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우크라이나의 화폐단위는 흐리브냐(Hryvna)로서 약칭은 Hr 또는 UAH이며, 1흐리브냐는 100 코피욕(Kopiyock)이다. 주화에는 1, 5,
10, 25, 50 Kopiyock, 1 흐리브냐(Hr) 등이 있으며, 지폐에는 1, 2, 5, 10, 20, 50, 100, 200, 500 흐리브냐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높
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점점 주화 단위의 화폐 사용률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환전방법
호텔, 은행, 그리고 시내의 도처에 산재해 있는 사설 환전소에서 달러화, 유로화, 루블화를 현지화(흐리브냐화)로 환전할 수 있다. 환전소
간에 환율 차이가 심하지는 않으나 다소의 차이는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근 환전소의 환율을 비교해 보고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단, 공항환전소는 환율수수료가 매우 높아 현지화로 환전할 때 다소 불리하므로 현지화로 환전 시에는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
다.

암달러상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적용환율에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암달러상을 통한 환전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암달러
상을 통한 환전은 피하도록 한다. 환전소에서 현지화를 달러화로 다시 환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차손을 입게 되므로 당장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자 수표는 일반 환전소에서는 받지 않으며, 일부의 은행에서만 환전해주므로 사용이 매우 불편하다. 정부의 기존 외환관리 정책에 따
르면 여권을 지참해야만 환전이 가능했으나, 2016년 하반기 정책이 바뀌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환전이 가능하다. 2016년 6월 17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결의안 342항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에서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외화는 12,000흐리브냐로 제한된다.

또한 현지 계좌에서 개인이 돈을 인출할 경우 하루 100,000흐리냐로 제한되며 송금할 경우에는 하루 15,000흐리브냐, 한 달
150,000흐리브냐로 제한된다. 다만 교육비, 법정 소송비, 각종 상해나 질병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호텔, 대형마켓, 대형식당 등 일부 거래만 가능하므로 카드 사용이 대중화되지 못했으며,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불하려고
할 때 기기고장 등의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출장 시 어느 정도의 현금은 준비해 오는 것이 필요하다.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통상 신용카드 예치나 호텔요금 선불을 요구하므로 국내 신용카드는 최소 1개 정도는 소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거주 등록이 된 경우 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은
행에 입금한 후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발급은 가능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신
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나. 교통

교통상황
키예프시 대부분의 지역을 지하철로 갈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 있으며, 버스 및 전차노선도 많은 편이다. 1~2시간 이내면 키예프 시내의
대부분을 갈 수 있지만, 키예프 시내는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키예프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 수단인 지하철(METRO)를 타기 위해서는 역내 매표소에서 1회용권 토큰(쮀똔)이나 충전식 지하철카드를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메트로) 요금은 편도 8흐리브냐이고, 카드 충전 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충전할수록 개별 티켓의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진다.

버스
우크라이나에는 일반버스, 마르쉬르트카(노란색의 미니버스), 트롤레이버스, 트램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다. 요금은 6-8흐리브냐
내외이다. 일반버스와 마르쉬르트카를 탈 때에는 기사에게 직접 버스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전기버스(트롤레이버스)나 트램을 이용할 시
버스 뒷문 쪽에 티켓을 파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티켓을 구매한 뒤, 버스 내에 비치된 펀칭 기계를 이용하여 표에 직접 펀칭을 해야
한다.

택시
택시는 길거리 어디서나 잡을 수 있으나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택시는 정식택시 및 자가용 영업택시 모두 택시 내에 미
터기(요금기)가 없으며, 이런 사유로 승객들은 택시를 거리에서 세워 타기 전에 목적지부터 얘기하고 요금을 흥정한다. 이러한 사전 흥정
은 전화로 콜택시를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요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무작정 타게 되면 바가지를 쓰기 쉽다.

하지만 밤에는 치안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식 택시를 이용하고, 길거리에서 잡는 택시보다는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
이 좋다. 또한 콜택시 이용 시 출발 거리명 및 도착 거리명을 간단한 우크라이나어로 암기해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적은 후 원하는 금액을 적으면 근처의 기사들을 연결해주는 택시 애플리케이션도 주로 이용되는 편인데,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Uklon이 있으며, 우버(Uber) 택시 또한 우크라이나에 도입돼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키예프 시내 약 5~10km 거리의 경우에는 50~100흐리브냐(약 3~5달러)를 주면 된다. 보리스폴 국제공항에는 택시회사 사무실이 있으
므로 이곳에 가서 택시를 타는 것이 안전하며, 키예프 시내까지는 20달러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ㅇ Call Taxi 연락처(휴대폰 이용 시)
- Taxi kyiv : 093-227-1227
- Super Taxi: 237-2999/ 248-0606
- Grand Taxi: 237-3000/ 3676
- Partner Taxi: 234-4444
- Radio Taxi: 249-6249, 246-1036
- Express Taxi: 239-1515

다. 통신

핸드폰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Vodafone, Kyivstar, Lifecell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해외 로밍을 해오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현지에
서 선불 유심을 구매할 수 있다. Vodafone 기준 전화와 문자메세지 포함 데이터 4GB에 한화로 약 3500원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시내
에 있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선불 유심을 구매할 수 있고 사용 중 요금이 부족할 시, 통신사 매장 및 마트, 쇼핑몰 등에 비치된 기계를 이용
하여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대부분의 식당과 호텔, 카페, 쇼핑몰 등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에 비해 속도가 느린 편이다. 지하철 및 대중교통수
단 이용 시,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다, 아직 유심을 구매하기 전인데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면,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나 카페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 관광명소

ㅇ 성소피아 사원(Saint Sofia Cathedra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키예프
St. Vladymyrska 24, M. Zoloti Vorota
10:00~17:30(수요일 10:00~16:30)
목요일 휴관
키예프를 대표하는 사원의 하나로, 1037년 아시아 유목민족과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전쟁터 위에
건립됐다. 해당 사원은 고대 키예프인들의 예배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
행한다. 외교사절 접수 및 외국과의 협정체결장소로 사용됐으며, 키예프 최초의 학교 및 도서관이 이 사원
내에 설치됐다. 경내에는 종루와 박물관이 있고 종루는 고딕양식으로 4층 78m의 높이이며, 박물관에는 사
원과 키예프의 역사에 관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사원 내의 프레스코화, 모자이크 등이 천 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
전화: +380 44 278 2620

ㅇ 페체르스카 라브라 대수도원(Pecherska Lavra Monastery)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키예프
St. Sichnevoho Povstannia 25, M.Arsenalna
9:00~18:00
연중무휴
남슬라브지방 최대의 수도원으로서 러시아 문화의 원천이다. 1051년 동굴에서 수도생활을 하던 두 사람의
수도승이 동굴 위에 사원을 지은 데서 기원됐다(페체르는 우크라이나어로 동굴을 의미함). 수도원이 세워진
것은 키예프 대공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스정교가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한 11세기 중반이며, 900여 년
에 걸쳐 여러 교회와 수도생활에 필요한 건물 등이 세워졌고, 16세기에는 보통의 수도원보다 격이 높은 대
수도원(라브라)의 칭호가 주어졌다.

명소소개
대수도원의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는 1108년에 세워진 트로이프카야(삼위일체) 성당이다. 이 수도원의 상
징인 대종루는 18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높이는 96m이다. 사원 내에는 Miniature 박물관, 서적인쇄박물
관, 영화연극박물관, 민예박물관들이 늘어서 있다. 수도원의 중심을 조금 벗어난 긴 낭하를 걸어가면 지하
동굴묘지가 있는데, 좁은 미로와 같이 펼쳐져 있고 통로 양 옆으로 수도승 미이라가 옷을 입은 채 관에 안치
돼 있다.
비고

전화: +380 44 255 1105
홈페이지: http://www.lavra.ua/

ㅇ 황금문(Golden Gate)
도시명
주소

키예프
Volodymyrska St, 40A, Kyiv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화: 10:00~17:00
수~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야로슬라브 공(1019~1054년) 시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요새가 일부 남아있는
건축물로서 1983년 현재의 상태로 복원하고 같은 해 Golden Gate 박물관을 개관했다. 고대 키예프인들이
사용하던 병기나 Golden Gate 근처에서 발굴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당시 문의 위쪽에 다량의 금박이 사
용돼 사원의 돔과 함께 매우 빛났다고 해 황금문으로 불리게 됐다.
전화: +380 44 278 6919

ㅇ 우크라이나 민속박물관(Ukrainian Folk Village)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키예프
Vulytsya Akademika Tronka, Kyiv
오전 10:00~18:00
연중무휴
시내에서 승용차로 약 30분 거리의 외곽에 위치해있다. 총 면적 150헥타르에 우크라이나 전통 가옥 400채
이상을 고대부터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농촌 풍경 등을 재현한 곳에서는 우리의 옛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쟁기, 물레방아, 베틀 등도 전시되어 있어 동서양의 농촌 문화를 비교해볼 수 있다. 주말이면 현지인
들의 산책 장소로도 많이 이용된다.
전화: +380 98 913 8007

ㅇ 안드리브스키 사원(St. Andrews Church)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키예프
23 Andriyivskyi uzviz, M. Poshtova Ploscha
여름: 10:00~20:00
가을/겨울: 10:00~18:00
연중무휴
1748년 이탈리아의 건축가 라스트렐리(Rastrelli)에 의해 당시 러시아 여제 엘리자베스 1세의 키예프 방문
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라스트렐리는 상트빼테르부르그의 겨울궁전, 에르미타쥐 박물관, 키예프의 마
린스키 궁전 등도 건축했다. 외부 장식으로는 키예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교회라 할 수 있다. 큰 돔은 높이
가 60m 정도이며, 이를 중심으로 네 귀퉁이에 녹색의 둥근 지붕이 각각 금으로 장식돼 있다. 해당 사원을
중심으로 일명 안드리브스키 언덕에 많은 갤러리와 기념품 노점상들이 형성, 무명 화가들이 그린 그림과 간
단한 민속공예품을 구경 및 구입 가능하다.
전화: +380 44 599 0005
홈페이지: http://andriyivska-tserkva.kiev.ua/

ㅇ 국립 오페라 극장(National Opera House)
도시명
주소

키예프
St. Vladymyrska 50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공연 스케쥴 참고
월요일 휴관 / 7~8월: 해외공연 일정으로 장기간 휴관함(방문 시, 사전 확인 필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오페라, 발레 전용극장으로 매일 발레 또는 오페라를 공연한다. 티켓은 예약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나 공연 당일 극장 매표소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매표소는 오페라 극장 입구 양 옆에 위치해 있
다.
전화: +380 44 234 7165
홈페이지: http://www.opera.com.ua/en

ㅇ 마린스키 궁전(Marinsky Palace)
도시명
주소

키예프
St. M.Hrushevskoho 5a, M.Arsenalna

운영시간

현재 내부 보수 공사 중으로 입장 불가

휴무일

현재 내부 보수 공사 중으로 입장 불가

명소소개

1750~1755년 에카테리나 여제를 위해 당대의 유명 건축가들을 총동원해 세운 황제 전용 궁전으로 건물의
길이는 65.3m, 총 길이 119.1m, 건물의 폭은 20m이다.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궁전 내부는 화
려한 장식으로 유명하다. 1층은 석재, 2층은 목재로 건축됐는데 1819년 화재에서 2층이 소실됐다.
1870년 알렉산드르 2세와 마리나 황후의 방문에 맞추어 마옙스키의 건축으로 지어졌으나 2차 대전 때 건
물이 파괴돼 1945~1949년 보수했다. 알렉산드르 2세 부인 마리아 황후를 기념하기 위해 마린스키 궁전으
로 불린다.

ㅇ 조국 어머니상 및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관(The motherland monument and National museum of the history of
Ukraine in the Second World War)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키예프
St. Lavrska 27, Kyiv
10:00~17:00
월요일 휴관
드니프로 강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는 조국의 어머니 상은 소련 흐루시초프시
절 건설되었다. 동상이 들고 있는 칼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동상의 높이가 성 소피아 성당보다 높을 수
없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동상이 건설된 이후 칼의 길이를 7m 정도 잘라냈기 때문이다. 조국의 어머니
상 밑에는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관이 위치해 있으며 당시의 사진 자료와 함께 소련제 탱크, 비행기 등이 함
께 전시되어 있다.
전화: +380 44 285 9425
홈페이지: warmuseum.kiev.ua
<자료원 : 키예프 무역관 자체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오빠나스(Opanans)
도시명
전화번호

키예프
38(044) 585-0523

주소

Tereshchenkivska St,10

가격

1인당 20~50 USD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9:30~24:00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키예프 국립대학 근처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전통 고급식당

ㅇ 짜르스키셀로(Tsarske Selo)
도시명

키예프

전화번호

38(044) 288-9775

주소

Lavrska St, 22, Kiev

가격

1인당 20~50 USD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9:00~25:00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키예프 시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전통 고급식당

ㅇ 뻬르박(Pervak)
도시명

키예프

전화번호

38(044) 235-0952

주소

2 Rohnidynska St.

가격

1인당 20~50 USD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00~24:00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키예프 시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전통 고급식당
<자료원 : 키예프 무역관 자체조사>

- 한국식당
ㅇ 본죽(Bonjuk)
도시명
전화번호

키예프
+38-044-490-2632

주소

Ave. Nauky 22, Kyiv

가격

1인당 1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0:00~21:00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한국인 운영

ㅇ 아리랑(A Ri Rang)
도시명
전화번호

키예프
+38-044-528-5529

주소

St., Horkoho 160, Kyiv

가격

1인당 1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0:00~22:00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고려인 운영

ㅇ 한강(Han Gang)
도시명
전화번호

키예프
+38 (093) 690-8298

주소

St., Turgenevskaya 16, Kyiv

가격

1인당 1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0:00~22:00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한국인 운영

ㅇ 한국관(Han Kuk Kwan)
도시명
전화번호

키예프
+38 (044) 458-4514

주소

Zheliabova St 10A Kyiv

가격

1인당 1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11:30~21:40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소개

한국인 운영
<자료원 : 키예프 무역관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루스(RUS)
도시명
주소

키예프
Hospitalna Str., 4

전화번호

+38 (044) 391-0063

홈페이지

http://www.hotelrus.kiev.ua

숙박료
소개

싱글 35유로 / 트윈 45유로
키예프 시내에 위치한 3성급 호텔로 내부에 대형 상담장을 갖추고 있어 비즈니스 행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함
.

ㅇ 이비스 키예프(IBIS Kiev)
도시명
주소

키예프
Blvd Taras Shevchenko 25

전화번호

+38 (044) 591-2222

홈페이지

http://www.ibis.com/Kiev

숙박료

싱글 51유로 / 트윈 51유로

소개

키예프 중심부에 자리잡은 3성급 호텔로 가격대비 시설이 좋음.

ㅇ 홀리데이 인 키예프(Holiday Inn kiev)
도시명
주소

키예프
Chervonoarmiiska Str. 100

전화번호

+38 (044) 363-3000

홈페이지

http://www.ihg.com/

숙박료
소개

싱글 110유로 / 트윈 110유로
키예프 중심가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ㅇ 드림하우스 호스텔 키예프(DREAM House Hostel Kyiv)
도시명
주소

키예프
Andreevskiy Spusk 2D, Podilskyj, 04070, kiev

전화번호

+380 44 580 2169

홈페이지

http://dream-hostels.com

숙박료
소개

1박 약 12USD
키예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관광을 하기 편리하고, 숙박 사이트 내에서도 높은 평점을 받은 호스텔
<자료원 : 부킹닷컴>

사. 치안

치안상황
치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오데사 등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야간 외출 시 현금을 많이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그룹으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대도시에서는 스킨헤드 등 아시아계 유색인종을 혐오하는 단체
가 단순히 아시아계라는 점 때문에 공격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성 소매치기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흔히 사용 되는 수법은 길에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외
국인이 다가오면 지갑을 주워서는 "함께 보았으니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며 골목길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때 주인을 사칭하는 사람이 나
타나 지갑에 돈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채우라고 강요한다. 지갑을 들고 같이 나누자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한
다.

또 다른 경우는 앞서 지나가는 사람이 돈뭉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을 주우면 한 뭉치가 아니라 2-3뭉치가 있었다면서 내놓으라고 하
거나 지갑을 보자고 해서 지갑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가 버리는 수법이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지갑이나 돈이 떨어지
면 절대 줍거나 떨어뜨린 사람에게 얘기해 주지 말고 못 본척하고 지나가 버려야 한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누가 현지어로 무슨 말을 하며 따라 붙으면 다소 큰 목소리로 "니" 또는 "노"라고 하면서 뿌리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다. 이러한 소매치기는 주로 여행객을 노리며, 시내 번화한 거리나 호텔 주변에 많이 있다. 시내 마이단(독립광장) 주변에는 집시들이 소매
치기하는 경우와 경찰(보통 2인 1조)들이 불심검문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ㅇ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현황(2018년 12월 기준)
- 적색경보(철수 권고):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크림 자치 공화국
- 황색경보(여행 자제): 적색경보 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 지역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경찰(긴급전화 102)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 현장에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 및 응급 구조대(긴급
전화 103)에 모두 신고하여 부상자가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 먼저 경찰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만 향후 자동차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고자 차량을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은 사고
난 상태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의 경우 가장 먼저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신고하여 분실 사실을 통보하고,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여권 분실 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확인서를 끊어준다. 경찰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기까지
는 많게는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확인서상에는 보통 '우크라이나 경찰의 수색 노력에도 불구, 여권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게 된다. 우크라이나 경찰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것은 향후 우크라이나 출국 시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지갑 분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여행자 보험 등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확인서를 받으면 해당 보험 상품을 통해 소정의 금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다.

3) 응급 전화번호

ㅇ 화재: 101
ㅇ 경찰: 102
ㅇ 구급차: 103
ㅇ American Medical Center: +38 (044) 490-76-00
ㅇ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38 (044) 246-37-59~61
ㅇ KOTRA 키예프 무역관: +38 (044) 495-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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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