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낍(LAK)로 약칭은 "Kip"이다. 1 USD는 8,700Kip('19.8.6, 라오중앙은행)으로, 주화는 없으며 지폐로는 5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Kip이 사용되고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 수시 가능하다. 비공식 환전소에 비해 적용 환율이 낮으나, 큰
액수가 아닐 경우 공식 환전소에서 환전해도 큰 차이는 없다. 100 USD 지폐가 환율이 가장 좋다. 시중에는 현지 화폐 이외에 달러, 바트
가 동시에 통용되나, 환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가급적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로 고급 호텔 및 일부 식당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즉시 결제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찾는 주요 상점, 식당 등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일반 상점이나 슈퍼마켓,
시장,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인터넷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에 제
약이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수도인 비엔티안 시내에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심한 편이다. 출근 시간은 오전 7시부터 8시 30분 사이, 퇴근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다.

버스
시내버스가 35분~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구간에 따라 4,000Kip~5,000Kip 사이다. 시내와 공항을 이동하는 버스는
3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15,000Kip이다. 보다 자세한 노선정보 및 요금은
https://www.vientianeairport.com/transportation/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택시
택시 서비스는 공항 출국장,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 한복판에서는 택시가 많지 않아 잡기 어렵다.

최근 생긴 택시 앱인 ‘로카(LOCA)’는 ‘우버’나 ‘그랩’과 같은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목적지를 입력하면 주변을 지나가던 기사
를 호출해 승차할 수 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우려가 없고 차량의 이동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된
다.

ㅇ 택시앱 '로카(LOCA)'
- 사용가능 기기 : 아이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
- 사용방법 : 영어로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한 후, 결제방식(현금 또는 신용카드)을 선택하면 택시 호출 가능

- 웹사이트 : http://www.loca.la

삼륜차
'라오스에는 '툭툭'이라 불리는 삼륜차가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툭툭은 택시와 달리, 승객 1인당 요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
나가는 툭툭을 잡아 요금을 흥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현지 물가를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청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흥정을 위해, 목적지 주소를 미리 기재한 종이를 보여주고, 가격은 처음부터 많이 부르지 않고 낮은 금액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엔티안 시내는 50,000Kip 이하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다. 통신

핸드폰
Sim 카드를 사용하는 GSM 방식이며, 이외 데이터, 음성 등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해 충전하는 방식이다. Lao Telecom, ETL, Unitel,
Beeline 총 4개의 이동통신사가 있으며, 통신사별 충전 카드를 공항이나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구입 후 요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휴대전화는 GSM 방식으로 심 카드를 이용하며, 심 카드 구매 후 첫 이용 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요금은 보통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충전하는 방식이나, 법인사용자나 장기거주자의 경우 후불요금제를 신청, 사용할 수 있다. 유무선 모두 통화 품질이 뛰어난 편이며, 인터
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국제통화 또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으로 통화할 경우 분당 요금은 통신사마다 비슷한
1,800낍~2,000낍(약 270원) 수준이며, 선불국제전화카드 같은 별도의 국제전화 서비스 업체는 없다.

ㅇ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 이용방법: 0082 (지역번호) 상대번호 또는 +82 (이후 동일)
- 예) 서울 (02)123 4567로 전화하는 경우, 0082 2 123 4567 또는 +82 2 123 4567

ㅇ 한국에서 라오스로 국제전화 이용방법 : (국제전화사업자) 856 (지역) 상대전화
- 예) 비엔티안 (021)123 456으로 전화하는 경우, 001 856 21 123 456

현지 휴대폰 번호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020’으로 시작하고 이후 8자리 개인번호가 붙는다. 030으로 시작하는 유니텔의 Unihome 서비
스는 7자리 개인번호를 사용한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Lao Telecom, Unitel, ETL, Beeline, Planet 총 5개사가 있으며, 모두 3G, 4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는 한국보다 느린 편이며, 우기에 불안정한 전원공급 등의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G/4G 인터넷 요금
의 경우, 1개월 무제한 사용 가능한 4G 패키지는 300,000Kip(약 $35.7), 3G 패키지는 200,000Kip(약 $23.8) 수준이다.

라. 관광명소

ㅇ 빠뚜싸이(Patuxai)
도시명
주소

비엔티안
Lang Xang Avenue, Vientiane Capital, Lao PDR

운영시간

월~일: 08:00-16:00

명소소개

'승리의 탑'이라는 의미를 지닌 건축물로 1960년대 초 혁명전쟁 당시 라오스 전사를 기리기 위해 지은 미완
성 건축물이다. 겉모습은 파리의 개선문을 본떴으나 내부 벽화나 조각은 라오스 양식으로 되어 있다.

ㅇ 파탓루앙(Pha That Luang)
도시명

비엔티안

운영시간

That Luang village, X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명소소개

1566년 '세타틸랏왕'에 의해 세워진 라오스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위대한 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석가모니의 머리카락 사리와 유물을 모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라오스 국기 문양에도 들어가 있으며 불교와
라오스 주권을 상징하는 45m 높이의 웅장한 기념물이다.

ㅇ 붓다파크 (왓 씨엔쾅 불상공원)(Xieng Xhoun)
도시명
주소

비엔티안
Deua, Thanon Tha, Vientiane Capital

운영시간

월~일: 8:00~17:00

명소소개

1958년 불심이 깊은 '루앙 분르아 수리랏'에 의해 세워졌으며 다양한 조형물을 통해 힌두 및 불교문화를 엿
볼 수 있다. 시내에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50m 길이의 라오스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는 곳
이다.

ㅇ 왓시사켓(Wat Sisake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비엔티안
Ave Lane Xang, Vientiane Capital, Lao PDR
1818년 아누웡 왕(King Anouvong)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로 1935년에 재건되었다. 사원 중앙에 위치한
본당 안에는 벽화가 남아있으며 사원 화랑에 진열된 1만 136개의 불상이 장관을 이룬다.

ㅇ 딸랏 싸오(Talat Sao Shopping Mall )
도시명
주소

비엔티안
Talat Sao 1 ( Unit A1 ), Vientiane Capital, Lao PDR

운영시간

월~일: 08:00-17:30

명소소개

한국의 남대문 시장에 해당되며,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자료원 :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컵짜이더(Khop Chai Deu)
도시명
전화번호

비엔티안
+856-21-263-829

주소

Rue Setthathilath, Vientiane Capital, Lao PDR

가격

단품: 4.7달러~5.8달러

영업시간
소개

월~일: 8:00~23:00
라오스 음식 및 각종 퓨전 음식을 판매한다. 라이브 연주를 들을 수 있으며, 서양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다
.

ㅇ 쿠아라오(Kualao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비엔티안
+856-(0)21-215-777

주소

Rue Samsenthai, Vientiane Capital, Lao PDR

가격

단품: 2.3달러~9.4달러

영업시간
소개

월~일: 11:00-14:00, 18:00-20:00
식사를 하면서 라오스 전통춤을 볼 수 있는 고급 라오스 레스토랑

ㅇ 셍라오(Senglao Caf&eacute; and Restaurant )
도시명
전화번호

비엔티안
+856-(0)30-588-0588

주소

140/01, Unit 15, Rue Hengboun, Baan Anou, Vientiane Capital, Lao PDR

가격

단품: 3.5달러~4.7달러

영업시간
소개

월~토: 11:00-22:00, 일: 09:00-16:00
영화관 컨셉의 식당으로, 라오스식, 서양식 판매

ㅇ 라오덤 레스토랑(Lao Derm Restaurant )
도시명
전화번호

비엔티안
+856-(0)21-255-283

주소

Khun Bu Lom Rd, Vientiane Capital, Lao PDR

가격

단품: 4.7달러~5.8달러

영업시간

월-금: 08:00-23:00, 토: 08:00-24:00, 일: 08:00-23:00

소개

라오스식 고급 레스토랑. 랍, 민물고기, 닭, 오리고기 요리 등을 판매한다.

ㅇ 순타라(Suntara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비엔티안
+856-(0)21-251-165

주소

VNW Plaza, Vientiane Capital, Lao PDR

가격

단품: (최저) 3.3달러, (최고) 18.7달러

영업시간
소개

월~일: 08:00-24:00
아름다운 메콩강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식당으로, 라오스식, 서양식, 맥주 등을 즐길 수 있다.
<자료원 :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 한국식당
ㅇ 뱀부(BAMBOO)
도시명
전화번호

비엔티안
+856-(0)21-453-668

주소

Nongbone Rd,23 Singha Rd, Vientiane Capital, Lao PDR

가격

김치찌개 : 4.1달러, 삼겹살 1인분: 7.6달러

영업시간

월~일: 11:00~15:00, 17:00~22:00

ㅇ 하우(HAWOO)
도시명
전화번호
가격
영업시간

비엔티안
+856-(0)20-9559-1001
삼겹살 1인분: 7.0달러, 김치찌개: 5.8 달러
월~일: 10:00~22:00

ㅇ 서울식당(SEOUL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비엔티안
+856-(0)20-5566-8605

주소

Rue Bourichane, Vientiane Capital, Lao PDR

가격

단품: 5.8달러~7.0달러

휴무일

월~일: 08:30~22:00, 목요일 휴무

ㅇ 훈스(Hoon's Korean Cuisine)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비엔티안
+856-(0)20-2815-6947
Kamphengmeuang Rd, Vientiane Capital, Lao PDR
월~일: 09:00-22:00

ㅇ 한국식당(HanCook Restaurant )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비엔티안
+856-(0)20-2208-7080
Khun Bu Lom Rd, Vientiane Capital, Lao PDR
평일: 11:00~14:00, 16:00~22:00, 주말: 11:00~22:00
<자료원 :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라오플라자(Lao Plaza Hotel)
도시명
주소

비엔티안
63 Samsenethai Rd, Vientiane Capital, 01000, Lao PDR

전화번호

(+856) 021 218 801

홈페이지

http://www.laoplaza.com

숙박료
소개

인터넷 최저가 83달러
시내 중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ㅇ 크라운 플라자(Crowne Plaza Hotel )
도시명
주소

비엔티안
20 Rue Samsenthai, Sikhottabong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전화번호

(+856) 021 266 888

홈페이지

https://vientiane.crowneplaza.com/

숙박료
소개

인터넷 최저가 72달러
가장 최근에 지어진 5성급 호텔

ㅇ 랜드마크(Landmark Mekong Riverside Hotel)
도시명
주소

비엔티안
Donchan Rd, Thatkao Village, Sisatta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 Lao PDR

전화번호

(+856) 021 410 275

홈페이지

http://www.landmarkmekongriversidehotel.com

숙박료
소개

인터넷 최저가 131달러
메콩강변에 위치한 5성급 호텔

ㅇ 므앙탱(Mng Thanh Luxury Vientiane Hotel)
도시명
주소

비엔티안
Ban Phonsinuan Road, Sisattanak, Vientiane Capital, Lao PDR

전화번호

(+856) 021 998 999

홈페이지

http://luxuryvientiane.muongthanh.com/en/home.html

숙박료
소개

인터넷 최저가 75달러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5성급 호텔
<자료원 :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 라오스는 여행경보 1단계로 여행유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로 사회가 안정돼 도난 등 범죄 발생률이 낮고, 테러의 위험
도 낮아 치안은 양호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갑, 금전, 여권 등의 도난, 오토바이 날치기, 숙소 침입, 음료수 약취유인 등의 범죄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 새해, 보트레이싱, 탓루앙 축제, 연말연시 등 축제 기간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의해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ㅇ 수도 비엔티안
- 남푸 및 강변의 외국인 밀집 지역
- 탓루앙 사원 및 빠뚜사이 근처 관광지역
- 폰탄, 폰시누안, 동팔란, 사팡모 등의 외국인 주거 밀집 지역

ㅇ 비엔티안 주
- 방비엥 군 외국인 밀집 지역

- 남릉댐 주변 관광지

ㅇ 참파삭 주
- 시판돈 관광지역
- 팍세 시내 외국인 밀집 지역

ㅇ 사바나켓 주
- 외국인 밀집 지역

ㅇ 루앙프라방 주
- 야시장이 열리는 지역 및 강변 인적이 드문 곳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보험사 연락 및 경찰 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 신고는 1191(한국의 112에 해당)로 하면 된다. 응급환자가 발생
한 경우 구조대 1624 혹은 1623을 눌러 신고한다. 위 번호를 누르고 위치(큰 건물이나 유명한 곳을 언급)와 상황을 설명한다. 언어가 통
하지 않을 경우, 주변 현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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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
명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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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ㅇ 화재 : 1190
ㅇ 경찰 : 1191
ㅇ 정전 : 1199
ㅇ 단수 : 1169
ㅇ 전화 : Lao Telecom 010, ETL 135
ㅇ 한인회장 : 856-20-5555-5112
ㅇ 항공사 : 진에어 +82-2-3660-6000
- 티웨이 +82-1688-8686
- 라오 항공 +856-21-513-250
- 제주항공 +82-1599-1500
- 에어부산 +82-70-7997-3060

ㅇ 긴급의료 지원 서비스 연락처
- 비엔티안 앰뷸런스 : 195 (24시간 운영, 기본영어 가능자 근무)

- 비엔티안 Mahosot Hospital(International) : 856-21-214022/응급실 856-21-240656
- 비엔티안 Setthathirath Hospital : 856-21-351156
- 비엔티안 French Clinic : 856-21-214150
- 비엔티안 Alliance Medical centre : +856-20-5461-3492,+856-20-5552-9711(24시간 구조대, 응급실, 태국후송, 영어가능)
- 태국 넝카이 Wattana hospital : +66-42-465-201~8
- 태국 우돈타니 Wattana hospital : +66-42-325-999
- 태국 우돈타니 Aek Udon International Hospital : +66-42-342555
- 태국 우돈타니 Bangkok hospital : +66-2310-3000
- 긴급 헬리콥터 후송서비스 : 라오스카이웨이 1441 / 020-5595-2421 / 0205445-2233

ㅇ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Ban Watnak, Sisattanak District, Vientiane, P.O. Box 7567
- 대표번호 : (856) 21-255-770
- 긴급연락처 : (856) 20-5839-0080
- E-mail : laos@mofa.go.kr
- 영사협력원 : +856-20-7777-6748(루앙프라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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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