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 단위는 스리랑카 루피(Rupee)를 사용하며, 약칭은 루피이다. 통화로는 지폐 5,000, 2,000, 1,000, 500, 100, 50, 20, 10루피가
있고 동전으로는 10, 5, 2, 1루피가 있다.

환전방법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소 환율이 낮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호텔 등 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다. 유명 음식점이나 상점에서는
달러가 통용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호텔 이외 상점에서는 달러 사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 혹시 되더라도 환율이 높지 않다. 콜롬보 공
항에 은행 환전소가 설치돼 있으므로 입국 직후 얼마간의 필요한 현금을 환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콜롬보 공항 환전소에서 인도 루피화
는 취급하지 않는다.

출국 시 현지화를 달러화로 재환전할 경우 입국 시 환전한 은행 영수증이 꼭 필요하고, 호텔 등에서 환전한 영수증으로는 재환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환전할 경우 입국 시 은행에서 환전한 영수증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다.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지화를
달러화 현금으로 환전할 때는 항공권 구매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VISA 카드일 경우에는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American Express 카드일 경우에는 가맹점들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서, 카드 결
제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콜롬보 시내는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6:00-18:00)에는 차량정체가 무척 심한 편이다. 아울러, 학생들 스쿨픽업 시간
대(13:00-14:00) 학교 인근의 차량정체는 더욱 심해진다.

차선을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긴 하지만, 툭툭(삼륜차)과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물고 운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다만, 교통경찰들이 항시
체크를 해서 교통신호는 비교적 잘 엄수하는 편이다.

콜롬보 시내를 벗어나서는 도로 폭이 넓지 않다 보니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앞에서 서행이라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느린 속도로 달리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옆 차선을 넘나들면서 무단 질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지방 도로여건이 좋지
는 않다 보니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 보여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다. 아울러,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야생
코끼리들이 간혹 도로를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버스
현지 버스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스톱 벨을 눌러도 간혹 서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택시
현지 출장 비즈니스맨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호텔 택시와 콜택시다. 호텔에서 출발할 경우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
리하나 요금이 일반 콜택시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콜택시를 부를 경우 약 10~15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참고로, 현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콜택시 App은 Pick Me이다. 요금은 미터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흥정은 필요 없다. 참고로, 모든 콜택시는 전화 요청에 의
해서만 가능하므로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는 것은 툭툭(삼륜차)이 아닐 바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지 사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동 거리가 가까운 경우 툭툭(Three-wheeler, Tuk Tuk)이라 불리는 삼륜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
하다. 그러나 에어컨 없는 오픈카이기 때문에 매연을 그대로 마셔야 하며,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거리나 경험 삼아 한두 번 타는
것 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삼륜차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는 통상 요금의 두 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다반사이며, 무작정 타면 오히려 택시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타기 전에 반드시 미터기가 달린 택시인지 확인을 하고 타야 한다. 미터기는 기본 가격은 60루피에 1km당
50루피씩 오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외국인을 태우는 경우 미터기가 고장났다며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km당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 출장이나 차가 현지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렌터카 이용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공항에서 콜롬보까지는 공항 택시(약
20~25달러 수준) 또는 사전에 체류할 호텔에 요청해 호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택시가 보다 쾌적한 편이다.

이외에 시외버스 및 철도도 있으나 철도는 배차간격이 길고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버
스는 도시 간 직행인 인터시티 버스 외에는 냉방이 돼 있지 않는데다 극심한 혼잡, 치안 등의 문제로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다. 통신

핸드폰
스리랑카에는 5개의 이동통신 회사가 경쟁 중이다. 이동통신 가입이 용이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입국 시 공항에서도 단기 대여가 가능하
다. 단기 출장일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화기를 로밍해 오면 이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내 통신사(Dialog, Mobitel 등)에서 선불제 SIM 카드를 150루피(약 1,000원)에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고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분
당 약 22루피(약 150원)이다. 데이타 요금은 GB별로 다른데, 요즘은 카카오톡/ 왓츠앱 등 메신저로 통화를 할 수 있다 보니 선불 SIM카
드를 구매하여 선불 데이타를 충전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5GB 데이타 요금은 약 4,400원). 장기 출장의 경우엔 5,000루피(약 3만
4천원) 이하의 저렴한 전화기도 현지에서 판매하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로밍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은 4G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5G는 테스트 중에 있다. 평상시 이용하는 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른 속도를 기대해
선 안 된다. 콜롬보 시내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우에도 도시 인근 지역이라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아주 큰 불편
함은 없다.

라. 관광명소

ㅇ 누와라엘리야(Nuwara Eliya)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누와라엘리야
Nuwara Eliya, Sri Lanka
콜롬보에서 180km 떨어진 스리랑카 차 재배지 중심지역으로서, 해발 1,889m로 연중 쾌적한 날씨와 함께
광활한 차 재배지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ㅇ 시기리야(Sigiriya)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시기리야
Sigiriya, Sri Lanka
폴로나루와에서 약 6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바위로 만든 요새이다. 5세기에 Kashyapa 왕이 이곳에
서 요새화된 궁전을 세운 것의 잔해이며, 바위 벽에 새긴 미녀도(프레스코)가 유명하다.

ㅇ 캔디(Kandy)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캔디
Kandy, Sri Lanka
콜롬보에서 116km 떨어진 중부 고산지대에서 위치한 싱할라족 왕조의 마지막 수도이다. Dalada
Maligawa에 부처의 치아사리가 보존돼 있으며, Peradeniya 왕국 식물원이 유명하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Mango Tree(Mango Tree)
도시명
전화번호

Colombo
+94 11 762 0620

주소

82, Dharmapala Mw. Colombo 3

가격

1인당 대략 10달러면 식사와 디저트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

비고

콜롬보 시내에 소재한 깨끗하고 적절한 가격대의 인도식당이다.

ㅇ Long Feng(Long Feng)
도시명
전화번호

Colombo
+94 11 254 4200

주소

155, Sir C.A. Gardiner Mawatha, Colombo 2

가격

1인당 대략 20 달러 선

소개

스리랑카의 대표 호텔체인망인 Cinnamon Lake Side에서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다.

ㅇ 차이니즈 드래곤 카페(Chinese Dragon Cafe)
도시명
전화번호

Colombo
+94 11 780 8080

주소

콜롬보 시내에 2곳, 콜롬보 근처에 4곳의 식당이 있는 체인점

가격

1인당 대략 10달러면 식사와 디저트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

소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 주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비고

중국 음식점이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한국식당
ㅇ 한국관(Hangugkwan)
도시명
전화번호

Colombo
+94 11 258 7961

주소

25, Havelock Rd, Colombo 5

가격

1인당 10달러 미만으로 대부분의 식사 메뉴를 먹을 수 있다.

소개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한국 음식점이다.

ㅇ 경복궁(Kyungbokgung)
도시명
전화번호

Colombo
+94 11 533 4222

주소

316, Galle Rd, Colombo 3

소개

콜롬보 시내의 줄리아나 호텔 내에 소재한 한국 음식점 이다.

ㅇ 강식당(Seoul House)
도시명
전화번호

Colombo
+94 11 269 7216

주소

28/1, Horton Place, Colombo 7

소개

외국인 지역인 Colombo 7에 소재한 한국음식점이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시내몬레드(Cinnamon Red)
도시명
주소

Colombo
59 Ananda Coomaraswamy Mawatha, Colombo 3, Kollupitiya

전화번호

+94 11 214 5145

홈페이지

http://www.cinnamonhotels.com/en/cinnamonredcolombo/

숙박료
소개

약 120달러(조식, 세금 포함)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현대식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콜롬보 시내 중심지에 소재해
있다.

ㅇ 시내몬그랜드호텔(Cinnamon Grand Hotel)
도시명
주소

Colombo
77, Galle Road, Colombo 3

전화번호

+94 11 243 7437

홈페이지

http://www.cinnamonhotels.com

숙박료
소개

약 195달러 수준(조식, 세금 포함)
시내 중심가에 소재해 있고, 현대식 몰(mall), 대형 슈퍼마켓(Keells), 고급아파트와 연계되어 있다.

ㅇ 킹스베리호텔(Kingsbury Hotel)
도시명
주소

Colombo
48, Janadhipathi Mawatha, Colombo 1

전화번호

+94 11 242 1221

홈페이지

http://www.thekingsburyhotel.com

숙박료
소개

약 175달러 수준(조식, 세금 미포함)
콜롬보의 랜드마크인 트윈타워에 인접해 있으며, 인도양 바닷가 바로 앞에 소재해 있다. 가장 최근에 건축되
어 시설이 양호하다.

ㅇ 골페이스호텔(Galle Face Hotel)
도시명
주소

Colombo 3
2 Galle Road, Colombo 3

전화번호

+94 11 254 1072

홈페이지

http://www.gallefacehotel.com

숙박료

약 188달러 수준(조식, 세금 포함)

소개

1864년 세워진 호텔로 영국 식민지 시절의 정취가 배어나는 호텔이다. 인도양과 바로 인접, 호텔 야외 카페
, 레스토랑에서 바로 석양을 볼 수 있다. 구관과 신관이 있으며 신관이 다소 비싼 편이다. 2015년 하반기에
개조 공사를 마쳤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콜롬보 중심지의 경우 치안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주간 외출에 큰 문제는 없다. 지방의 경우에는 도심 혹은 관광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의 단
독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늦은 밤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신변 안전상 좋고, 외출 시 외출 장소를 알리고 갈 필요가 있다. 전기사정
이 열악해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거의 설치돼 있지 않고 대로에서 약간 들어간 도로의 경우 가로등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밤에는
도보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지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떼를 쓰거나 현지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과격한 감정적인 집단행동을 할 수 있으므
로, 차량은 그대로 두고 현장을 피해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리랑카 도로사정은 폭이 좁고 대부분 편도 1차선으로 사람, 개, 자전거 및 오토바이, 삼륜차(쓰리윌러) 등이 혼재돼 사용하며, 도로변 바
로 옆에 인가가 접하고 있다. 중앙도로 분리대가 없는 도로가 대부분이며 중앙선이 흰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추월 가능)인 경우가 많아
추월이 일상화돼 있으므로 초행인 지역이나 장거리 이동 시는 현지인 기사를 대동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 중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로 많은 희생자가 있었으며,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대한항공의 인천-스리랑카 콜롬보 직항 구간에 대한 운
항이 2020년 10월 24일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스리랑카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은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삼륜차(툭툭)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
다수고, 일반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재판을 통한 해결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도 난감한 경
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자차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난다면 우선은 경찰에게 신고하고, 렌
터카 업체 혹은 자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신고 및 사후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분실신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지갑 분실의 경우

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혹시라도 경찰에서 지갑을 발견하게 되면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 현지 여건상 경찰을 통하더라
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3) 응급 전화번호

ㅇ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 : +94-11-269-9036(-8) / No 98, Dhamapala Mawatha, Colombo 7
ㅇ 스리랑카 경찰서 : 119
ㅇ 외국인 전용 병원 : Lanka Hospital / +94-11-553-0000 / No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 5
ㅇ 24시간 응급실 연락처(앰뷸런스/화재 시) : 110
ㅇ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www.0404.go.kr

4) 참고사항

콜롬보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 시 개인 응급회사인 MEDI-CALL(011-2575475)을 호출하면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1회
당 300루피(약 3,000원)이나, 수도권과 원거리 지역은 현지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 한국처럼 119, 112 등 어느 지역에서나 호출 가능한
네트워크 응급 체계는 없다. 현지 병원 내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OPD(Outside Patient Department)를 찾아가면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또한, 현지에서 필요 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하나 출장자의 경우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 상비약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병원 시설은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분야별로 의사들의 편차가 많고, 오진으로 시설과 달리 의외로 고생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치과, 피부과 등은 타 병원이나 전문 개인병원으로 현지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은 곳을 수소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의 진
료비용은 내·외과 기준 평균 14달러 선이며, 입원 시 최저 가격은 6인실 1명 1박당 약 30달러이다.

참고로, 스리랑카 의사(특히 전문의)들은 한국처럼 한 병원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한 병원에 소속되어 일하
는 경우와 함께 프리랜서 개념으로 자신을 불러주는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니거나 개인 집을 방문하여 진료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는다. 이
추가 소득이 기본 월급 대비 상당하다.

한국인이 콜롬보에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다.

ㅇ Lanka Hospital
- 주소: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 5
- Tel: 011- 4513054 5530000, 011-5430000

ㅇ Nawaloka Hospital
- 주소: 23, Deshamanya H. K Dharmadasa Saugathodaya Mawatha, Colombo 2
- Tel: 011- 2544444~7, 011- 2304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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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