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알제리 디나르(DA, Dinars Algerian)가 알제리 공식통화로 시중에 통용되며 달러나 유로는 환전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2,000, 1,000 알제리 디나르는 지폐로, 200, 100, 50, 20, 10, 5, 1 알제리 디나르는 동전으로 유통되고 있다.
100상팀(centime, Cts)이 1 알제리 디나르이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환전방법
알제 국제공항(후아리 부메딘, Houari Boumedine Int’l Airport)내에 유일하게 있는 공항환전소나 알제 시내에 소재한 특급호텔 출납창
구(Cashier)에서 환전할 수 있으며 시중 은행에서도 유로, 달러화 등 국제결제 통화는 자유롭게 환전을 할 수 있다. 2020년 6월 말 대미
기준 환율은 US $1=129.38 DA 수준이며 환전 시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이나 호텔 환전소마다 다소 상이하다.

한국이나 여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은행이나 호텔환전소가 취하는 수수료(Commission)은 적은 편이나 알제 시내 곳곳에 산재한 비공식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환전소(Black market)에서의 환전환율은 공식 환율 대비 30%가량 높은 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공식 경로
로는 연간 150유로 이상 환전이 불가능한 관계로 알제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화가 필요한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알제리는 금융 산업의 낙후로 상거래 관습상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제리에서 여행자수표는 중앙은행에서만 교환할
수 있어 불편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특급호텔 등으로 한정돼 있어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외화인출서비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공항 환전소 근처에 비치된 ATM 기계에서 신용카드로 현지화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기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장인 경우가 많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호텔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은행 기준환율보다 약간 불리한 환율로 알제리
디나르화 기준 호텔비를 달러로 환산돼 수수료 등이 부가돼 카드 사용대금이 청구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여 있지 않아 수도 알제의 교통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늘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가까운 거리임에
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곤 하니 면담 등에 늦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출발해야 한다. 실제로 알제리 바이어 면담 시 교통 상
황으로 늦는 일이 일상적인 편이다. 아직 제대로 된 교통 신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수도 알제 시내에 교통신호등은 약 2~3개뿐으로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고 있으며, 예고 없이 일방통행 도로의 진행방향이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시내에서의 운전은 쉽지
않은 편이다.

버스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정류장과 노선 표시가 잘 안내되지 않아 외국인이 탑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버스에도 번호 표시가 되
어있지 않고 정류장에도 정차하는 버스 및 노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 때문에 2020년
6월 말 기준 버스 이용은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택시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여 있지 않은 알제리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택시이나 택시가 별로 많지 않아 호텔에 대기하고 있는 택
시나 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는 달리 시간거리 병산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실제
이용 시에는 대부분의 택시운전사가 목적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사전에 협상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바가지요금을 물을 가능성이 높
다. 영어구사가 가능한 택시 기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여 외국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는 한정되어 있고 요금도 2배 이상 비싼 가격
을 요구한다. 차량 또한 상당히 노화된 차량이 많아 탑승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
지난 2011년 첫 운행을 시작한 알제리의 지하철은 현재 수도인 알제(Alger)지역의 한 개의 노선만 운행되고 있으며, 2011년 개통 당시
총 길이 9.5km로 알제 시내에 위치한 중앙우체국(Grande poste)부터 하이 엘 바드르(Hai El Badr)까지 총 10개의 역을 지나는 노선이
었으나 두 차례의 연장 공사를 통해 2018년 4월 9일 중앙우체국에서 Place des Martyrs 역까지 1.7km, Hai El Badr 에서 Ain Naadja
방향 3.7km, El Harrach-centre 방향 4km의 구간이 연장되었다. 전체 길이 18.5km의 1호선은 총 19개의 역을 매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의 역이 지하에 있다. 1,200명 수송용량의 지하철 14대를 갖추고 있으며 열차 간격은 4분, 매시간 약 2만 1,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노선이 짧아 이용이 제한적이다.

다. 통신

핸드폰
알제리에서 통신서비스는 알제리 우정국에서 관리해 오다가 상업적인 통신서비스 분야는 국영기업인 알제리 텔레콤에서 통신서비스를 담
당하고 있다. 국제 통신 라인이 부족하고 설비 노후화로 통화음질이 양호하지 못하며 자주 끊기는 수도 있어 열악한 편이며 사용요금은 고
가이다. 한편 알제리에서 한국으로 국제직통전화를 할 경우에는 00+82+지역 번호+전화번호를 누르면 되고 수신자 부담전화 제도는 없
으며 국제 전화카드도 사용하지 못한다.

휴대폰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할 수만 있으면 공항 및 시내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USIM 칩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무선인터넷 데
이터와 음성통화, 문자 등이 포함된 선불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의 속도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이나 실내에 들
어가는 경우, 차량 이동 중에는 통신이 잘 잡히지 않아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4G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실제로 사용자의 체감속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와이파이)
휴대폰의 인터넷 사용 관련해서는 선불 요금제에 데이터 사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면 큰 불편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가정 및 사무실용 유선 인터넷은 최초 신청에서 실제로 개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유선 인터넷 설비가 비싼 것에
비해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끊기는 편이다. 아직 광랜은 보편화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ADSL을 사용하고 있다.

라. 관광명소

ㅇ 카스바 지구(Casbah)
도시명
주소

알제
Boulevard de la Victoire, Casbah

운영시간
휴무일

일출~일몰
없음

명소소개

카스바는 '요새'를 뜻하는 말로 현재의 알제 카스바는 오토만 터키가 이곳에 알제를 건설하던 1516년부터
17세기 사이에 형성됐다. Casbah는 깊게 뿌리 박힌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전통적 도시 구조 유적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길이 끝없이 이어지며 골목길을 따라 고대 모스크, 성채 및 오토만 저택 궁
전 등의 유적이 남아있다(1992년 UNESCO문화 유산으로 등재).

비고

개인적인 방문은 불가능하며, 그룹으로 공식 가이드를 동반해야만 입장이 가능. 외국인의 경우 투어를 신청
하는 경우 사복경찰이 배정되어 투어에 동반. 2020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19 확산으로 투어 중지.

ㅇ 충혼탑(Martyrs' Memorial (Makam Ech-Chahid, Monument des Martyrs))
도시명

알제

주소

Chemin Omar Keshkar

운영시간

(박물관) 09:00~16:45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박물관) 금요일
1982년 알제리 독립 2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알제리 독립 기념탑(충혼탑)이다. 전체 높이는 92m에 달하
며 세 개의 거대한 야자수잎이 서로 기대어 서 있고 그 아래로 영원의 불이 타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 각
야자수 잎 아래 끝에는 프랑스 침략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각각 독립 투쟁을 펼치던 전사의 모습이 서 있
다. 기념탑 아래에는 원형극장과 무자히드(순국선열) 박물관이 있다. 기념탑의 건축은 프랑스 건축회사인
라발린(SNC Lavalin)이 맡았으며 알제리 건축가와 예술가가 작업에 참여했다. 알제시 어느 곳에서 기념탑
을 볼 수 있으며 알제리 독립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건축물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19 확산으로 운영 현황이 불규칙적인 바, 방문 시 사전 확인 필요

ㅇ 실험정원 (Botanical garden El Hamma (Jardin d’essai du Hamm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알제
Rue Mohamed Belouizdad
(동절기) 10:00~17:00, (하절기) 10:00~18:00
없음.
32ha에 달하는 자연공원으로 1832년 프랑스에 의해 식민지 대륙의 이국적인 식물종 생육을 연구하기 위
한 시험 정원으로 조성돼 90년 테러 시기에 폐쇄했다가 재개관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험 정원으
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식 정원과 영국식 정원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공원 내 동물원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알제 시내 유일한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 Tarzan 시리즈 중 ‘Tarzan the Ape
Man’이 1932년 이곳에서 촬영된 적이 있어 이곳에서는 일명 ‘타잔 공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20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19 확산으로 운영 중단
<자료원 : KOTRA 알제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오베르쥬 뒤 물랑(Auberge du Moulin)
도시명
전화번호

알제
+213 21 36 08 43

주소

24 Bd Abane Ramadane, Cheraga, Alger

가격

1인당 30~4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08:00~24:00
라마단 기간, 종교 휴일 등 (사전 확인 필수)

소개

전통이 있는 프랑스·알제리식 식당, 예약필수

비고

2020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 일시 중지. 방문 전 확인 필요.

ㅇ 라 파고드 드 자드(La Pagode de Jade)
도시명
전화번호

알제
+213 21 69 21 21

주소

24 Avenue Suoidani Boudjemaa, El mouradia, Alger

가격

1인당 30~40달러

영업시간

12:00~22:30

소개

El Djazair 호텔 내에 위치한 전통 있는 중국 식당으로 저명인사들이 다녀간 유서 깊은 레스토랑

비고

2020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 일시 중지. 방문 전 확인 필요.

ㅇ 쉐 소베르(Chez Sauveur)
도시명
전화번호

알제
+213 21 81 99 82

주소

Port El Djemila, Ain Benian

가격

1인당 15~25달러

영업시간

11:00~15:30, 18:30~23:30

소개

바닷가에 위치한 해산물 전문식당으로 재료가 신선한 편

비고

2020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 일시 중지. 방문 전 확인 필요.

ㅇ 조리 레스토랑(Zhori Restaurant)
도시명

알제

전화번호

+213 21 92 06 78

주소

66, Rue Sfindja EL Biar, Algiers, Algeria

가격

1인당 20~3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12:00~14:00, 19:00~22:00
라마단 기간, 공휴일 등 (사전 확인 필수)

소개

이태리식 식당, 알제 시내 전망을 볼 수 있음(주류 판매)

비고

2020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 일시 중지. 방문 전 확인 필요.

ㅇ 알 부스탄(Al boustan)
도시명
전화번호

알제
+213 5 50 03 11 87

주소

Bois des Arcades, Riad El Feth

가격

1인당 20~30달러

영업시간

12:00~15:00, 19:00~24:00

소개

충혼탑 근처 식당으로 해산물 및 양고기 요리(메슈이)로 유명

비고

2020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 일시 중지. 방문 전 확인 필요.
<자료원 : KOTRA 알제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 한국식당
없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오뗄 뒤 발(HOTEL DU VAL)
도시명
주소

알제
1er Boulevard du 11 Décembre 1960-El Biar

전화번호

+213 21 79 72 53

홈페이지

https://hotelduval-dz.com/

숙박료

120~150달러(스탠다드 룸)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완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시설도 깨끗한 편으로 대사관 근처에 위치

ㅇ 오뗄 시디 야히아(Hotel Sidi Yahia)
도시명
주소

알제
Lot 16 Petite Province, Hydra

전화번호

+213 23 54 42 48

홈페이지

http://www.hotelsidiyahia.com/

숙박료
소개

120~150달러(스탠다드 룸)
2018년 개장한 호텔로 깨끗하고 모던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

ㅇ 소피텔(Sofitel)
도시명
주소

알제
172, Rue H ben Bouali

전화번호

+213 21 68 52 10

홈페이지

http://www.accorhotels.com

숙박료
소개

200~250달러(스탠다드 룸)
실험정원 옆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글로벌 호텔 체인 Accor 그룹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ㅇ 라마라즈 호텔(Lamaraz Hotel)
도시명
주소

알제
1 Rue Rabia Mohamed, Kouba 16000, Alger

전화번호

+213 21 778 778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LamarazArtsHotel/

숙박료
소개

120~150달러(스탠다드 룸)
비즈니스 호텔로, 완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시설이 깨끗하고 모던한 편.

ㅇ 래디슨 블루 호텔(Radisson Blu Hotel )
도시명
주소

알제
Lotissement Moutchachou Lot BD 11, Hydra 16043

전화번호

+213 21 98 32 32

홈페이지

https://www.radissonhotels.com/en-us/hotels/radisson-blu-algiers-hydra

숙박료
소개

120~151(스탠다드 룸)
2019년 완공 후 개장. 내부시설이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으며 무역관 인근에 위치

<자료원 : KOTRA 알제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2020년 6월 말 기준, 알제리는 일부 철수권고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여행자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속해있다. 철수가 권고되는
적색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카빌리 지역 6개 주 산악지역(부메르데스, 부아라, 티지 우주, 베자이아, 보르즈부아레리즈, 지젤), 국경지역
(튀니지 접경 테베사, 엘웨드 동부, 우아글라 동부, 리비아 접경 일리지 동부, 니제르ㆍ말리ㆍ모리타니 접경 타만라셋 남부, 아드라르 남서
부, 틴두프 남서부)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테러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소로, 대외적으로는 알제리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 아직 외국인 투자유치 등 알제리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말 실시한 국민 대
화 합헌장(Charter for Peace &National Reconciliation)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돼 사실상 테러가 종식된 것으로 알제리 정부는 대내
외에 공표한 바 있다. 최근 테러발생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비즈니스맨의 알제리 방문 러시를 이
루고 있으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최근 KOTRA 알제 무역관과 외국공관 밀집 지역인 Hydra지역에서도 최근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난, 폭행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이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수도인 알제시는 타 지역보다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 테러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방출장 시에는 육로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우리 대사관이나 현지 KOTRA 알제 무역관과 유기적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 기업이 수도 알제 이외 오랑, 콘스탄틴, 아나바, 바트나 등 지방에 소재한 주요 상업 도시를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 출장 시는 가급적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육로 이동 시는 현지인을 대동해 주간에 이동하는 것이 좋다. 테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곳을 방문 시 경유하는 것과 심야 단독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서방국의
경우 알제리의 치안 상태는 위험 수준으로 평가해 자국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대사관에 연락하여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야 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여러 각도로 촬영해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
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
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ㅇ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4,560 알제리 디나르의 수수료와 미화 15달러의 국제교류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3~4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600 알제리 디나르의 수수료와 미화 2달러의 국제교류기여금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대부분 당일 처리
되나 신원확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ㅇ 화재 신고: 14
ㅇ 경찰 신고: (대테러) 1590 (기타 경찰 신고사항) 1548
ㅇ 의료: 앰뷸런스 서비스 +213 21 67 16 16
ㅇ 외국대사관보호국: +213 21 58 20 80 (원칙적으로는 외국대사관 보호국이지만 대사관 직원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호. 긴급
상황인 경우 연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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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