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페루는 자국화폐(SOL)와 미화(USD)가 모두 공식 화폐로서 지정되어 통용되나, 택시 및 작은 상점 등은 미화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
어 체류 시 사용할 적정 금액은 환전할 필요가 있다.

환전방법
달러의 경우 가운데 인물 그림이 있는 부분을 손톱으로 긁었을 때 올록볼록하게 굴곡이 있는 것이 느껴지면 진폐로 간주할 수 있다. 현지
화는 밝은 쪽을 향해 지폐를 펴서 보았을 때 지폐 상에 있는 인물사진 한 쪽 여백에 투영돼 비치는 경우 진폐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위조지
폐에도 투영인물 사진을 손으로 그려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밝은 쪽으로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폐에 인물사진이 희미하고 조악하게 보
이면 위조지폐로 간주할 수 있다.

가급적 거리에서 계산기를 들고 다니는 노점 환전상의 경우, 위조 지폐 및 계산기 조작에 의한 사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가급적
은행이나 호텔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환전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굳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 4자리를 요구하거나 서명(신분증 제시 필요)을 요구한다. 아울러 Visa 카드 결제 기계와 Mastercard를 비롯
한 타 카드 결제 기계가 분리되어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Visa 카드만 보유한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Visa 카드 소지를 추천한다. 호텔
등 무역관 지정 장소 외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 불법 복제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페루는 총연장 7만Km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 주를 연결하는 기간도로망은 23,910km에 이른다. 기간도로망은 전국을
동서남북으로 횡단하고 있으며, 북부 에콰도르 국경에서 남부 칠레 국경까지 연결된 Panamericana 도로와 태평양 연안의 수도 리마에서
동쪽으로 안데스 산맥 및 아마존 정글을 가로지르는 Carretera Central로 구성된다.

버스
버스는 마이크로버스부터 대형 버스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시내버스 요금은 약 1~1.7누에보 솔 정도이다. 택시운전기사 중에는 간
혹 강도들과 연결해 외국인 승객을 노리는 자들이 있으나 버스의 경우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도 범죄의 가능성은 적은 편
이다. 그러나 버스 내 탑승객이 많은 경우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Cruz del Sur, Moviltur 등 도
시 간 시외버스 서비스가 비교적 발달된 편으로 지방여행을 하는 경우 경비 절감이 가능하다.

택시

페루는 아직 택시미터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타기 전에 반드시 운전사와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아울러 길
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다른 탑승자와 동행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택시영업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소지

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앞유리에 "TAXI"라는 스티커를 한 장만 붙이고 영업을 하면 된다. 노란색으로 차량 위에 택시표시
를 한 차량은 정식으로 택시 영업허가를 받은 택시이다.

외국인은 특히 밤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정식 영업등록 택시 혹은 Uber, Cabify, Beat, Easy Taxi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호텔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 또한 안전하다.

일반택시 탑승 시 기본요금이 4~5누에보 솔(약 1.25달러) 수준이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 리마 시내 내 이동하는 경우 평균
5~15누에보 솔 정도가 든다. 공항에서 시내 도심(호텔)까지 이동 시 공항 택시와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 택시의 경우 가격이 비
교적 높은 편으로 약 20달러 정도이며, 일반택시의 경우 약 10달러 정도를 요구한다.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 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며 가격은 약 40달러 내외이다. 투숙 손님에게는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 통신

핸드폰
휴대 전화의 보급률이 일반전화 보급률을 앞질러 연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구입비용 및 사용료도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 휴대전
화의 경우 주요 통신사는 Movistar(Telefonica)와 Claro가 쌍벽을 이루고 있다. 페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미리 카드를 사서 충전
금액만큼 사용하는 Pre-Pago 방식과 한국과 같이 후불제로 지불하는 Post-Pago 방식이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페루의 인터넷 보급률은 높은 편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가 끊기며 고산 지대의 경우 속도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많은 공공시
설 및 식당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심을 구입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관광명소

ㅇ 나스카 라인(Nazca Lines)
도시명

나스카(Nazca)

명소소개

페루 남부 사막에 그려진 거대한 그림들로, 300m 이상 상공에서 내려다 보아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나스카 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대 종교의식과 관련되었다는 주장부터, 외계인의 작품이라는 주장
까지 다양한 해석이 있다.

비고

나스카라인은 경비행기를 타고 관람을 할 수 있으며, 경비행기 예약은 현장 혹은 사전 여행사를 통해 진행

ㅇ 케네디 공원(Kennedy Park)
도시명
주소

리마(Lima)
Diagonal, Miraflores 15074

명소소개

페루 리마의 상업지구인 미라플로레스(Miraflores)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으로서 고양이가 많이 서
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페루의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잡상인 들이 즐비하며 공원 내 광장에서 춤
을 추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다.

ㅇ 라르코마르(Larcomar)
도시명
주소

리마(Lima)
Malecn de la Reserva 610, Miraflores 15074

운영시간

매일 10:00~22:00

명소소개

페루 리마의 상업지구인 미라플로레스(Miraflor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 바다를 뷰로 하고 있는 쇼핑
몰임. 쇼핑과 더불어 맛있는 식사와 아름다운 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힘.

ㅇ 와카치나 호수(Huacachina)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와카치나(Huacachina)
Balneario de, Huacachina 11000
수도 리마에서 약 4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막 한 가운데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생겨난 도시임.
방문시 오아시스를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막 내 버기투어(Buggy Tour)도 같이 할 수 있음.

ㅇ 마추픽추(Machu Picchu)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쿠스코(Cusco)
Machu Picchu, Peru
오전 예약자 06:00~12:00
오후 예약자 12:00~17:30
마추픽추는 쿠스코에서 112km, 해발 2,430미터의 지점에 위치한 고대 잉카시대의 유적지로 건설 연대와
동기는 불분명하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케추아어로 '늙은 봉우리'라는 의미의 마추픽
추는 1911년 미국의 탐험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전설 속의 도시였으며,
건설 당시에는 약 2만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추픽추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페루 정부는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 보존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관람 시간을 단축하였다. 오전 예약자는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에 관람이 가능하며, 오후 예약자
는 정오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관람이 가능하다.

명소소개
마추픽추는 잉카 레일(Inca Rail), 페루 레일(Peru Rail)과 같은 열차를 이용하거나 잉카트레일(Inca
Trail)로 알려진 트레킹코스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열차 이용 시, 비수기의 경우 1주일 전, 성수기의 경우
2주일 전에 쿠스코-마추픽추행 왕복 열차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잉카트레일은 쿠스코를 출발해 마추픽추까지 걸어 도착하는 인기 트레킹 코스로 잉카의 유적과 자연을 만
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동 트레킹의 소요기간은 평균 4일이며 여행사에 따라 기간과 가격이 다르므로
출발 전에 몸 상태와 예산을 잘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인터넷 또는 쿠스코에 위치한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
할 수 있다.
비고

유적지 보호 목적으로 일일 입장객 수 제한
<자료원 : KOTRA 리마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로사 나우띠까(Rosa Nautica)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445 0149

주소

Espign Miraflores, Lima 18, Circuito de Playas, Miraflores

가격

3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소개

월-일 12:00 - 24:00
미라플로레스 해안에 위치한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으로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특징임. 식사와 함께 아
름다운 석양과 몰아치는 파도를 몸소 느낄 수 있음.

ㅇ 딴따(Tanta de Larcomar)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446 9357

주소

Malecn de la Reserva 610, Miraflores 15074

가격

15~50누에보 솔

영업시간

월-일 9:00 - 24:00

소개

관광명소인 라르코마르(Larcomar) 쇼핑몰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페루의 전통적인 음식을 적절한 가격
에 맛있게 서빙하는 것으로 유명함. 페루의 음식을 간단한 식사 한끼로 느끼고 싶다면 적절한 식당임.

비고

추천메뉴 : Aeropuerto de Quinoa, Pollito Nikkei, Espaguetti del Nonno, Espaguetti Mediterraneo,
El Pollo y el Risotto, 믹스주스

ㅇ 치파 로얄(Chifa Royal)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422 9547

주소

Av. Guillermo Prescott 231, San Isidro 15076

가격

20~50누에보 솔

영업시간
소개

ㅇ 지그재그(Zig Zag)

월-금 12:00-23:55
토-일 12:00-00:59
한국 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중식당으로서, 페루식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적절한 식당임.

도시명
전화번호

아레키파(Arequipa)
+51 54 206020

주소

Calle Zela 210, Cercado De Arequipa 04001

가격

2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소개

월-일 12:00-23:00
아레키파에 위치한 아레키파식 식당으로서, 알파카 고기 요리로 유명함.

ㅇ 치차(Chicha)
도시명
전화번호

쿠스코(Cusco)
+51 84 240520

주소

Plaza Regocijo 261

가격

20~50누에보 솔

영업시간

매일 12:00-22:30

소개

페루 지방에만 위치한 유명 셰프의 식당 체인으로서, 페루의 주요한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으
로 유명함.

비고

추천 메뉴 : 알파카 요리, 우설 요리

- 한국식당
ㅇ 노다지(Nodaji)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476 0093

주소

Av. Aviacion 3257, San Borja, Lima, Peru

가격

2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월-토 12:00-22:00
일 13:00-22:00

소개

리마 산보르하(San Borja) 지구에 위치해있으며 한인마트 아씨마트와 붙어있음.

비고

추천 메뉴 : 메로찜(30분 전에 주문해야함)

ㅇ 아리랑(Arirang)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리마(Lima)
+51 1 221 5627
Ca. Las Orquideas 443-447, San Isidro, Lima, Peru

가격
영업시간
소개

20~100누에보 솔
월-토 12:00-15:00 18:00-22:00
일 13:00-22:00
리마 산이시드로(San Isidro) 지구에 위치해있음.

ㅇ 대장금(DaeJangGuem)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624 9254

주소

Av. San borja sur 279, San borja, Lima, Peru

가격

2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월-일 12:00-22:00

소개

리마 산보르하(San Borja) 지구에 위치해있음.

비고

추천 메뉴 : 짜장면 등 중식류

ㅇ 한국관(Han Kook Kwan)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624 9004

주소

Av. San Luis 2256, San Borja Sur, Lima, Peru

가격

2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소개

월-토 12:00-22:00
일 14:00-22:00
리마 산루이스(San Luis) 지구에 위치해있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스위소텔(SWISSOTEL )
도시명
주소

리마(Lima)
Via Central 150, Centro Empresarial Camino Real, San Isidro, Lima, Peru

전화번호

+51 1 421-9888

홈페이지

http://www.swissotel.com/

숙박료
소개

170~25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5성급

ㅇ 델피네스 호텔(Delfines Hotel &Convention Center)
도시명
주소

리마(Lima)
Calle Los Eucaliptos 555, San Isidro 15073

전화번호

+51 1 215 7000

홈페이지

https://www.losdelfineshotel.com/

숙박료
소개

110~17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4성급

ㅇ 하얏트 센트릭(Hyatt Centric)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리마(Lima)
Av Jorge Basadre 367, Lima 15073
+51 1 611 1234
https://www.hyatt.com/en-US/hotel/peru/hyatt-centric-san-isidrolima/limct?src=corp_lclb_gmb_seo_latam_limct

숙박료
소개

110~17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4성급

ㅇ 따야네스 호텔(Hotel Los Tallanes)
도시명
주소

리마(Lima)
Av Jorge Basadre 325, San Isidro 15073

전화번호

+51 1 221 0001

홈페이지

https://www.hoteltallanes.com.pe/

숙박료

80~11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소개

3성급

ㅇ 매리어트(JW Marriott El Convento Cusco)
도시명
주소

쿠스코(Cusco)
Esquina De La Calle Ruinas 432 Y, Calle San Agustin, Cusco 08001

전화번호

홈페이지

+51 84 582200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cuzmc-jw-marriott-el-convento-cusco/?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소개

150~30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5성급

- 게스트하우스
ㅇ 올라 페루(Hola Peru)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리마(Lima)
Calle Piura 1067, Miraflores 15074
+51 960 695 240
문의 요망

ㅇ 빅토리 게스트하우스(Victory Guesthous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소개

리마(Lima)
Calle Capitan Augusto Gutierrez Mendoza 111, Miraflores
+51 987 765 698
문의 요망
ㅇ 공항 픽업 서비스
ㅇ 세탁 서비스
ㅇ 아침 저녁 식사
<자료원 : KOTRA 리마무역관, 재페루 한인회>

사. 치안

치안상황
최근 들어 베네수엘라 이민자 70만명 이주로 위험도가 급증하였으며, 실제로 리마 시내의 관광 중심지에서도 총기 강도 사건들이 일어나
고 있으므로 소매치기 등 잡범 발생 빈도수도 증가해 현지 이동 시 주의해야 한다. 2016년 2월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관광버스가 나스
카에서 쿠스코로 이동 중 무장강도들로부터 소지품을 강탈당한 사례가 있다.

ㅇ 외교부 해외여행경보 발령현황(2019년 2월 기준)
- 남색경보(여행유의): 우카얄리 주 : 코로넬 포르티요 지역/ 리마 주/ 리마, 카야오 특별구 지역
- 황색경보(여행자제): 로레토 주/ 산 마르틴 주 : 우아야가, 토카체 지역/ 우아누코 주 : 레온시오 프라도, 마라뇽, 우마리에스, 우아카이
밤바 지역/ 우카얄리 주 : 파드레 아바드 지역/ 툼베스주
- 적색경보(철수권고): 아푸리막 주 : 안다우아이라스, 친체로스 지역/ 아야쿠초 주 :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우앙카벨리카 주 : 츄르캄파,
타야카하 지역/ 쿠스코 주 : 라 콘벤시온 지역/ 후닌 주 : 사티포, 우안카요, 콘셉시온 지역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페루는 운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항시 유념해야 한다. 택시, 대중교통 등 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
우, 보유한 개인 보험을 활용하여 병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가 과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상대의 차량등록증(SOAT)을 가지고 발생한 병원비용 등을 청구하여
야 한다. 아울러 운전사고 등의 경우 적법한 면허 혹은 차량 등록증이 없어 현금으로 무마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상대의 차량
보험 유무와 면허증 유무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페루나 다른 중남미 국가를 여행하면서 여권을 분실하게 될 경우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충분한 여유가 없을 경우(근무일 기준 최소 5일) 미
국을 경유해서 돌아갈 수 없으며, 주말에 여권을 분실할 경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여권 분실 시 1) 관광경찰서에서 여권분실 신고증을 받아, 2) 대사관에서 새(임시) 여권을 발급받아(1~5일), 3) 페루 이민청에서 출국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은 정상적으로 신청할 경우 최소 3주가 걸리며, 긴급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최소 5일이 소요된다.

소지한 금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 본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최대 3,000달러까지 신속 해외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최
근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특히 많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국내 치안사정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안전 불감
증이 있으며, 범죄인들 사이에 한국인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을 유념해야 한다.

ㅇ 대사관 비상연락처 : +51-998-787-454 / +51-995-448-565
ㅇ 해외에서 범죄 예방 방법
- 외국인 관광객 티를 너무 내지 말 것
- 여권, 귀중품이나 너무 많은 물건을 몸에 소지하지 말 것
- 값진 귀걸이, 목걸이, 팔찌나 고가의 핸드폰, 카메라 등을 소지하지 말 것
- 늦은 시간에는 밖에 나다니지 말 것
- 외국인인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 지리나 장소를 물어보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가급적 빨리 그 자리를 피할 것
- 갑자기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 내 소지품을 챙겨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날 것
- 평소에 내가 소지하고 다니는 가방이나 배낭 등 물품의 개수를 잘 알고 있을 것
- 비행기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선반의 가방에 들어있는 여권, 귀중품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다 넣었다 하지 말 것(주변에서 누군가 당
신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음)
-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 카메라 등 귀중품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갑자기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유리창을 깨고 강탈할 가능성이
큼)

3) 응급 전화번호

① 의료

ㅇ 리마 시내 주요 종합병원, 응급실
[Clnica Ricardo Palma (리카르도 팔마 병원)]
- 전화 : (51-1) 224-2224, 224-2226 , (응급 Anexo) 1228
- 주소 : Av. Javier Prado Este 1066, San Isidro, Lima

[Clnica Anglo Americana (앵글로 아메리카 병원)]

- 전화 : (51-1) 616-8900, 616-8902, (응급 Anexo) 1132
- 주소 : Av. Alfredo Salazar 350, San Isidro, Lima

[Clnica San Felipe (산 펠리페 병원)]
- 전화 : (51-1) 219-0000
- 주소 : Av. Gregorio Escobedo 650, Jess Mara, Lima

[SANNA Clnica El Golf (사나 클리니카 엘 골프)]
- 전화 : (51-1) 635-5000
- 주소 : Av. Aurelio Miro Quesada 1030, San Isidro, Lima

[SANNA Clnica San Borja (사나 산 보르하 병원)]
- 전화 : (51-1) 635-5000
- 주소 : Av. Guardia Civil 337, San Borja, Lima

[Clnica San Pablo (산 파블로 병원)]
- 전화 : (51-1) 610-3222, 610-3333
- 주소 : Av. El Polo 789, Urb.El Derby de Monterrico, Surco, Lima

ㅇ 페루 지방 주요 병원
[(쿠스코) CIMA Medical Center]
- 전화 : (51-8) 425-5550
- 주소 : Av. Pardo 978, Cusco

[(쿠스코) Clnica Peruano Suiza]
- 전화 : (51-8) 423-7009
- 주소 : Av. Peru Mz K Lt 3, Rafael Aguilar Paez, Cusco

[(쿠스코) Clnica San José]
- 전화 : (51-8) 424-3367
- 주소 : Av. Los Incas 1414, Cusco

[(트루히요) SANNA Clnica Snchez Ferrer]
- 전화 : (51-4) 460-1050
- 주소 : Calle Los Laurales 436-Urb. California, Vctor Larco Herrea, Trujillo

[(피우라) SANNA Clnica Bethlehem]
- 전화 : (51-7) 362-6100
- 주소 : Calle San Cristobal 267-Urb. El Chipe, Piura

[(아레끼파) Clnica Arequipa]
- 전화 : (51-5) 459-9000
- 주소 : Av. Ejercito 505, Arequipa

[(아레끼파) SANNA Clnica del Sur]
- 전화 : (51-5) 460-4060

- 주소 : Bolognesi 134, Yanahuara, Arequipa

ㅇ 약국(24시간)
- INKAFARMA : 314-2020, www.inkafarma.com.pe
- Mifarma: 213-0777, www.mifarma.com.pe
- Boticas y Salud : 344-4343, www.boticasysalud.com

② 범죄
- Comisaria Monterrico
· 전화번호 : (+51-1) 435-0688

③ 화재
- 페루 소방서 https://sgonorte.bomberosperu.gob.pe/24horas
· 전화번호: 국번없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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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