 Passport Pasaporte

 여행가방 Bag/ Suite Case Bag/ Suite Case

 여행자수표 T/C, Traveller’s checks T/C, Traveller’s checks

 은행카드 Bank Card/ ATM Card Bank Card/ ATM Card

 자동차운전면허증 Korean Driver License Korean Driver License

 지갑 Wallet Pitaka

 카메라 Camera Kamera

 피해액 Amount of Damage Halaga ng Pinsala

 항공권 Flight Ticket Tiket sa Eroplano

 현금 Cash Cash

 핸드백 Handbag Handbag

정원의 도시 사말 섬(Island Garden City of Samal)  정원의 도시 사말섬은 다바오 만(Davao Gulf)에 

있는 섬 무리를 말한다. 사말이라고도 불리는 가장 큰 섬에는 한 때 펄 팜(Pearl Farm)으로 사용되었던 

리조트를 포함해서 수많은 훌륭한 리조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