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유로(euro)다. 100 유로 이상 지폐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50 유로 이하의 지폐 위주로 소지할 것을 권한다.

환전방법
벨기에는 한국과 달리, 현금거래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 지점이 많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환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미리 환전
해올 것을 권한다. 현금 환전 시에는 환전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브뤼셀 시내에서는 그랑플라스 주변과 북역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 호텔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나 통상 5~10% 정도 불리한 환율이 적용된다, 이 외, 현지에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내 곳곳에 위치
한 ATM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나 상점에 따라서 취급하는 카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벨기에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카드는 마
스터, 비자 카드이다. 다만, 일부 식당 및 상점에서는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곳이 간혹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현금은 소지해두는 것을 권한
다. 한편, 벨기에 체류 기간에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되는 Card Stop(+32 70 344 344)에 즉시 연락해 카드거래를 중
지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벨기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출장, 여행 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 수도인 브뤼셀에는 지하철(메트로), 트램, 버스 등이 있으며, 지방
소도시에도 버스나 트램이 운행된다. 다만, 평일 출근 시간인 아침 9시 전후, 퇴근 시간인 5시 전후 브뤼셀 시내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버스
버스 및 트램 회사는 크게 STIB(프랑스어 권), De Lijn(네덜란드어 권)이 있는데, 티켓은 버스나 트램 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티켓보다 조금 비싼 편이다. STIB의 일반 1회권 비용은 2.10 유로이며, De Lijn 사의 경우 3 유로이다(경유가능). STIB와 De Lijn 모
두 10회권 구매 시 1회권보다 20% 정도 가격이 저렴하며, 여러 명이 한 티켓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택시
공항, 기차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사전 픽업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은 전화, 인터넷으로 가능하
다(전화번호 : 02 349 49 49, 인터넷 : https://taxisverts.be). 기본요금은 6시에서 22시 사이에는 2.40유로, 그 외 시간에는 4.40유로
이다. 또한, 브뤼셀 시내는 1km당 1.80유로, 브뤼셀을 벗어나는 경우 1km당 2.70유로의 요금이 발생한다.

일반 택시 이외에도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벨기에 우버 서비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 자가용 차량인 우버 엑스(Uber
X), 고급 리무진 차량이 제공되는 우버 블랙(Uber Black), 4인 이상용인 우버 SUV(Uber Van)로 나뉜다. 우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설치해야 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visa, 마스터카드 등)를 등록해야 한다. 벨기에 인터넷 속도가 한국
보다 느릴 수 있으므로, 도착 후 우버 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출국 전 국내에서 미리 설치하는 것이 간편하다.

다. 통신

핸드폰
선불 카드인 SIM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벨기에 마트 또는 상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편, 한국에서 미리 로밍(Roaming)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가격이 다소 높은 단점이 있지만 휴대폰 번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출장
방문 시 선호되고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벨기에의 주요 무선통신업체로는 Proximus, Base, Orange 등이 있는데 시내 곳곳에 지점들이 위치해 있다. 비용은 통신사별로 다소 상
이하나 대략 15유로의 유심칩을 구매하는 경우 월별 15GB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벨기에 통신사별 요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https://www.spiroo.be/comparatif.php

와이파이의 경우, 시내에 있는 카페나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비하면 이용범위가 매우 작고 속도가 느려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1개의 기기로 여러명이 사용가능하고 노트북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를 출국 전 대여 후, 출장을 오
는 경우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 관광명소

ㅇ 브뤼셀 왕립미술관(Royal Museums of Fine Arts of Belgi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브뤼셀
Rue du Musee 9, 1000 Brussels
화~금: 10~17시
주말: 11~18시
매주 월요일
브뤼셀 왕립미술관은 과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대신해 1801년 분관으로 지어졌다가 1831년 벨기에
독립 이후 벨기에 소유가 되었다. 총 6개 관에 걸쳐 고전 미술부터 현대미술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 약 2만
점을 전시하고 있다.
전화: +32 02 508 32 11
홈페이지: www.fine-arts-museum.be

ㅇ 그랑플라스(Grand-Place)
도시명

브뤼셀

주소
운영시간

명소소개

Grand-Place de Bruxelles,1000 Brussels
상시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 시내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브뤼셀의 상징이자 관광의 중심지이다. ‘큰 광장’이란
뜻의 그랑 플라스는 13세기의 대형 시장이 생기면서 발달했다.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
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그랑플라스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칭했으며, 나폴레옹 쿠
데타 당시 이 곳에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다. 12세기부터 벨기에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이 광
장은 가로 70m, 세로 110m 크기에 고딕, 바로크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조 건물과 광장의 모습은 17세기의 상공업 길드 시기에 갖춰진 것이다.
광장을 둘러싸고 사방의 건물들(시청, 길드 하우스, 왕궁과 여러 개의 주요 관청)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브뤼셀의 모습을 보여준다. 광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골목을 돌아보면 브뤼셀 거리를 빠짐없이 볼 수 있으며,
밤이 되면 조명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조명 쇼가 펼쳐져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 www.brussels.be/grand-place-brussels

ㅇ 아토미움(Atomi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브뤼셀
Place de l'Atomium, 1020 Brussels
월~일: 10~18시

벨기에의 주요 랜드마크인 아토미움은 1958년 벨기에 브뤼셀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철의
원자구조를 165억 배로 확대한 형태로 건축됐다. 총 높이는 102m이고 지름 18m의 9개의 구(求)체가 정
육면체를 구성하는 12개의 모서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을 띄고 있으며 정육면체 꼭짓점에 있는
8개의 구가 스테인리스강 튜브를 통해 정육면체 가운데에 있는 구를 연결하고 있다.
명소소개
이 중 일반인에게 개장된 5개의 구(求)에는 아토미움 역사와 배경에 관한 전시를 하는 상설전시관과 과학테
마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 단기 전시관이 있다.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가장 높은 구에
는 브뤼셀 시내 및 외곽을 360도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도 갖춰져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
비고

전화번호: +32 02 475 47 77
홈페이지: www.atomium.be

ㅇ 오줌싸개 소년 동상(Manneken Pis)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브뤼셀
Jeanneke-Pis, Impasse de la Fidélité 10-12, 1000 Bruxelles
상시

명소소개

비고

오줌싸개소년 동상은 1619년에 조각가 제롬 뒤케누아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그랑플라스와 함께 브뤼셀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이 동상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분수대 역할을 해왔
으며, 17세기 말 루이 14세의 브뤼셀 포격에서 살아남은 이후로 브뤼셀에서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많
은 관광객들이 오줌싸개 소년 동상을 처음 보고 느낀 이미지는 초소형 크기의 동상으로부터 오는 실망과 초
라함이지만, 이 동상은 브뤼셀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루이 15세가 동상의 약탈을 사과하는 의
미로 프랑스 후작의 의상을 입혀서 돌려보내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현재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국빈
들이 방문할 때 이 소년의 의상을 선물로 가져오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특별한 날마다 다양한 옷을 선보
이기도 하는 이 오줌싸개 소년 동상은 현재 900여 벌의 다양한 의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한복도
있다. 오줌싸개 소년의 의상 컬렉션은 그랑플라스에 위치한 왕의 집(Maison du Roi)안의 브뤼셀 도시 박물
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브뤼셀에서 쇼핑하다 보면 반 이상이 오줌싸개 동상으로 만든 병따개, 컵, 숟가락,
열쇠 고리 등의 상품이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홈페이지: www.brussels.be/manneken-pis

ㅇ 예술의 언덕 (Mont des Arts)
도시명
주소

브뤼셀
1000 Brussels

운영시간

상시

명소소개

예술의 언덕이란 뜻을 지닌 이 정원은 브뤼셀의 전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예술의 언덕 주변은 한때
인구가 밀집한 거주 지역이었으나, 19세기 후반 레오폴드 2세 왕이 이 지역을 예술의 언덕으로 탈바꿈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적인 건축 건물과 대형 오픈 광장들이 옛날의 낡은 건물들을 대신하
게 되었다. 현재의 예술의 언덕은 국제회의장(Palais des Congres)과 왕립도서관(Bibliotheque Royal de
Belgique) 사이에 펼쳐진 공원과, 곳곳에 나무와 분수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주변에는 10여 개가
넘는 대형 갤러리와 박물관이 있어 브뤼셀의 떠오르는 문화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ㅇ 악기 박물관 (Musical Instrument Muse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브뤼셀
Rue Montagne de la Cour 2, 1000 Brussels
화~금요일: 9시 30분~17시
주말 및 공휴일: 10시~17시
매주 월요일
벨기에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인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으로 지어진 이 악기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에
서 모아온 각양각색의 악기들이 시대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약 7,000여의 악기종류와 악보들이 총
4층에 걸쳐 전시되어 있으며 직접 악기의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다. 입장할 때 나눠주는 이어폰을 끼고 악기
옆에 서면 악기의 연주소리를 들을 수 있어 보다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건물의 마지막 층에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는 아르누보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시내 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요금
은 성인 8 유로, 학생 6 유로, 어린이는 2 유로이다.

홈페이지 : http://www.mim.be/

ㅇ 생 위베르 갤러리 &부셰 거리 (Galeries royales Saint-Hubert &Rue des Bouchers)
도시명

브뤼셀

주소

1000 Brussels

운영시간

상시

명소소개

생 위베르 갤러리는 유럽 최초로 1847년에 문을 연 쇼핑가로 과거에는 왕과 귀족들이 모이는 장소로 애용
되기도 했었다. 그랑플라스에서 북동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으며 유리와 곡선형태의 철골 구
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천장이 인상적이다. 이 쇼핑 아케이드 안에는 영화관, 극장, 레스토랑, 카페를 비롯
해 다양한 상점이 들어서 있다. 또한, 다양한 초콜릿 상점들이 모여 있어 브랜드 별로 초콜릿을 맛보거나 선
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이상적인 곳이다. 이 쇼핑가를 벗어나면 과거에는 정육점의 거리
였지만 지금은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부셰거리가 나온다. 브뤼셀에서 유일하게 호객꾼이 있는 식당가이며,
벨기에의 명물인 홍합 요리가 이곳 식당가의 대표적 메뉴라 할 수 있다.

ㅇ 마그리트 미술관(Magritte muse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브뤼셀
Rue de la Régence 3, 1000 Brussels
화~금요일: 10시~17시
주말: 11시~18시
매주 월요일
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적인 작품을 많이 남긴 벨기에의 대표적인 화가로 1898년 11월 21일에 벨기에 레
신에서 태어나 1967년 8월 15일에 브뤼셀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초현실주의 화가이나, 동시대의 다른 화
가들에 비해 자신만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
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을 작품속에 배치하는 방식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사용하
였다. 동 기법은 주로 신비한 분위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소재와 구조, 발상의 전환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명소소개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현대미술에서의 팝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고, 현재 대중매체의 많은
영역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영화 ‘매트릭스’는 마그리트의《겨울비(Golconde)》(1953)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 일본의 만화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마그리트의 작품인《피레네의 성(Le
chateau des Pyrenees)》(1959)과 《올마이어의 성(Almayer's Folly)》(1951)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비고

홈페이지 : http://www.musee-magritte-museum.be

ㅇ 브뤼헤(Brugge)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브뤼헤
8000 Brugge
상시
도심을 타원형으로 감싸 흐르는 수로와 50여 개의 다리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모습 때문에 '북쪽의 베니스
'라고 불리는 브뤼헤는 벨기에에서의 일정이 1박 2일 이상인 여행자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아름다운 곳이다.
중세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브뤼헤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명소소개
브뤼헤는 9~13세기에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운하가 발달된 무역지구로 자리 잡았고, 13~15세기에는 북
서유럽의 경제적 수도였다. 16세기까지는 양조업의 대표지로 발달해 현재는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중세 유럽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자그마한 도시 브뤼헤는 맑은 공기와 함께 아름다
운 공원을 자전거로 즐길 수도 있고, 아기자기한 운하 사이를 유람선을 타고 즐길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 bezoekers.brugge.be/en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레흐 뒤 떵 (L’air du temps)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Éghezée
081 81 30 48
Rue de la Croix Monet 2, 5310 Éghezée
60~100 유로

(수~일요일) 12시~13시, 19시~20시 30분
월, 화요일

소개

한국계 입양 미슐랭 스타셰프가 운영하는 오너식당으로, 한국과 서양의 퓨전식 요리를 선보임
미슐랭 투스타 식당

비고

홈페이지 : http://airdutemps.be/

ㅇ 쉐레옹(Chez Leon)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비고

브뤼셀
02 511 14 15
Rue des Bouchers 18, 1000 Brussels
15~30유로

11:30~23:30
연중무휴
200년 전통의 홍합요리 전문점

홈페이지 : http://www.chezleon.be/

ㅇ 브라세리 드 로메강(Brasserie de l'Ommegang)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주소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02 511 82 44
Grand-Place 9, 1000 Brussels
15~30유로

12:00~2:00
6:00~10:30

연중무휴
그랑플라스 위치, 벨기에 음식 레스토랑

ㅇ 르 페로켓(Le perroquet)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브뤼셀
02 512 99 22
Rue Watteeu 31, 1000 Brussels
8~10유로

12:00~23:00

연중무휴

소개

가벼운 식사, 스낵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Leperroquetbruxelles/

ㅇ 메종 단도이( Maison Dandoy)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비고

브뤼셀
02 540 27 02
Rue au Beurre 31, 1000 Brussels
5~20 유로

9:30~22:30
연중무휴

벨기에 전통 과자인 스페큘로스, 와플 전문점

홈페이지 : https://maisondandoy.com

ㅇ 뇌트니헤뇌(Nüetnigenough)
도시명

브뤼셀

주소

25 Rue du lombard, 1000 Brusels

가격

20~30 유로

영업시간

월~금 17시부터
토~일 12시부터

소개

벨기에 전통음식점

비고

예약 불가
홈페이지 : http://www.nuetnigenough.be/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 한국식당
ㅇ 한국관(Korean Barbecue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가격

Tervuren
02 308 88 92
Leuvensesteenweg 147a, 3080 Tervuren
15~30 유로

영업시간

6:00~22: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브뤼셀 근교 Tervuren에 위치한 식당으로, 저녁에만 운영하며 미리 예약을 하는 편이 좋다.

ㅇ 서울식당(Seoul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브뤼셀
02 513 17 25
Rue Capitaine Crespel 14, 1050 Brussels
20~30 유로

12:00~14:00/19:00~22:30
일요일 휴무

브뤼셀 시내 Louise에 위치한 식당으로, 단체석 마련이 가능하다.

ㅇ 하나식당(Hana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브뤼셀
02 502 5241
Rue Saint Boniface 21, 1050 Brussels
15~25 유로

12:00~14:00/6:30~22:00

일요일 휴무, 월요일 저녁만 영업
배달 주문 가능

ㅇ 마루(Maru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브뤼셀
02 346 11 11
Chaussee de Waterloo 510, 1050 Brussels
20~30 유로

12:00~14:00/18:30~22:00

월요일 휴무
모던한 한식당을 표방하고 있으며, 브뤼셀 시내에 있다.

ㅇ 아리랑(Arirang Korean Barbecue)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앤트워프
03 232 2594
Statienstraat 8, 2018 Antwerpen
20~30 유로

11:30~14:00/18:00~23:00

일요일 휴무

소개

안트워프에 있는 유일한 한식당이다.

ㅇ 강남(Gangnam Korean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와브르
01 088 80 17

주소

Rue Provinciale 244, 1301 Wavre

가격

20~30 유로

영업시간
비고

월~금 : 11시반~14시반, 18시~22시반
토~일 : 12시~14시반, 18시~22시반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gangnamkoreanrestaurant/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아르구스 호텔(ARGUS Hotel)
도시명
주소

브뤼셀
Rue Capitaine Crespel 6, 1050 Ixelles

전화번호

02 514 07 70

홈페이지

http://www.argus-hotel-brussels.com

숙박료
소개

싱글: 약 120유로(조식 포함)
더블: 약 140유로(조식 포함)
브뤼셀 시내 Porte de Namur(Naamsport) 전철역 근처에 있는 호텔

ㅇ 힐튼 호텔(HILTON Hotel (Grandplace))
도시명
주소

브뤼셀
Carrefour de l'Europe 3,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548 42 11

홈페이지

http://www.hilton.com

숙박료
소개

싱글: 약 120~350 유로
더블: 약 160~400 유로
브뤼셀 중앙역 Bruxelles-Central(Brussel-Centraal)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

ㅇ 노보텔 호텔(NOVOTEL Hotel)
도시명
주소

브뤼셀
Rue de la Vierge Noire 32,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620 04 28

홈페이지

http://www.novotel.com

숙박료

소개

싱글: 약 175 유로
더블: 약 184 유로
조식 15 로 추가
브뤼셀 시내 De Brouckère 전철역 근처에 위치한 호텔

ㅇ 더호텔(The Hotel)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브뤼셀
Boulevard de Waterloo 38, 1000 Brussels
02 504 11 11
싱글: 약 120 ~ 470 유로
더블: 약 180 ~ 500 로

ㅇ 통 호텔 (Thon Hotel Brussels Airport)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비고

브뤼셀
Berkenlaan 4, 1831 Diegem
02 721 77 77
일반: 81 유로
슈페리어: 126 유로

홈페이지 : www.thonhotels.com/hotels/belgium/brussels/thon-hotel-brussels-airport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 게스트하우스
ㅇ 호스텔 47 (Hostel 47 (Ghent))
도시명
홈페이지

숙박료

겐트
http://www.hostel47.com
26.5~29.5 유로

비고

04 78 71 28 27

ㅇ 호스텔 드 블라우풋 (Hostel De Blauwput (Leuven))
도시명

루벤

전화번호

01 663 90 62

홈페이지

http://www.jeugdherbergen.be

숙박료

22.50~29.5 유로

ㅇ 마이닝거 브뤼셀 시티 센터 (Meininger Brussels City Center)
도시명
주소

브뤼셀
Quai du Hainaut 33, 1080 Molenbeek-Saint-Jean

전화번호

02 5881 474

홈페이지

http://www.meininger-hotels.com

숙박료

15 유로부터

ㅇ 슬립웰 유스호스텔 (Sleep Well Youth Hostel)
도시명
주소

브뤼셀
Rue du Damier 23, 1000 Bruxelles

전화번호

02 218 50 50

홈페이지

http://www.sleepwell.be

숙박료

24~29.5 유로

ㅇ 투고포 퀄리티 호스텔 (2GO4 Quality Hostel)
도시명
주소

브뤼셀
Boulevard Emile Jacqmain 99, 1000 Bruxelles

전화번호

02 219 30 19

홈페이지

http://www.2go4.be

숙박료

18~29 유로

ㅇ 브뤼셀 파이스 시티센터 호스텔 (Brxxl 5 City Center Hostel)
도시명
주소

브뤼셀
Rue de Woeringen 51000 Bruxelles

전화번호

02 502 37 100

홈페이지

http://www.brxxl5.com/

숙박료

17 유로부터

ㅇ 안트워프 시티 호스텔 (Antwerp City Hostel)
도시명
주소

앤트워프
Grote Markt 40, 2000 Antwerpen

전화번호

03 500 50 40

홈페이지

http://www.antwerpcityhostel.be

숙박료

21~25 유로

사. 치안

치안상황
벨기에는 해외여행경보 단계에 지정된 국가는 아니지만, 브뤼셀 지역은 다수의 불법체류자에 의한 단순 절도/도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 시내를 여행할 경우 소지품과 신변안전 등 안전여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브뤼셀 시내 중심에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등
에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날치기, 소매치기,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양인
관광객은 주요 타깃으로 삼을 수 있으니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지갑과 다른 가방에 넣고 하루에 쓸 돈만 따로 준비해, 만일에 있을 도난사고에 대비한다. 또한, 누가 길에서
말을 걸어도 모른다고 속히 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치기들이 종종 길을 묻는 척하면서 관광객이 길을 찾느라고 두리번거릴 때
상대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공범이 소매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농담조로 말을 붙이거나 손으로 얼굴과 몸을 툭툭
치면서 정신을 혼란케 하는 동안 소매치기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경찰 정복 차림의 사기꾼 일당이 2~3명씩 그룹으로 다니면서, 여행객을 상대로 위조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마약 소유 여부를 검사
한다며 몸과 가방을 뒤져 지갑의 돈을 감쪽같이 빼간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당황해 가방을 맡
기지 말고 동행해 경찰서로 직접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호텔에서 체크인/체크아웃할 때, 또는 식당에서 식사 중일 때 중요 소지
품을 항상 몸에 가지고 다니는 등 경각심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자동차 단순 접촉 사고 시 우선 비상등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하고, 당사자 간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를 소지하고, 보험회사에
송부한다. 상대방이 사고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로 불리한 입장으로 몰릴 때는 경찰(전화 101)의 도움을 요청한다. 고속도로에서 문
제가 발생하면 설치되어 있는 긴급전화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야 한다.

- 긴급 출동 서비스 회사(RACB) 전화 : 07/815.20.00 (Free phone)

한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응급번호 100번으로 전화를 걸면 구급차가 와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준다(화재신고 역시
동일 번호).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에 신
고하여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긴급히 필요한 경우 주벨기에 대사관 영사과에서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
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 경찰 분실신고서(여권분실·도난 시 관할지역 경찰에 신고한 후 교부되는 분실증명서)
- 여권분실 신고서(대사관 비치)
- 사진 2매(혹은 대사관에서 무료 사진촬영 가능)
- 수수료(단수여권 : US$ 15 상당 유로화, 여행증명서 : US$ 7 상당 유로화)

지갑 분실로 인해 경비 조달에 문제가 있을시, 대사관을 통해 해외 신속송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시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있
는 가족이 국내 외교부 영사 콜센터(전화번호 : 02-3210-0404)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긴급경비를 주벨기에 대사관을 통해 즉시 조달받
을 수 있다.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00
- 범죄 신고: 101
- 의료: 앰뷸런스 서비스 100
- 교통사고 및 위급사항 발생 시: 112 (EU 전체 통용번호)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