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튀니지의 화폐단위는 디나르(Dinar)로 공식 명칭은 튀니지 디나르(Dinar Tunisien)이며 보통 DT 혹은 TND로 쓴다. 1디나르는 1000밀
림(millimes)이며 5밀림, 10밀림, 20밀림, 50밀림, 100밀림, 200밀림, 0.5디나르, 1디나르, 2디나르, 5디나르 동전과 5, 10, 20, 50디
나르 지폐가 유통된다.

환전방법
튀니지 화폐는 튀니지 국내에서만 구할 수 있고 해외에서 환전해서 튀니지로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항, 은행, 호텔, 우체국 및 시내
환전소에서 달러, 유로 등의 화폐는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며 공항 내에 있는 환전소는 24시간 영업하고 있어 편리하다. 튀니지 시내에
는 곳곳에 ATM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곳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튀니지 디나르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전 시 영수증 혹은 현금 인출 시 명세서를 필히 보관해야 하며,
디나르를 다시 유로나 달러로 환전할 때에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대부분의 상점과 식당, 호텔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환전 시 사용하고 남은 튀니지 화폐 처분이 번거로운 점을 고려할
때 출장 시 최소 비용만 현금으로 환전해서 사용하고 대부분의 비용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수도 튀니스의 경우 대중교통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치안 문제와 안내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편
이다. 택시 또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금 외진 곳에서는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고 택시를 부르는 것 또한 번거로운 관계
로 이동이 많은 출장의 경우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편리하다.

운전 주행 시 차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중앙선 침범 또는 역주행하는 차량도 다소 있다. 튀니지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 도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상시적으로 곳곳에서 발생한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나, 튀니지인의 운전이 험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에
서도 항상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버스
버스도 대체로 노란색으로 운전사 이외에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뒤에서 타고 앞에서 내린다. 일반 버스보다 약간 작고 흰색에 초
록색 줄무늬가 두 줄 그어져 있는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가격이 비싸(1튀니지 디나르부터 시작) 일반 현지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고, 외
국인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 버스는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고, 운전사가 모두 처리한다.

수도권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을 운행하는 흰색 버스도 있다. 특수 노선인 TGM이 있는데 동 노선은 관광지인 항구 도시(라굴레)-전시장

(르크렘)-바닷가 휴양지(시디부사이드, 카르타지, 감마 르트, 라마르사) 등 주요 관광지만으로 노선이 이루어져 있다.

택시
택시는 노란색이며 모두가 개인 택시이며, 외국인은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주로 활용한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먼저
목적지와 목적지에 따른 택시비를 먼저 협상하고 타야한다. 값을 부를 때는 낮은 가격부터 부르고 내릴 때 값을 다시 올려 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트램(Métro léger)
수도 튀니스에는 Metro라고 불리는 트램이 운행되고 있다. 보통 Metro 라고 하면 지하철을 의미하는데 튀니지의 Metro는 지상만을 운
행하므로 트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0.25디나르부터 과금된다.

다. 통신

핸드폰
출장자들의 경우 공항에 입국하면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무료로 유심칩을 나눠주는 카운터를 볼 수 있다. 여권을 제시하면 10분
통화에 2~3GB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유심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충전된 크레딧을 다 사용하고 나면 통신사에 가서 요금제를 선택
해서 새로 충전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유심칩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내 곳곳에 통신사(Orange Telecom, Ooredoo, Elissa, Tunisie Telecom 등) 간판이 보이는 곳
에서 선불카드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유심카드의 데이터나 음성 크레딧을 충전할 수 있으나 외국 신용카드로는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와이파이)
튀니지는 주변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IT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호텔과 공공장소에서 와이파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많아 편리하다. 다만 공항에서의 와이파이 이용은 유료인 점에 유의해야 하며, 대부분의 선
불 유심 카드 요금제에 무선 인터넷 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활용하면 어려움 없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라. 관광명소

ㅇ 바르도 국립 박물관(Musée National du Bardo (the National Bardo Muse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튀니스
Route Nationale 7 Tunis
하절기: 09:00~17:00
동절기: 09:30~16:30

명소소개

19세기에 축조된 궁전(박물관 일부)으로 마그레브지역 최고 고고학 박물관으로 로마시대 모자이크가 유명
하다. 1층은 카르타고 유물, 2층은 로마 기독교 유물, 3층은 자기, 유리 및 로마시대 모자이크 등 고고학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ㅇ 시디 부 사이드(Sidi Bou Said)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튀니스
Sidi Bou Said, Tunis
튀니스에서 25km 떨어진 전통적인 튀니지 마을로 푸른색 창문이 하얀벽과 대비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
다. 튀니지의 산토리니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은행가 가문의 아랍 음악애호가인 Erlanger 남작이 안달루
시아 아랍양식으로 건축한 현 국립 지중해 음악센터와 앙드레지드가 자주 들렀다는 카페가 유명하다.

ㅇ 부르기바 거리(Avenue Habib Bourguiba)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튀니스
Avenue Habib Bourguiba, Tunis
튀니스의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Avenue Habib Bourguiba)는 튀니스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리로 시
계탑이 있는 광장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문까지 이어지는 길이 튀니스의 주요 거리이다. 프랑스 에비뉴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축되어진 건물들이 많이 보이며 프랑스풍의 건물들이 돋보이는 신시가지와 더불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구시가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풍의 국립극장과 그리
스 정교회, 이슬람 시대의 석학 이븐 할둔(Ibn Khaldoun,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가·사상가·정치가.
1332~1406)의 동상이 이 거리에 있다.

ㅇ 카르타고 로마 유적지(Roman Carthage)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튀니스
Site Archéologique de Carthage, Tunis
페니키아인이 BC814년에 건설한 카르타고 제국의 수도로 BC 146년 3차 페니키아 전쟁 패배후 초토화될
때까지 지중해 서부의 제해권을 장악하며 융성을 누렸으나 현재는 페니키아 항구 유적만이 남아있다. 카르
타고 박물관, 로마 안토니우스 공중목욕탕 등 유적도 볼 만하다.
<자료원 : 각 명소 공식 웹사이트, KOTRA 알제 무역관 조사 자료>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르 그랑블루(Le grand Bleu)
도시명
전화번호

튀니스
216 71 913 900

주소

2070 Avenue Taieb Mhiri, la Marsa, Tunis

가격

30~40달러 수준

소개

감마르트 지역 엔티크한 분위기의 고급 대형 식당으로 대규모 사절단 수용 가능

ㅇ 카페 데 델리스(Café des delices)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소개

튀니스
+216 71 749 661
Impasse de la Corniche, Site archéologique de Carthage
10:00~02:00
관광지 시디부사이드에 위치한 유명 카페로 바다가 보이는 오픈형 카페

ㅇ 라 비노테크 바이 라 살라망제(La Vinothèque by la salle à manger)
도시명
전화번호

튀니스
+216 71 793 283

주소

3 rue Imam Sahnoun Tunis 1002

가격

3코스 메뉴 30~40달러 수준

소개

프랑스식 코스 요리, 와인 전문 레스토랑

ㅇ 르 바로크(Le Baroque)
도시명
전화번호

튀니스
+216 71 844 220

주소

32 Rue Félicien Challaye, le Belvédère, Tunis

가격

1인당 30~40달러 수준

소개

프랑스 요리 식당. 해산물 플레이트 및 해산물 종류가 인기

ㅇ 오리가미(Origami)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소개

ㅇ 르 밤부(Le bambou )

튀니스
+216 71 741 400
28 Avenue Habib Bourguiba, la Marsa
12:00~22:30
감마르트 지역 유명 일식당으로 고급 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포장 및 인근지역 배달
가능

도시명
전화번호

튀니스
+216 23 690 602

주소

Résidence Syrine, Avenue Hédi Nouira Ennasr II

가격

1인당 30~40달러 수준

영업시간
소개

12:00~24:00
한국인이 운영하는 아시아 레스토랑으로 동남아 및 일식, 한식 메뉴 판매
<자료원 : 각 레스토랑 웹페이지 및 SNS>

- 한국식당
없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골든 튤립 카르타고 호텔(Golden Tulip Carthage Tunis Hotel)
도시명
주소

튀니스
Avenue de la Promenade La Marsa 2078

전화번호

+216 71 913 000

홈페이지

https://carthage-tunis.goldentulip.com

숙박료

일반실 기준 120~150달러

ㅇ 뫼벤픽 호텔 감마르트 튀니스(Mvenpick Hotel Gammarth Tunis)
도시명
주소

튀니스
Avenue Taieb Mhiri BP 36 2078 La Marsa

전화번호

+216 71 714 111

홈페이지

https://www.movenpick.com/en/africa/tunisia/tunis/hotel-tunis-gammarth/overview/

숙박료

일반실 기준 120~150달러

ㅇ 노보텔 튀니스(Novotel Tunis)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튀니스
44 Avenue Mohamed V, Tunis
+216 71 830 500

홈페이지
숙박료

https://www.accorhotels.com/fr/hotel-6145-novotel-tunis/index.shtml#origin=novotel
일반실 기준 120~150달러
<자료원 : 각 호텔 공식 웹사이트>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튀니지의 치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1년 들어 자스민 혁명 민주화 시위 사태의 영향으로 치안이 매우 악화되었었다. 최근 들
어 정부의 노력으로 안정화돼 가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에서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점차 악화
되어가는 경제상황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은 점차 증폭되고 있어서 이러한 불만이 테러리스트 조직과 결합되는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니지의 치안상황은 매우 가변적이다. 강력 범죄는 많지 않지만 좀도둑 등 경미한 범죄는
자주 발생하는 편이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군사시설은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튀니지와 알제리 접경지역(까세린 주 샴비산 일대, 젠두바 주)와 리비아 접경지역(크사르 길랜 이남 사막지역 전역)을
철수 권고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제외한 튀니지 전역을 여행자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Sidi Bouzid,
Gafsa, Douz 등 튀니지 내륙지역은 특히 지역차별, 고용,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 및 동 지역민들의 공공기관 공격, 도로점거
등이 빈발하는 지역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대사관에 연락하여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받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목격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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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
용증명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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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디나르 혹은 53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3~4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ㅇ 화재 신고: 198
ㅇ 범죄 신고: 197
ㅇ 응급의료: 190
ㅇ 대사관 긴급연락처: +216 99 567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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