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인도의 화폐단위는 루피(Rupee)와 소수점 아래 단위인 파이사(Paise)를 사용하며, 파이사의 경우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루피화
는 화폐 수량 단위로는 'Rs'로 표기되며 국제환표기시에는 INR로 표현된다. 지폐로 2,000, 500, 200, 100, 50, 20, 10루피가 있으며,
주화로 10루피, 5루피, 2루피, 1루피가 있다. 1루피는 한화로 대략 15~17원가량의 가치를 지닌다. 현지에서 루피화 이외의 통화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며 달러의 경우 해외여행이 아닌 한 현금인출이 통제되어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에서 수시로 가능하나 스프레드가 커서 현지에서 루피화 현금을 찾으면 가치를 박하게 주는
편이다. 따라서 루피화 현금의 경우 한국의 외국환 거래 은행에서 미리 바꾸어 오는 것이 좋다. 파하르간즈와 같은 여행자 거리에서 운영
되고 있는 비공식 환전소의 경우 이러한 공식 환전소에 비해 스프레드 차이가 작아 환전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인도에서는 위조화폐가 유통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환전소에서 환전할 경우, 2,000루피와 같은 고액 화폐는 받지 않는 것이 좋
다. 인도 경제 수준에 비해 지폐의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2,000, 500루피보다는 200, 100, 50루피와 같은 잔돈을 넉넉히 구
비하고 다녀야 거래 시 거스름돈을 제대로 돌려받거나 지불할 수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신용카드나 데빗카드의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인도정부의 노력으로 도시지역의 쇼핑몰이나 소형 숍
에서는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뉴델리, 첸나이 등 대도시를 벗어나거나 시골 지역의 경우 카드 결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비
자, 마스터카드 등 대부분 국제카드사의 결제 망을 사용하는 카드는 현지에서 결재가 대부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나. 교통

교통상황
인도의 도로망은 아직 열악한 편이며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 아침 출근 시간인 8시 이후부터는 대부
분의 도로가 심각하게 정체가 되며 퇴근길 정체 시간은 5시부터 시작이 된다. 순환도로나 우회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
요한 일정의 경우 예정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미리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인도는 한국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자가운전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핸들이
오른편에 위치해있고, 인도의 도로 정체가 심하고 외국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주재원들은 택
시를 사용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버스
시내, 시외, 장거리 버스 등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에
대한 버스 내 강력범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버스 사용을 권하지 않는 편이다. 여행 시 장거리 버스는 이용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
으로 자주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다.

택시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식 택시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공유차량 사업자의 택시, 개인 운영 택시로 나뉘어진다. 인도에는 Meru,
Radio Taxi와 같은 운송사업자와 개인 택시가 한 때 시장을 지배하였으나, 2015년 4G 통신망 서비스 도입 이래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공
유차량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의 경우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전사와의 별도 네고 절차 없이 운행거리
와 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가격을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는 이용이 편리하다. 다만, 운전사에 대한 등록 규정이 없어 일부 범
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평가가 있다.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 서비스로 Uber와 Ola가 있다. 스마트폰 상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바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지불방법은 온라인 카드결재, 현금결재 모두 가능하다. 교통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15km당
100루피 안팎이면 이용할 수가 있다.

단체, 개인 사업자 택시의 경우 해당 사업체의 콜을 부르거나 일부 업체의 경우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도 하나, Uber나 Ola에 비
해 가입된 택시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이용이 어렵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잡거나 공항이나 호텔의 경우 별도의 매대에서
예약을 대행해주기도 한다. 운송사업자 택시의 경우, 운전사가 회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선호되어 현지 여성들의
경우 운송사업자 택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세발 오토바이인 릭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택시로 가기 어려운 짧은 거리나 골목길을 지나칠 경우 이 간이 택시를 사용하게 된
다. 릭샤는 대개 길거리에서 직접 차량을 잡아 이용하게 되며, 최근에는 Jugnoo와 같이Uber와 Ola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릭샤를 예약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가격면에서 택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네고를 통해 가격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릭샤
세발 오토바이인 릭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택시로 가기 어려운 짧은 거리나 골목길을 지나칠 경우 이 간이 택시를 사용하게 된다. 릭
샤는 대개 길거리에서 직접 차량을 잡아 이용하게 되며, 최근에는 Uber와 Ola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릭샤를 예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
기도 하였다. 하지만 가격 면에서 택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네고를 통해 가격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다. 통신

핸드폰
2015년 4G 통신망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통신망의 확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인도 내에서 무선통신과 데이터 서비스 사용에 큰 문제
가 없다. 인도에는 Airtel, Vodaphone, Relience Jio와 같은 통신망 사업자가 있으며, Airtel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통신
망 사업자마다 지역별 기지국 인프라 설치 현황,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 지역의 경우 특정 통신망 사업자의 서비스가 이용에 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다.

단기 체류 여행객의 경우, 공항이나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통신사 매대에서 USIM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여권과 핸드폰을 제시하
면 단기 체류용 USIM을 설치해준다. 거주자의 경우, 핸드폰 이용을 위해서는 각 통신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Prepaid의 경우 여권,
비자 사본, 증명사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개통 신청을 하면 약 48시간 이내에 개통된다. PostPaid의 경우, 상기 서류 외에도 거주증명
서와 같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인터넷(와이파이)
유선 인터넷의 경우 지역의 유선 인터넷 및 케이블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가 있다. 지역마다 사업자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론, 거주건물에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및 케이블망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개 케이블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케이블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개 한국과 같이 기간 약정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한다. 인터넷의 경우 전송속도와 제한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대개 월 5002,000루피가량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Wifi는 공항을 제외하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호텔이나 커피숍 등에서는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투숙
객이나 이용객에 한정된다. 도시 지역을 벗어난 소도시 지역의 경우 와이파이 자체가 없거나, 무선 인터넷 또한 느린 경우가 많으니 유의
해야 한다.

라. 관광명소

ㅇ 붉은요새(Red Por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뉴델리
Netaji Subhash Marg, Lal Qila, Chandni Chowk, New Delhi, Delhi 110006
화~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월요일 및 공휴일
무갈왕조 제5대 황제 샤자한이 건설(1639~1748년)한 성으로 올드델리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붉은 빛의
사암으로 지어져 '붉은 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전화: +91 011-2327-7705
홈페이지: https://delhitourism.travel/red-fort-lal-kila-delhi

ㅇ 인디아 게이트(India Gate)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뉴델리
Rajpath, India Gate, New Delhi, Delhi 110001
종일
연중 무휴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9만 명의 인도 병사를 위한 높이 42m의 위령비이다.
홈페이지: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india_gate.jsp

ㅇ 쿠투브 미나르(Qutab Minar)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뉴델리
Mehrauli, New Delhi, Delhi 110030
월~일: 오전 7시~오후 5시
연중 무휴

명소소개
비고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정복한 기념으로 세운 높이 73m의 탑(1215년)이다.
홈페이지: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qutab_minar.jsp

ㅇ 라즈가트(Raj Gha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뉴델리
Behind Red Fort, New Delhi, Delhi 110006
월~일: 오전 6시30분~오후 6시
연중 무휴
마하트마 간디 묘소(1948년 1월 유해를 화장했던 장소)로 근처에 간디 기념관이 있다.
홈페이지: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memorial_delhi.jsp

ㅇ 타지마할(Taj Maha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아그라
Dharmapuri, Forest Colony, Tajganj, Agra, UP 282001
월~일(금요일 제외): 일출 전 30분~일몰 전 30분
금요일
아그라(델리에서 남동쪽으로 약220Km)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는 건축물로, 무갈 제국
의 제5대 황제 샤 자한이 죽은 왕비를 위해 지은 무덤이다. (1631년 건축 시작, 1653년 완성)
전화: +91 562-2227261
홈페이지: https://www.tajmahal.gov.in/
<자료원 : 해당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사이드웍(Side Wok)
도시명
전화번호

Gurgaon
+91 124 438 6144

주소

Ground Floor, MPD Tower, DLF Phase V, DLF Golf Course Road, Sector 54,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15

영업시간
휴무일

오후 12시~오후 11시
연중무휴

소개

아시안 푸드 전문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아시안 푸드(타이, 중식 등) 전문점으로 고급 분위기의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용 가능

ㅇ 파이렛츠 오브 그릴(Pirates of Grill)
도시명
전화번호

구르가온
+91 124 401 3333

주소

Shop No. 7 - 10, Ground Floor, MGF Megacity Mall, Near Sikanderpur Metro, Station, MehrauliGurgaon Rd, A Block, DLF, Sector 28,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15

영업시간
휴무일

오후 12시~오후 11시
연중무휴

소개

바베큐 전문 음식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바비큐 전문 음식점으로 치킨, 새우, 탄두리 등 그릴 음식들이 있으며 채식주의자 음식도 같이 있음. 뷔페식
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있음

ㅇ 난킹(Nan King)
도시명
전화번호

뉴델리
+91 11 2613 8936

주소

Delhi Public School, Sector- C, Vasant Kunj, New Delhi, Delhi 110070

가격

USD 15

영업시간
휴무일

오후 12시~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11시
연중무휴

소개

중국 해산물 요리 전문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중식 전문점이며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

ㅇ 라지즈 어페어(Lazeez Affair)
도시명
전화번호

뉴델리
+91 98993 30055

주소

Chanakyapuri Shopping Complex, 48, Malcha Marg, New Delhi, Delhi 110021

가격

USD 20

영업시간
휴무일

오전 10시~오후 11시
연중무휴

소개

인도 전통 음식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인도 전통 요리 전문점이며, 식당 내부가 깔끔하며 탄두리 및 커리 음식 등 다양한 인도 요리를 맛볼 수 있음
.

ㅇ 굴라티(Gulati)
도시명
전화번호

뉴델리
+91 011 2338 8836

주소

6, Pandara Road Market,

가격

USD 15

영업시간
휴무일

오후 12시~오전 12시
연중무휴

소개

인도 전통 음식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인도 전통 음식 전문점이며, 인도 현지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으며 가격도 음식 대비 저렴한 편임, 식당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됨.
<자료원 : Google>

- 한국식당
ㅇ 명가 더비빔밥(MyoungGa The Bibimbab)
도시명
전화번호

구르가온
+91 9650275322

주소

202A, South Point Mall, Golf Course Road, Sector 53,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20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오전 11시~오후 11시
연중무휴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회사 미팅하기에 적합하며, 가족과도 식사하기 좋은 식당, 각종 찌개, 탕 고기
류 등 한식 전문

ㅇ 미소()
도시명
전화번호

구르가온
+91 99102 99367

주소

Unit 11, Ground Floor, Global Foyer Building, Golf Course Road, Sector 43,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20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오후 12시~오후 10시
연중무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기 좋은 곳이며, 해물탕, 감자탕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즐길 수 있음.

ㅇ 하루()
도시명
전화번호

구르가온
+91 98108 04367

주소

Shop No 1, Sector 53, South Point Mall , LG, Gurugram, Haryana 122022

가격

USD 20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오후 12시~오후 10시
연중무휴
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이며 식당이 위치한 건물에 한국 빵집 및 한인마트가 있어 식사 후 디저트 및 간단한
한국 음식 재료들을 살 수 있음.

ㅇ 궁()
도시명
전화번호

델리
+91 11 4608 2663

주소

D-1/B Near Aashirwad Complex, Green Park, New Delhi, Delhi 110016

가격

USD 20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오후 12시~오후 11시
연중무휴
델리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만찬이나 여러사람이 함께 식사하기 좋은 식당, 갈비, 등심, 한식 전문

ㅇ 서울식당()
도시명
전화번호

델리
+91 11 4100 3848

주소

Ansal Plaza, August Kranti Marg, Hudco Place, Andrews Ganj Extension, Andrews Ganj, New
Delhi, Delhi 110049

가격

USD 20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1시

휴무일
소개

연중무휴
델리에 위치한 식당이며, 각종 찌개류 등 다양한 한식이 있으며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하기 좋은 식당
<자료원 : Google>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오베로이 호텔(The Oberoi)
도시명
주소

뉴델리
Dr. Zakir Hussain Marg New Delhi - 110003.

전화번호

+91 11-2436-3030/

홈페이지

https://www.oberoihotels.com/

숙박료
소개

USD 200~210(스탠다드 룸)
5성급 최고급 호텔로 해외 주요 인사들이나 VIP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임. 비즈니스맨들에게도 적합
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깨끗하고 위치도 뉴델리 시내 중심지에 위치함.

ㅇ 랄릿트 호텔(The Lalit)
도시명
주소

뉴델리
Barakhamba Avenue,Cannaught Place,

전화번호

+91 11-2341-1001/

홈페이지

https://www.thelalit.com/

숙박료

USD 90~110(스탠다드 룸)

소개

5성급 호텔로 국제 중요 행사 및 포럼 등 주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인도로 출장올때 많이 이용하는 호텔임.
뉴델리 시내 중심지에 위치함.

ㅇ 르메르디안 호텔(Le Meridien)
도시명
주소

뉴델리
Windsor Place, Janpath, New Delhi - 110001.

전화번호

+91 11-2371-0101/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delmd-le-meridien-new-delhi/

숙박료

USD 105~120(스탠다드 룸)

소개

5성급 호텔로 뉴델리 출장 시 이용하기에 적합하며 뉴델리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미팅 방문이나 호텔
로 찾아오기도 적합하여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에 편리함.
<자료원 : Google>

- 게스트하우스
ㅇ 신라 게스트하우스(Silla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구르가온
The Belaire DLF Phase5 Gurgaon Haryana, Gurgaon

전화번호

+91 9899235829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silla2006

숙박료

USD 100~120(일반룸)

소개

뉴델리 국제 공항에서 차로 25분 소요 신도시 구르가온 내 최고급 아파트에 위치, 한식 제공 및 다양한 출장
서비스 제공

비고

이메일: silla2006@gmail.com

ㅇ 구하우스 (Koo Hous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노이다
Plot7 Chi3- Casia Nodosa Estate, Great Noida
+91 9811649124
USD 100~120(일반룸)

소개

뉴델리 국제 공항에서 약 50km 떨어진 신도시 그레이터 노이다 중심부 위치, 한식 제공 및 다양한 출장서
비스 제공

비고

이메일: kss8032@hanmail.net

ㅇ 드림하우스(Dream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뉴델리
A-132, First Floor, Neeti Bagh, New Delhi
+91 9810097323
USD 120~140(일반룸)

소개

뉴델리 국제 공항에서 차로 40분 소요 뉴델리 중심부 위치, 한식 제공 및 다양한 출장서비스 제공

비고

이메일: dreamindia@hotmail.com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사. 치안

치안상황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인도의 치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편이며,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구당 범죄율 또한 낮은 편이다.
다만, 인도가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8년 하반기 기준, 외교부는 인도 전역을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여행자제 지역으로 차티스가르, 비하르, 자르칸트, 오
릿싸, 시킴, 나가랜드, 마니푸르, 미조람, 아루나찰프라데시, 아쌈, 트리푸라, 메갈라야, 안다만 니코바르군도 지역, 라다크를 지정하고 있
다. 이외, 철수권고 지역은 카슈미르와 카르길 시이다. 여행자제 지역의 경우 인도 내 낙살라이트 반군이 출몰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철
수권고 지역은 인도-파키스탄 간 국경분쟁으로 인해 치안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곳이다.

하기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외국인 대상 범죄유형이다.

ㅇ 강도, 절도, 소매치기
-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강도 및 절도이며, 그 수법은 현지인이 친밀감을 나타내며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 수면제 등 약물을 탄 음식물을 호의로 건네주어 먹게 하고 잠든 사이 소지품을 강취하는 사건이 게스트하우스, 기차, 맥도
날드 등에서 종종 발생한다. 또한, 관광명소, 지하철역, 기념품점, 시장 등 혼잡장소에서 호객을 하거나 관광안내를 한다며 접근하여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지갑, 카메라, 휴대전화 등 고가품을 소매치기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물은 절대 섭
취하지 마시고 혼잡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관심을 보이지 말고, 귀중품은 복대를 이용하여 항상 몸에 소지하는 등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기차역 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날치기 사례가 빈발하므로 외출 시 고가품, 귀금속류 등을 휴대치 않는 것이 바람
직하며, 여권, 현금 등이 든 가방을 허술하게 메거나 차량 탑승 시 차창을 내린 채 소지품이 바깥에서 관찰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ㅇ 성범죄
- 인도는 보수적인 사회로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으며 인도 남자들의 외국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종종 성추행 심지어 성
폭행 등의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2012년 12월 발생한 버스 안 여대생 집단성 폭행치사 사건은 인도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사회
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외에도 스위스 주부 집단 성폭행, 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외국인 여성상대 집단 성폭행 사건도 수
시로 발생하여 뉴스 이슈화된 바 있다.
- 따라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의 경우 가급적 혼자 여행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기차,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사람을 미리 확인하고 출입구의 시정을
확실히 하며, 오토릭샤, 택시를 이용 시에는 되도록 대로(大路),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이용하여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기사가 의심스러
울 경우에는 승차하지 말아야 한다. 관광지, 기차역 등에서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라며 호의로 오토바이를 태워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및 인
도남자의 이유 없는 접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며, 계속하여 추근대는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변에 알려야 한다.

ㅇ 호객 및 폭리행위(여행사기)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토릭샤, 택시기사 등이 여행사, 호텔 등과 결탁하여 공항, 기차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이 ‘특정 호텔로 가자
’고 하면 ‘축제나 테러로 그 지역이 폐쇄되었다. 호텔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다른 여행사나 호텔 등에 데려다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 따라서 폭리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묵고자하는 숙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등 정보를 파악하고, 만일 오토릭샤, 택시기
사 등이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고 하여도 이에 응하지 말고 원래 예정하였던 목적지로 가자고 해야 한다. 또한, 사설 여행사가 마치 정부에
서 운영하는 여행사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의 여행사로 안내해서 바가지 상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부운영 또는 정부보증 운운
하는 여행사의 사기판촉에 절대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환전 사기
- 현지인이 여행객에 접근, 유리한 환전조건을 제시한 후 약속한 환전금액에 못 미치게 환전해 주는 환전 사기 사례가 있다. 환전사기범
은 눈앞에서 지폐를 세어 보인 후 봉투에 넣어 교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노상에서 환전하거나 무면허 환
전소를 이용하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부상 시 병원 이용

과거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관계로 전국 각지에 정부운영 병원(Government Hospital)이 있어 외국인도 무료로 응급조치를 받을 수는 있
으나, 의료진 부족 및 장비ㆍ시설의 노후, 비위생적 환경 등 우리나라에 비하면 의료서비스는 현저히 떨어진다. 델리, 첸나이, 뭄바이 등
주요 대도시에는 정부병원보다 의료진과 시설이 우수한 사설병원이 많이 있어 어렵지 않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그러므로 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발병, 사고 시 가급적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대도시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수술 등 비교적 고가의 치료는 귀국하여 국내병원에서 받는 것이 비용, 의료 질 측면에서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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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
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소방 : 101
- 경찰 : 100
- 구급차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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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