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마나트(Manat)로 약칭은 "AZN"이다. 1마나트는 100케픽(Kepic)이며 주화로는 1, 2, 5, 10, 20, 50 케픽이 있다. 지폐로는
1, 5, 10, 20, 50, 100, 200 마나트가 사용되고 있다.

환전방법
과거에는 민간 환전소가 있었으나 정부에서 폐쇄하였고 현재는 은행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도시 곳곳에 은행이 많아 환전하는 데는 어
려움이 없다. 일부 쇼핑몰, 관광명소에도 은행 환전소가 있어 저녁 및 휴일에도 환전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로, 고급 호텔 및 일부 식당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해외카드는 결제되지 않는다.
비밀번호(Pin Code)를 입력해야 하는 카드가 결제가 잘 된다.

한편, 현지 은행은 신용카드를 거의 발행하지 않으며 직불카드(Debit Card) 발행이 일반적이다. 현지 은행에서 발행된 직불카드는 일반
상점이나 슈퍼마켓, 시장, 식당 등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도시의 일부 영세 상점이나 지방 도시인 경우 현금 사용이 보편적이다.

나. 교통

교통상황
대중교통 요금은 상당히 저렴하나 시설이 열악하고 노선이 발달해 있지 않아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 아직 교통문화가 성숙하지 못해 차선
넘기, 꼬리물기, 난폭 운전 등이 심한 편이다.

버스
버스정류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손을 내밀어 버스를 타거나 내리는 것이 때에 따라 가능하다. 한국에 비해 버
스 노선이 적고 일부 버스는 저상 신형버스이나 일부는 노후화된 차종이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으로 굉장히 붐비는 편이다. 버스
요금은 30케픽이다. 대다수의 버스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택시
보라색 런던 택시 모양의 택시들은 미터기가 있어 미터기 대로 지불하면 됐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런던 택시 역시 미터기 요금을 받지 않
고 타기 전에 가격을 흥정하는 모양새로 변하고 있다. 한편 일반인들의 택시 영업도 암묵적으로 승인해 많은 수의 일반 승용차가 택시 영
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택시는 타기 전에 목적지를 말하고 가격을 흥정해 미리 가격을 정해야 한다.

기차
바쿠 기차역 위치는 28MAY 몰 근처이며 기차표를 예매하려면 여권과 거주증, 거주증 사본이 필요하다. 기차를 이용하여 조지아에 가는

경우, 완행 기준 바쿠에서 9시경 밤 기차를 타면 침대칸을 이용해서 갈 수 있으며 조지아 의 수도 트빌리시에는 그 다음날 12시경에 도착
한다. 최근 승차 환경이 개선되어 신형 열차로 교체되었다. 러시아 남부로도 운행되는 철도가 있으며 보통 주 1회 운행 된다.

지하철
바쿠에는 2개 지하철 노선이 있다. 지하철 역사 확장 사업을 벌였으나 2015-2016년 경제위기로 중단 상태이다. 구소련 시절에 건설되어
, 플랫폼이 깊숙한 아래에 있으며 많이 노후화되어있다. 지하철 요금은 30케픽이다. 탑승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카드가 필요하다.

다. 통신

핸드폰
아제르바이잔 통신사로는 Azercell, Bakcell, Nar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Sim-card를 사용하며, 별다른 제한 없이 원하는 통신사에서
Sim-card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Sim-card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여권과 Sim-card 비용 이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다. (Sim-card 비용은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1개월 미만 체류할 경우 전화기 등록 없이도 Sim-card만 있을 경우 전화 사용이 가능하나,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 휴대
폰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등록비가 필요하며 비용은 휴대폰 기종의 원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약 $11.8~약 $82.4). 또한, 전화기 등록 시에도 여권
이 필요하다.

4G가 일반적으로 이용되지만, 장소에 따라 간혹 3G가 이용되기도 한다. 보통 핸드폰 월평균 사용료는 10마나트(약 $5.9) 정도이다.

인터넷(와이파이)
TV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주택 임대인 또는 전 세입자가 사용했던 서비스를 그대로 넘겨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
도 있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 2~3일 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통신업체들이 TV+인터넷+유선전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나 월 USD 100 미만이다.

아제르바이잔은 4G를 사용할 정도로 인터넷 속도가 양호하다. 인터넷 공급자들은 여러 회사가 존재하며 유선 인터넷 공급사인 경우 지역
마다 독점권을 부여받아 공급자 선택에 제한이 있다.

라. 관광명소

ㅇ 알리예프 국부 묘소(Alley of Honor)
도시명
주소

바쿠
Parlament Prospekti, Baku

운영시간

연중 무휴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비고

현 알리예프 대통령의 부친이자 아제르바이잔의 국부로 추앙받는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의 묘소이다
. 카스피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며 국립순교자 묘지와 인접해 있다.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ㅇ 국립 순교자 묘지(Martyrs Alley)
도시명
주소

바쿠
Mehdi huseyn street, Baku 1006

운영시간

연중 무휴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1992~1994년 치뤄진 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사망한 4,000여 명의 희
생자를 위한 추모지이다.

ㅇ 처녀의 성(Maiden Tower)
도시명

바쿠

주소

Icherisheher, Baku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무일
명소소개

연중무휴
올드시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10세기부터 약 2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탑이다.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의 의미
가 있으며 돌을 블록 형태로 쌓아 만들었다. 총 높이는 29.5m이다.

ㅇ 아제르바이잔 국립 카펫 박물관(Azerbaijan State Carpet Muse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바쿠
28 Mikayl Huseynov Prospekt
오전 9시~오후 6시
연중무휴
1967년 건립된 세계 최초의 카펫박물관. 18~20세기의 카펫을 포함한 만여 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
<자료원 : KOTRA 바쿠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자스민(Jasmin)
도시명

바쿠

전화번호

+994-12-404-5404

주소

6 Bakikhanov str, Baku 1022

가격

석식 기준 인당 약 $20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11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퓨전 형태의 중식

비고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국(스프), 탕수육과 비슷한 음식을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예약은 불필요하다.

ㅇ 세토(SETO)
도시명
전화번호

바쿠
+994-12-465-2000

주소

Landmark Hotel, 90a Nizami St, Baku

가격

석식 기준 인당 약 $20

영업시간
휴무일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오후 6시~오후 11시
일요일

소개

초밥, 우동, 일식 코스 메뉴를 판매한다.

비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예약은 불필요하다.

ㅇ 나르기즈(Nargiz)
도시명
전화번호

바쿠
+994-55-599-1076

주소

Tarlan Aliyerbeyov 9, Baku 1005

가격

인당 약 $8

영업시간
휴무일

오전 10시~익일 오전 2시
연중 무휴

소개

시내(Fountain Square) 중심에 위치한 현지 식당이다. 빵, 양고기, 샐러드 등을 판매한다.

비고

일반적으로 예약은 불필요하다.
<자료원 : KOTRA 바쿠 무역관>

- 한국식당
없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파크 인 아제르바이잔 바쿠(Park Inn Azerbaijan Baku)
도시명
주소

바쿠
Azadliq avenue 1, Baku, Azerbaijan

전화번호

+994-12-496-8900

홈페이지

https://www.parkinn.com/hotel-baku

숙박료

1박 싱글 기준 약 $77(세금 포함)

소개

바쿠 최대 중심지인 Park Bulvar에 위치하며, 4성급 호텔이다.
길 건너편에 Bulvar Mall이 있고 관광명소인 구도시(Old City)와는 1.5km 떨어져 있다. 가격대비 위치, 시
설이 좋은 편이다.

비고

조식이 포함돼 있다. 호텔 체크인 시, 카드 또는 현금 Deposit이 필요하다. 생수 2병, 헬스클럽, WI-FI가 무
료로 제공된다.

ㅇ 사하 플레이스(SAHA Place)
도시명
주소

바쿠
Qosha Qala street 47, Baku

전화번호

+994-12-497-0405

홈페이지

http://shahpalacehotel.com

숙박료

1박 싱글 기준 약 $110(세금 포함)

소개

관광명소 구도시(Old City/Icheri Sherher) 내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인근에 식당, 쇼핑센터를 도보로 이용
할 수 있다.

비고

조식이 포함되며, 카라반 사라이(대상들이 묵던 숙소) 형태를 띠고 있다.

ㅇ 메리어트 압쉐론 바쿠(JW Mariott Absheron Baku)
도시명
주소

바쿠
674 Azadliq Square Baku

전화번호

+994-12-499-8888

홈페이지

http://www.marriott.com/hotels/travel/gydjw-jw-marriott-absheron-baku/

숙박료
소개

1박 싱글 기준 약 $177~198
바쿠 최대 중심지인 Park Bulvar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다. 호텔 근처에 고급 쇼핑몰 위치해 있으며, 일반
쇼핑몰 Park Bulvar Mall은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약 도보 15분)

비고

바쿠 소재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이다. 요금에 조식이 포함되며, 생수, 수영장, 헬스클럽, WI-FI가 무료로 제공
된다.
<자료원 : KOTRA바쿠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ㅇ 스테이 인 바쿠 호스텔(Stay Inn Baku Hostel)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바쿠
64 Rashid Behbudov St, Baku, Azerbaijan, Baku 1000
+994-50-418-1100
1박 기준 1인 $4(2인 도미토리 사용)

소개

시내(Fountain Square) 중심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오페라 및 발레 극장
(Azerbaijan Opera and Ballet Theatre)에서 200m 이내에 있다.

비고

무료 WI-FI를 제공한다.
<자료원 : KOTRA 바쿠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아제르바이잔의 치안은 안정적이다. 국부(國父)로 일컬어지는 헤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 집권(1993~2003년) 이후, 장남인 일함 알리예
프 대통령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 중으로, 경제발전을 일군 알리예프 가문에 대한 장년층의 지지와 탄탄한 경찰력을 바
탕으로 치안은 대체로 안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1992-1994년 아르메니아와의 전면전으로 뺏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인근 7개 지역[(아그담(Aghdam), 피줄리(Fizuli), 자
브라일(Jabrayil), 장길란(Zanglian), 구바들리(Guabadly), 라친(Lachin), 켈바자르(Kelbajar)]은 아직도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일
반인의 출입이 불가하다. 우리 정부는 해당 지역을 철수 권고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현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교통사고다. 아직 교통문화가 자리 잡지 못해 과속운전, 차선위반 등이 빈번하며 특히 횡단보도가 부족하
고 일부 차량은 보행자를 무시하기도 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각별히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무단횡단을 삼가고 횡단보도 보행 시
에는 차량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건너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가급적 현지인들과 함께 건너는 것을 권한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
록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기본 보험 의무 가입을 법제화하였는데 만약 기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 처
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양측의 입장과 사고 현장을 조사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지어가 서툰 외국인의 경우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위서가 실제 사고 내용과 다를 경우, 거리에 설치
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를 대비해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자주 이용하는 정비

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여권을 찍어둔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주아제르바이잔 한국 대사관
에 신고하면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
하다. (단,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아제르바이잔으로의 입국은 불허함에 유의할 것)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ㅇ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20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ㅇ 화재신고 : 101
ㅇ 경찰 : 102
ㅇ 긴급의료지원 : 103
ㅇ 사설 긴급의료센터 : 497-0911
ㅇ 전화번호 문의 : 109 (0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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