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현지 통화인 텡게(Tenge, KZT)를 이용 중이다. 시내에서 달러 통용이 되지 않으며, 무조건 현지화인 텡게로 지급해야 한다. 한인식당 등
에서는 달러를 받는 경우도 있다. 현지화 환전은 시내에 있는 환전소(Миг 등)에서 가능하며, 30만 텡게 이상 환전할 경우 신분증(여권)을
요구받을 수 있다.

환전방법
시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 가능하다. 공항 환전소는 환율이 높지 않으므로 시내 곳곳에 있는 환전소 이용을 추천한다. 미그(Миг)가 대
표적인 환전소이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Mig" 다운로드 시 시내에 위치한 환전소의 위치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일반 은행에서도 환
전은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Visa, Master Card, America express 등의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시외에서는 카드보다 현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 환전은 필수다.

나. 교통

교통상황
시내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버스 및 전차(트램바이, 트롤레이부스), 지하철이 있는데, 전차는 운행 노선이 시내 일부 지역에 제한되지만 버
스는 운행 노선 범위가 훨씬 다양하여 그 이용 비중 또한 높다. 알마티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내 모든 버스, 트롤레이부스 및 지하철
에서 '오나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오나이 카드는 버스 정류장 앞에 위치한 키오스크나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버스 이용도 가능하며, 운전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종이로 된 표를 발급해준다.

버스
교통카드는 버스 정류장 근처나 지하철역 내 키오스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4종류가 있다.

① 1회 승차권: 500텡게(운임은 80텡게, 420텡게는 보증금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일반 월정액 승차권: 7200 텡게 (월정액 식으로 지불하면 한 달간 무제한 이용가능)

② 청소년 승차권: 320텡게(충전식,1회 운임 40텡게, 7~15세까지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 월정액 승차권 : 1000 텡게 (월정액 식으로 지불하면 한 달간 무제한 이용가능)

③ 대학생 승차권: 320 텡게(충전식,1회 운임 40텡게, 학교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대학생 월정액 승차권 : 3000 텡게 (월정액 식으로 지불하면 한 달간 무제한 이용가능)

④ 사회복지 승차권: 재발급시에만 500텡게(충전식, 1회 운임 40텡게, 75세 이상 고령자, 장애청소년, 참전용사에게 무료발급, 재발급

시에만 비용 소요)
사회복지 월정액 승차권 : 2000 텡게 (월정액 식으로 지불하면 한 달간 무제한 이용가능)

1회권을 제외한 모든 카드는 충전식이며 ‘QIWI’라는 회사의 터미널(충전기기)로 충전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마티 시내 교통
카드 운영 홈페이지인 onay.kz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러시아어와 카작어만 조회 가능). 공항에서 목적지로 가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공항 택시 및 콜택시를 이용하거나, 숙소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비싸지만 안전한 편이다.

택시
Yandex taxi, Uber taxi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택시 시스템이 발달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비슷하며, 목적지
를 지정하여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택시를 호출할 때 가격 또한 자동으로 정해짐으로 사기를 당할 우려가 없다. Yandex taxi는 영어 버전
도 존재하며,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 결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현지에는 히치 하이킹도 많이 발달해 있다. 대로변에서 손을 내밀고 있으면 자가용이 와서 정차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
데, 현지인들은 이러한 방법의 이동을 선호한다. 목적지와 가격을 흥정하고 타면 되나, 사기위험이 많고 여성대상 범죄의 위험도 있어 추
천하지 않는 편이다. 가격을 흥정하여 탑승했다고 해도 거스름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해서는 공식 택
시이용을 추천한다.

한편 콜택시나 호텔 주차 영업용 택시는 기본 1,000텡게 이상으로, 요금이 비교적 비싸지만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택시
이용 시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가격대로 흥정할 필요가 있다.

ㅇ Call Taxi 연락처
- Econom Taxi: +7 (727) 245-47-47
- Discount Taxi: +7 (707) 333-33-33
- Eco Taxi: +7 (727) 290-0500

다. 통신

핸드폰
휴대폰의 경우 따로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길거리 키오스크 및 각종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하는 SIM 카드를 구입, 휴대폰에 설치하
면 사용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사용 가능하며, 카자흐스탄의 핸드폰 요금 납부 방식은 선불 충전식 방식이므로 길거리에
비치된 요금납부용 터미널이나 각종 충전 카드를 구입 후 지불해서 사용하면 된다.

휴대전화는 GSM 시스템과 WCDMA 시스템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통화 요금은 약 분당 30텡게(0.2달러)이다. 셀룰러 데이터 사용
요금은 다소 비싼 편이며 통신사마다 각종 정액 요금제 및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된 상황이므로 비교해보고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와이파이)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환경은 평균 45Mbps 정도이나,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편이다. 알마티나 누르술탄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터넷 이
용에 큰 불편함은 없다. 그러나 국가 회선 용량 문제로 인해 한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느려지는 경우도 있다. 통신 요금은 매달 사용 가능
한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와이파이 요금은 1개 라인을 기준으로 한 달 4,200텡게 정도가 청구된다.

라. 관광명소

ㅇ 질료니 바자르(Zelyoni Bazar)
도시명

알마티

운영시간

연중무휴

명소소개

알마티의 재래시장

ㅇ 침불락 스키장(Shymbulak Ski Resort)
도시명

알마티

주소

Medeu

운영시간
휴무일

10:00~17:00
해발 3,200m에 위치한 스키장

ㅇ 대통령 공원(President Park)
도시명
명소소개

알마티
과거 대통령궁이 있었던 곳을 공원으로 개조

ㅇ 콕토베 타워(Kok-tobe Tower)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알마티
st. Bartolda 42, Almaty
서울N타워와 비슷한 라디오 수신 타워. 주변에 동물원,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ㅇ 빅 알마티호수(Big Almaty Lake)
도시명
명소소개

알마티
알마라산 해발 2,600m에 위치한 호수

ㅇ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Kazakhstan)
도시명
운영시간
휴무일

알마티
매주 화요일 휴무, 09:30~18:00 운영(주말포함)
매주 화요일

ㅇ 챠른 캐년(Charyn Canyon)
도시명

알마티주

명소소개

'미니 그랜드 캐년'으로 불리는 카자흐스탄판 캐년. 알마티 시에서 약 300km 동쪽으로 떨어져 있음.
<자료원 : KOTRA 알마티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라인브류(Line Brew)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27-2507985

주소

187a Nazarbayev str,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평균 5,000텡게

영업시간
휴무일

12:00~24:00
없음

소개

말고기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는 퓨전 식당

비고

한국의 TV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었음

ㅇ 펠리니(Fellini)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27-3311013

주소

Essentai Mall, 77/8, Al-farabi str.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평균 6,000~7,000텡게

영업시간
휴무일

11:00~24:00
없음

소개

이태리식(양식)

비고

Essentai Mall 5층에 위치

ㅇ 츄비체이까(Tubiteika(Тюбитейка))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27-2923437

주소

32/1 Satpaev str.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평균 5,000텡게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2:00~22:00
없음
카자흐스탄식 음식(양고기 샤실릭, 말고기, 비슈파르막 등)

ㅇ 아바이(Abay)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002020206

주소

41 Omarovoi str.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평균 7,000텡게

영업시간
휴무일

11:00~20:00
없음

소개

카자흐스탄식, 유럽식 음식

비고

Kok tobe(콕토베) 타워가 위치한 공원에 있으며, 고급식당이다. 바이어나 중요 인사에게 대접하기에 추천
할만한 식당이다. 20,000텡게 이상 식사 시 주차권이 무료로 제공된다.
<자료원 : KOTRA 알마티 무역관>

- 한국식당
ㅇ 명가(Myeongga)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27-269-6866

주소

7 Syrgabekova str.,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3,000~4,500텡게

영업시간
휴무일

10:30~22:30
없음

ㅇ 이모네(Imone)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27-299-1147

주소

Kazakhfilm Micro District 21B,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3,000~4,500텡게

영업시간
휴무일

09:30~21:00
없음

ㅇ 예향(Yehyang)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27-332-2708

주소

Al-Farabi Ave.,1, Ritz Palace 2 floor,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3,000~4,500텡게

영업시간
휴무일

10:00~22:00
없음

ㅇ 다사랑(Dasarang)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27-274-0487

주소

Zhandosova str. 27A,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3,000~4,500텡게

영업시간
휴무일

11:00~22:00
매주 일요일

ㅇ 고기나라(Goginara)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27-2919646

주소

86, Karmysova str.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3,000~4,500텡게

영업시간
휴무일

10:00~24:00
매주 일요일

ㅇ 육프로(Yuk Pro)
도시명
전화번호

알마티
+77072581575

주소

37 Askarov str.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가격

3,000~4,500텡게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없음
<자료원 : KOTRA 알마티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인터콘티넨탈 호텔(Intercontinental Hotel)
도시명
주소

알마티
젤톡산 거리

전화번호

+7 727 25050-00

홈페이지

https://www.ihg.com/intercontinental/hotels/gb/en/almaty/alaha/hoteldetail

숙박료
소개

1박에 약 150달러(KOTRA 회원가는 약 105달러)
5성급 호텔로 시내중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

ㅇ 라하트 팰리스(Rahat Palace)
도시명
주소

알마티
Satpaeva 26

전화번호

+7 (727) 250 12 34

홈페이지

https://rahatpalace.com/

숙박료
소개

1박에 약 90달러
5성급 호텔로 시내중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 Atakent 전시장도 3km 거리 내에 있음.
<자료원 : KOTRA 알마티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ㅇ 토마토 게스트 하우스(Tomato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알마티
Taugul-3
+7-727-226-2445
<자료원 : KOTRA 알마티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카자흐스탄은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언제나 신변안전에 대한 유의가 요구된다. 카자흐스탄 자체가 약 130개
민족이 섞인 다민족 국가인 관계로 러시아와 같은 인종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은 거의 없는 편이며,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우호적이기 때
문에 인종차별과 같은 일을 당할 일이 거의 없는 편이다.

치안은 CIS 국가 중 가장 좋은 편이나, 호텔 객실 내부에서도 항상 외부인 출입에 경계하고 귀중품을 두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좋지 않은 도로 상황과 거친 운전 습관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외출 시 항상 여권과 입국카드, 거주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들의 불심 검문이 잦아 항상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해 들고 다녀야 하며, 만약 서류가 하나라도 없을 시 그 즉시 연행되거나 뇌물을 요구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 안,
상점, 재래시장 등 인파가 잦은 곳에서는 소지품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휴대폰 및 지갑의 소매치기 위험이 크므로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
하고 주의해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카자흐스탄 지역은 전 지역 대부분 안전한 편이지만 악타우, 아티라우 등 카자흐스탄 서부 도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행
위가 있었으며, 악튜빈스크 등 카자흐스탄 북서부 도시의 치안이 불안하다고 현지 언론에서 밝히고 있다.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이쪽 지역
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라마단을 하루 앞둔 2016. 6. 5. 카자흐스탄 북서부 도시 악토베에서 무장 괴한들의 총기판매점과 군부대 테러 공격으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무장 괴한들이 무기 탈취를 노린 극단주의 종교 세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테러
로 인해 당국은 아스타나와 알마티를 포함한 카자흐스탄 전역에 대테러 ‘황색’ 경계경보(40일간 유지)를 발령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 외교부가 '20. 3. 23.부터 카자흐스탄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 10. 6.부터 출발국가를 불문하고 72시간 내 취득한 코로나19 음성판정서 미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국민의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코로나 관련 한국 정부 및 주재국 정부의 조치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초에는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 저녁 무렵 우리 국민이 잠시 외출 중인 틈을 타 절도범이 현관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코로나 사태로 배달이 일상화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느슨해지면서 이와 같은 절도가 발생하였는데,
한국인은 부유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곳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 직원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국과 마찬가
지로, 현장에서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보험회사로는 Amanat 등이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영어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시내를 보행하다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총영사관 콜센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ㅇ 사건·사고용 알마티 총영사관 전화번호: +7-777-705-6634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총영사관 혹은 대사관을 찾아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지갑을 도난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
여 신고서를 작성 후 가입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은 지갑을 분실해 경찰서에 가도 응대를 해주지 않거나, 언어장벽으로

소통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항상 귀중품 소지에 유의해야 한다.

3) 응급 전화번호

주 알마티 총영사관에서 긴급연락망을 운영하고 있다.

ㅇ 근무시간: +7-727-291-0490, 0449
ㅇ 근무시간 외 사건·사고: +7-777-705-6634
ㅇ 영사 콜센터,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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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