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스페인은 EU 가입국으로 공용 화폐인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어로는 에우로라고 읽으며 표기 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천
단위에 .(점)을 쓰고, 소수점 아래 단위에서는 ,(쉼표)를 사용한다. 금액으로 소수점을 표시하는 쉼표 아래 단위는 쎈띠모라고 하며, 표현
시 00 에우로스 꼰 000(쎈띠모스)라고 읽는다.

환전방법
지폐에는 5, 10, 20, 50, 100, 200, 500 액권이 있으며, 이 중에서 10, 20, 50유로 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유로 및 500유
로 지폐는 대부분 상점에서 잘 받지 않는다. 달러는 호텔, 대형 백화점 외에는 받지 않으니 가급적 환전을 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환율이
유리한 정도는 호텔·백화점 <시내 환전소 <공항 환전소 <은행 순이다. 외환은행 고시 2020년 7월 10일 기준 환율은 1유로=1,356.90원
이다.

신용카드 이용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마트와 상점, 관광명소에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상점에 따라 10유로
이하의 경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결제 시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유로로 결제할 것인지 통화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 유로로 결제해야 환율이 덜 불
리하게 적용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지하철 및 버스는 한국과같이 한 번 티켓을 구입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 환승을 할 수 있으며 1회 시내 구간 티켓은 마드리드가 1.5유로
이다. 10회권은 12.2유로로 유효기간이 없어 1회권보다 더욱 경제적이며,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정기교통권(Abono
Transportes)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Abono Transportes를 이용하면 A존 일반 요금 기준 월 54.6유로로 지하철, 버스, 세르카이
나스 등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5세 이하일 경우 청소년용 정기교통권(Abono Joven) 요금제를 통해 구간에 상관없
이 월 20유로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금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드리드 대중교통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www.tarjetatransportepublico) 후 우편 수령하거나 지하철 역내 교통카드 사무실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사진 촬영,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도시의 지하철은 보통 5시~익일 1시까지 운행하는 편이며 버스는 야간버스가 적잖이
있어 한국보다 밤에 이동하기가 수월하다.

스페인의 러시아워는 8~10시, 그리고 18~20시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시간대이다.

버스
스페인은 마드리드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 망이 잘 발달해 있으며, 기차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하고 일반 철도보다 시간도 더 적게
걸리며, 철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마드리드에서 지하철 6호선(회색) Méndea Albaro역에 남부버스터미
널(Estacion Sur de Autobuse)이 가장 큰 주요 터미널이고, 고속버스 회사에 따라서 다른 소규모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터
미널을 잘 확인해야 한다. 스페인 내의 대표적인 버스회사는 ALSA(www.alsa.es), AVANZABUS(www.avanzabus.es).

SOCIBUS(www.socibus.es)이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케줄 및 가격 조회, 인터넷 예약까지 마칠 수 있다.

택시
서비스는 정직한 편이며 합승이나 호객 행위는 없다. 도로에 TAXI(딱시) 라고 써있는 간판이 택시 정류소이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도로
아무 곳에서나 손을 들어 택시를 잡을 수 있다. 차 지붕에 녹색 불이 켜있고, 조수석 앞 유리창에 'LIBRE'라는 글자판이 붙어있는 것이 빈
택시이다. 손님을 태운 택시는 지붕에 노란 불을 켜고 'OCUPADO'라는 글자판으로 바꾸게 돼 있다.

택시 통행이 드문 지역에서는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종전에는 콜택시를 부를 경우 인근 지역을 지나가던 일반 택시가 무선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미터기를 켜고 고객이 있는 곳까지 왔으나 콜택시를 부를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콜택시 회사로는 삐데딱시
(Pidetaxi/전화번호:(+34)91-547-8200), 그레미알딱시(Gremial Taxi/전화번호:(+34)91-447-5180) 등이 있다. 한편, 택시 요금에 대
한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택시기사에게 'Recibo, por favor(레씨보 뽀르 파보르)'라고 하면 영수증을 써준다. 영수증에는 택시 면허번호
가 인쇄돼 있기 때문에 택시에 짐을 두고 내렸을 경우 택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휴대폰 인터넷 연결이 용이할 경우 Cabify, Uber, Mytaxi 등의 어플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이러한 택시호출어플의 경우 행선지
까지의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요금은 일반 택시
이용요금과 비슷한 편이다.

기타 교통수단
카셰어링

기차나 고속버스 등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카셰어링의 방법이 있다.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카
셰어링은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차주가 카셰어링 홈페이지에 여행 루트, 출발시각, 희망 가격, 제공 가능 자릿수 등을 표기하며, 같은 루
트를 여행하고자 희망하면 차주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만남 장소 등을 합의하는 시스템이다. 가격은 100km에 4유로 정도가 일반적이며
차종, 제공 가능 자릿수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카셰어링을 이용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조심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를 통해 차주의 카셰어링 제공 횟수, 평점,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니 평점이 높고 이용 횟
수가 많은 차주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카셰어링 플랫폼은 BLABLACAR(www.blablacar.es)이다.

다. 통신

핸드폰
스페인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모두 지역 번호를 먼저 누른 후 전화번호를 누르게 돼 있다. 주요 지역 번호는 마드리드 91, 바르셀로나
93, 발렌시아 96이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거는 전화 요금은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거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비싸므로 한국에서 출장 오기
전 미리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해 오거나 한국에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경제적이다.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 요금이 서너
배는 더 비싸다. 장기간 출장 시 휴대폰을 구입할 수도 있다. 선불 카드제가 있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즉석에서 휴대폰을 사서 쓸 수 있다.
전화기는 모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대표적인 휴대폰 대리점으로는 MOVISTAR나, ORANGE, Vodafone이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대표적인 휴대폰 대리점 MOVISTAR나, ORANGE, Vodafone 등에서 선불 전화 유심칩(MOVIL PREPAGO)을 구입하는 경우에 기본
20유로 정도면 즉석에서 구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ORANGE의 경우 10유로에 1달 동안 1.5GB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유심칩 구매 시 여
권 등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스타벅스나 유명 체인 카페 Rodilla 등의 카페에는 와이파이가 있어 사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지 무료 와이파이 존이 많지는 않다.

라. 관광명소

ㅇ 사그라다 파밀리아 (Basilica de Sagrada Famili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Barcelona
Carrer de Mallorca, 401, 08013 Barcelona
10~2월
9:00~18:00
3월
9:00-19:00
4~9월
9:00-20:00
*공휴일이 낀 12월 25, 26일, 1월 1일, 1월 6일은 9:00~14:00
연중무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지어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 성당이다. 카탈루냐 출신의 건
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을 책임졌다. 가우디는 1883년부터 40년 이상을 이 교회의 건설
을 책임졌으며, 말년의 15년간은 여기에만 매진했다. 1935년 스페인 내전으로 건축이 중단됐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재개됐다. 1926년 가우디가 죽은 후 미완성 건물 일부와 성당 모형이 스페인 내전 와
중에 부서지기도 했다. 현재 관람객 수 기준 프라도 미술관과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을 제치고 스페인에
서 가장 인기가 높은 건축물이다.
전화: (34) 932 080 414
홈페이지: http://www.sagradafamilia.org/es/

ㅇ 몬주익 언덕(Montjuic)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Barcelona
Montjuic 08038 Barcelona
24시간 개방
연중무휴
몬주익 언덕(Montjuic)은 바르셀로나 서부에 위치한다. 고도 213m로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지하철역 (L2호선과 L3호선이 지나가는 Paral lel역)과 몬주익을 잇는 케이블카 푸니쿨라(Funicular)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장관이다. 올림픽 주 경기장, 갤러리, 박물관, 야외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마련돼 있다.
각종 흥미로운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밤에는 마드리드 스페인 광장의 음악 분수대에서 화려한 레이저 쇼가
펼쳐진다. 버스로는 L1과 L3호선이 지나가는 Espanya 역에서 내려 150번 버스를 타면 된다. 150번 버스
는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7시부터 21시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배차 간격이 있다.
몬주익 분수쇼 시간은 하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barcelona.cat/en/what-to-do-in-bcn/magic-fountain/magic-fountains-show-times

ㅇ 프라도 미술관(Prado Museum)
도시명

Madrid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Paseo del Prado, s/n, 28014 Madrid
월요일~토요일
10:00~20:00
일요일
10:00~19:00
*1월 6일(동방박사의 날), 12월 24일과 25일은 14시까지만 개관
매년 1월 1일, 5월 1일, 12월 25일

18세기 Carlos 3세가 자연사 박물관으로 건축했으며, 1819년 Fernando 7세에 의해 왕실 미술관으로 개
관해 현재 세계 4대 미술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16세기 El Greco, 17세기 Velazquez, 18세기 Goya
등 스페인의 중세 3대 화가 작품을 위시해 16세기 이전 초기 무명 화가로부터 18세기 낭만주의 작품 및 고
야의 회색 시대 암흑의 그림들에 이르기까지 유럽 중세 회화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
의 근대 작가들의 그림은 소피아 미술관 등 다른 미술관에 보관돼 있다.
월-토요일 18:00부터 20:00까지, 일요일 17:00부터 19:00까지는 관람료가 무료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매표소에서 줄을 서서 무료입장권을 받은 후 입장해야 한다. 만 25세 이하의 학생인 경우 국제학생
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비고

전화: (34) 913 30 28 00
홈페이지: https://www.museodelprado.es/

ㅇ 마요르 광장(Plaza Mayor)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Madrid
Plaza Mayor, 28012 Madrid
24시간 개방
연중무휴
1619년 Felipe 3세 때 건립된 100m x 200m의 장방형 광장으로 총 136개의 방으로 구성된 4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광장 주변 지역에는 18세기 이후 형성된 식당, 카페, 선술집 등이 있으며, 이중 특히
1725년 문을 연 Botin 식당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기록돼 있으며 헤밍웨이가 자주
찾던 곳으로 유명하다. Plaza Mayor는 솔 광장(Puerta del Sol)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솔 광장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그리고 3호선이 만나는 Sol 역에서 내리면 된다.

ㅇ 왕궁(Palacio Rea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Madrid
Calle de Bailen, s/n, 28071 Madrid
10:00~20:00
*동계 기간 (10월 1일~3월 31일) 10:00~18:00
*10월 12일은 5시 30분부터 개관
*12월 24일, 31일은 3시까지만 개관
매년 1월 1일, 1월 6일, 5월 1일, 12월 25일은 휴무
*국가 행사 등의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세계에서 아름다움과 규모 면에서 손꼽히는 왕궁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내부가 가장 웅장하고
호화로운 왕궁은 단연 마드리드 왕궁이다. 흔히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만, 실제로 둘을 비교해보면 마드리드 왕궁의 내부가 훨씬 더 웅장하고 호화로운 데에 놀라게 된다. 사방 공
히 150ｍ가 넘는 마드리드 왕궁은 방 수만 무려 2,700개가 넘는다. 이 중 대중에 공개하는 방은 스무 개 남
짓으로, 관광객들은 옛 스페인 제국의 번영과 영화를 짐작하게 하며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감탄하게 된다
.

명소소개

마드리드 왕궁은 비록 현재 국왕이 살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행사 시에는 관광객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
1991년 중동평화협상, 2002년 유럽·중남미 정상회담, 각국 대사 신임장 제정 등이 그 예다. 원래 무어 족
의 성채가 있던 자리에 1673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Felipe 5세가 성채를 허물고 목재로 왕궁을 지었는데,
1734년 크리스마스 날 화재로 거의 전소됐다. 4년 후 부르봉 왕가에 의해 석재로 다시 지어진 것으로 30년
걸려 카를로스 3세 때 완공됐다.
왕궁 안에는 국왕이 각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장엄한 느낌의 옥좌의 방, 다채색 화법의 대리석으로 치
장된 가스파리니의 방, 88개의 도자기가 서로 연결, 분해 조립이 가능한 도자기의 방, 노란색으로 색조를 통
일한 노란 방, 중국풍으로 치장된 중국 방, 약 150명이 함께 앉아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대만 찬장 등과 왕실
용품 전시장이 있다. 왕궁을 돌아 나오다 보면 마차 박물관이 있는 앞뜰(모로 정원)이 내려다보이며 저 멀리
옛 왕궁의 사냥터인 카사 데 깜포 공원이 펼쳐져 있다. 또한, 광장 출구 쪽 오른편에 있는 스페인 제국 시대
의 기마병 모습 및 무기 등이 전시된 무기 박물관도 놓치기 아까운 관광 장소이다.

비고

전화: (34) 914 54 87 00
홈페이지: http://www.patrimonionacional.es/
<자료원 : 관광명소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라 파라데타(La Paradeta )
도시명
전화번호

Barcelona
(34) 93 268 1939

주소

체인점으로 바르셀로나에 5개의 지점이 있으니 홈페이지 확인 요망

가격

해산물 선택에 따라 가격대 차이 있음

영업시간
휴무일

13:00~16:00
20:00~23:30
월요일 휴무

소개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골라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

비고

홈페이지: www.laparadeta.com

ㅇ 라 알부페라(LA ALBUFERA)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Madrid
(34) 91 567 5197
Calle del Poeta Joan Maragall, 43, 28020 Madrid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27~37달러 (빠에야)
13:00~16:00,
20:00~23:30
연중무휴

소개

빠에야로는 마드리드 최고인 식당

비고

홈페이지: https://www.melia.com/es/hoteles/espana/madrid/melia-castilla/albufera.html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가능

ㅇ 라 타호나(La Tahona)
도시명
전화번호

Madrid
(34) 91 555 0441

주소

Calle Capitan Haya, 21, 28020 Madrid

가격

23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월요일-토요일
13:00~16:00,
20:30~23:30
일요일
13:00~16:00
휴무일은 따로 없으나 매주 일요일 저녁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개

양고기 전문으로 유명한 식당이며 시내 몇 곳에 분점을 운영

비고

홈페이지:
이메일: madrid@asadordearanda.com

ㅇ 코랄 데 라 모레리아(Corral de la Moreria)
도시명
전화번호

Madrid
(34) 913 65 11 37

주소

Calle de la Moreria, 17, 28005 Madrid

가격

50달러 (공연관람비용)
저녁+공연 관람
월요일~일요일: 18:00, 18:30, 21:10

영업시간

공연:
월요일~토요일: 20:00, 22:45
일요일: 19:30, 21:30
17:30~00:00

휴무일

12월 24일, 12월 31일

소개

전통 있는 플라멩코 공연장이다.
마드리드 내 최고 수준이다. 식사+관람 또는 관람만도 가능하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corraldelamoreria.com
이메일: info@corraldelamoreria.com

ㅇ 오파조(Opazo)
도시명
전화번호

Madrid
(34) 91 553 23 33

주소

Calle Reina Mercedes, 20, 28020 Madrid

가격

25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월요일~토요일
13:30~16:00
20:30~24:00
일요일

소개

갈리시아 싱싱한 해물요리가 유명하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opazo.es
해당 홈페이지에서 메뉴 확인 가능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및 자체조사>

- 한국식당
ㅇ 마루(Maru)
도시명
전화번호

Madrid
(34) 91 523 9531

주소

C/ Reina 37, Madrid

가격

15달러 ~

영업시간
휴무일

13:00~16:00
20:00~23: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소개

Gran via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하며 한식 및 일식을 즐길 수 있는 한식당.

비고

홈페이지 : restaurantemaru.com

ㅇ 서울정(Restaurante Seoul )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Madrid
(34) 91 365 0087
C/Ronda de Segovia 25, Madrid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15달러 ~
13:30~16:00
20:00~24: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소개

마드리드 왕궁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Puerta de Toledo이다. 서울정
은 각종 장을 직접 담가 음식의 깊은 맛을 내기로 유명하며 도토리 묵무침과 비빔밥, 소고기 샤브샤브가 인
기메뉴이다.

비고

동명의 식당이 바르셀로나에도 있다.

ㅇ 아리수(ARISU )
도시명
전화번호

Madrid
(34) 914 57 88 33

주소

C/Panama, 4 Madrid (Cuzco역 근처)

가격

15달러~ (메인요리의 경우)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3:00~16:00
19:00~23: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Cuzco역과 Santiago Bernabeu 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Bernabeu 축구경기장에 들러 관광하게 될 경우
식사하기 좋은 한식당.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의 출연으로 유명한 곳이다.

ㅇ 가야금(Gayagum )
도시명
전화번호

Madrid
(34) 91 457 8833

주소

Bordadores 7, 28013 Madrid (마요르 광장 근처)

가격

15달러 ~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2:00~24:00
공휴일 휴무
Sol역 근처에 위치. 유기농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한식당.

ㅇ 한강(Han Gang)
도시명
전화번호

Madrid
(34) 91 528 1201

주소

C/ Atocha 94 Madrid

가격

15달러 ~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2:30~15:30
19:30~23:30
공휴일 휴무
Atocha 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한국식 BBQ가 주 메뉴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및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호텔 DO 플라카 레이알(Hotel DO Placa Reial G.L)
도시명
주소

Barcelona
Plaza Reial , 1 08002,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4 813 666

홈페이지

http://www.hoteldoreial.com/en/hotel-overview.html

숙박료
소개

300달러 (더블룸 기준)
바르셀로나의 5성급 호텔로 투숙객 만족도가 높은 호텔이다.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 풀, 사우나
, 터키식 목욕탕, 베이비 시팅 서비스 등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ㅇ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마드리드 프린세사(Courtyard by Marriott Madrid Princesa )
도시명
주소

Madrid
Calle de la Princesa, 40, 28008 Madrid

전화번호

(34) 915 42 21 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madcy-courtyard-madrid-princesa/

숙박료
소개

150달러 (더블룸 기준)
마드리드 중심가에 위치하여 관광 명소 접근성이 뛰어난 4성급 호텔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Arguelles역이다.

ㅇ 홀리데이 인 마드리드 베르나베우(Holiday Inn Madrid - Bernabeu)
도시명

Plaza de Carlos Trias Bertrn, 4, 28020 Madrid

주소

Plaza de Carlos Trias Bertrn, 4, 28020 Madrid

전화번호

(34) 914 56 80 00

홈페이지

http://www.hotelmadridhi.com/index.html

숙박료

소개

85달러 (더블룸 기준)
합리적인 가격에 투숙 가능한 호텔이며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및 시내와 가깝다. 레알마드리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Bernabeu 경기장이 근처에 있으며, 마드리드에서 가장 El Corte Ingles 백화점과 쇼핑거리
또한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및 자체조사>

- 게스트하우스
ㅇ 펠릭스 게스트 하우스(Felix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Madrid
calle de preciados 23, 3D Madrid

전화번호

+34 665 536 208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holaespana23

숙박료

43달러 (1인 기준)

소개

마드리드의 중심가인 Sol 광장과 Callao 광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거의 모든 주요 관광명소를 도보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미토리뿐만 아니라 개인실도

비고

축구경기 관람을 희망하는 게스트에게 무료로 티켓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및 자체조사>

사. 치안

치안상황
강력 사건은 많지 않으나 최근 수차례 폭행을 한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집시나 불법 이민자들이 떼를 지
어 범행을 저지르며, 주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그 대상이다. 소매치기 유형은 몇 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행인에게 길 물어보기, 달걀 던지기
, 물 뿌리기 또는 주차된 차에 펑크 내기 등 주의를 흩뜨린 후에 접근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소매치기하는 수법이 많다. 이 외 최근에는
호텔 앞에서 정신을 잠시 잃게 한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인적이 드물거나 늦은 시간에 호텔에 출입할 때는 주위
를 잘 살펴보거나 가급적 혼자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최근 스페인 사복경찰의 수가 증가하며 이를 역으로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가짜 경찰 신분증을 보이고 지갑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소매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절대로 신분증 외 지갑을 요구하
는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역별로 보면 마드리드는 센트로에 위치한 라바삐에스(LAVA PIES)가 마드리드 관광지 근처에 있음에도 마약 판매로 흑인들이 많고 소
매치기도 많다. 그 외 센트로 남쪽 지역 대부분은 마드리드 경찰이 지정한 열 군데 위험지역이므로 아토차 역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바르셀로나는 워낙 큰 도시고 잦은 소매치기 사건, 좀도둑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현황
에 따르면 황색경보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관광명소에 근접하고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근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심가의 카탈루냐 광장은 가방 도난 사건이 잦으며, 라발지구에서는 창녀들이 많은 편이며, 그들과 합세한 동업
자가 소매치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몬주익 지구,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케리아 시장 등 주요 중심가에서는 관광객들을 노리는 소매
치기 집단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위급상황 전반 Servicio de Emergencia y Rescate: 112
국립 경찰 Policia Nacional: 091
시경 Policia Municipal: 092
Guardia Civil: 062
교통계 Trafico: (34)91-301-8100
차량 견인 Grua Municipal: (34)91-787-7292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 시
마드리드 소재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임시여권 발급
(주소: Calle Gonzalez Amigo 15, Madrid)
①별도 구비서류 없음(신분증 제시 불요)
②임시여권 발급 수수료, 사진촬영비(대사관 내 즉석 사진촬영 가능) 등 20유로 필요(현금만 가능)
③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④여권 발급 시간 약 2시간 이내(신청자 수에 따라 유동적)
⑤여권 분실자의 경우 재발급 전 육로를 통해서만 이동 가능(기차 및 버스 이용)

.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에서도 임시여권 발급 가능
주소 Passeig de Gracia 103, 3층, Barcelona
전화 (34) 93-487-3153

3) 가방 및 소지품 분실 시
①인근 경찰서에 분실 신고 (여행자보험 보상 청구 등)
②스페인어 통역 필요시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이용 (통화료 부과, +82 2 3210 0404)
③최근 분실 및 도난된 우리나라 여권의 불법 이용이 적발된바, 가능한 인근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신고 권장
- 근무시간 내: (34) 913 532 000
- 근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34) 648 924 695

4) 신용카드 분실신고 관련 전화번호
ㅇ AMEX: (34)900-814-500
ㅇ VISA: (34)900-991-124
ㅇ Mastercard: (34)900-971-231
ㅇ Bankia: (34)916-024-680
ㅇ 대사관 연락처: (34)91-353-2000

5) 응급 전화번호(화재/범죄/의료)
ㅇ 화재(소방서:Bomberos)
Madrid Capital y Mostoles: 080
Comunidad: 112
ㅇ 긴급 의료지원(앰뷸런스)
Insalud: 061
Samur: 092
ㅇ Intoxicacines(가스·약물중독): (34)91-562-0420
ㅇ 적십자: (34)90-222-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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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