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모로코 내에서는 통칭 모로코 디르함(Dirham, DH)으로,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MAD(Moroccan Dirham)로 약칭되고 있으
며 1모로코 디르함은 100쌍팀(Centime)이다. 자릿수 구분을 우리와는 다르게 하여 천 단위 구분 표시로 점(.)을 사용하고 소수점은 콤마
(,)로 표시하여 혼동하기 쉽다.(예: DH 1.200,55 / 천이백 모로코 디르함 오십오 쌍팀). 지폐는 200, 100, 50, 20모로코 디르함권이 사
용되고 있으며 주화(동전)는 10, 5, 2, 1모로코 디르함과 50, 20, 10, 5쌍팀이 유통된다. 1모로코 디르함은 한화 약 126원, 1달러
=8.886 모로코 디르함이다.(변동환율, 2021. 5. 8. 기준)

* 아래에서는 통상 모로코 디르함을 디르함으로 통칭

환전방법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에 입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의 외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바, 모로코 입출국 시 모로코 정부의
외국환 신고기준을 유념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모로코 외국환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 외환반입: 10만 디르함(1달러=약 8.886디르함)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반입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외환반출: 10만 디르함(1달러=약 8.886디르함)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반출 시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출국
전 반드시 세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도초과 외화를 휴대 반입 또는 반출 시 세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소지한 외화를 모두 압수당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로코 디르함화의 반출이 통제되고 있으므로 사용 후 남은 모로코 디르함화는 출국 시 재환전해야 한다. 단, 과거 현지화로 환전한
증명서가 없으면 환전해 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전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방문자가 48시간 이상 체류 시 체재기간 동안 환전
한 금액의 50%만 달러화로 재환전해주기 때문에 단기간 방문 시에는 체류 기간에 필요한 경비만 디르함(DIRHAM)화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항, 은행, 호텔 및 시내 환전소 등에서 유로화, 미 달러화 등이 환전할 수 있다. 환전소와 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하려면 WAFA CASH, WESTERN UNION 등의 간판을 찾아가야 한다. 최근 들어 재래시장(Ancienne
Medina) 주변에서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달러화를 달러가 필요한 현지인에게 현지화로 바꿔주는 암달러상이 일부 활동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일부 소규모 호텔/식당/상점/재래시장/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하며(VISA, MAESTRO, MASTER 등) 현금 자동 인출기도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인출 시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하지만 간혹 직불카드가 아닌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직불카드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모로코는 도시 간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비교적 잘 발달하여 있어 렌트 등을 이용한 육로 이동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으나 카사블랑카, 마
라케시 등 대도시 중심부는 도로가 좁고 차량이 많아 출퇴근 및 특히 오후 시간대에 정체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모로코는 도로상태가 좋
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므로 운전 또는 도보 이동 시 아래 사항에 각별히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
다.
- 시내 도로의 노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 구멍이 파인 곳이 많고 라운드 어바웃(회전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이
일반적이다.
- 차량은 우측통행이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다.
- 많은 운전자가 급하게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어 추월도 심하고 차선도 잘 지켜지지 않으며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바꾸면 경우가 많
다.
- 고속도로나 시골 길은 가로등이 없는 곳도 많아 야간운전 시 특히 주의를 요하며 도시를 벗어나면 동물(소, 양, 개, 고양이 등)들이 도
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카사블랑카, 탕제, 마라케쉬 등 주요 도시 간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도시 간 이동 시 봉쇄 여부
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별도 전용 주차장(지상 또는 지하)이 많지 않아 시내 주차 시 주차구역 내에 주차해야 하는데 무인주차 티켓발급기에서 주차티켓을 끊어
차량 내부에 주차 감시요원이 볼 수 있도록 넣어두어야 하며, 주차발급기가 없는 곳에서는 통상 조끼를 입은 주차안내원이 주차를 도와주
고 소정의 돈(2~3디르함)을 받는다.(관광지에서는 5 또는 10디르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도착 시까지 교통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이나 지방에서 사고 발생 시 경찰 출
동이 늦어져 사상자를 오래 현장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 병원시설 및 의료진이 완비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적
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버스
시내 곳곳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번호도 잘 표시되어 있으나 버스시간 및 목적지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카사블
랑카의 경우 100여 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버스요금도 6 디르함(약 700원)으로 저렴한 편이나 노선이 복잡해 초행자 및 외국인은 이
용이 쉽지 않다. 과거 시내버스가 전반적으로 매우 노후하였으나 2021년 초부터 신규 버스로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경관이 크
게 개선되었다. 버스 외에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트램이 존재한다. 현재 카사블랑카의 경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단 운행시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택시
대형택시(Grand Taxi)는 일반적으로 벤츠 구형으로 정원(6명)이 차야 출발한다. 탑승 시 가격 흥정을 해야 하고 도시 간 연결 및 시내구
간 이용도 가능하다. 운전자를 제외하고 조수석에 2명, 뒷자리에 4명이 탑승하는데, 공간이 좁아 자리가 불편하므로 나머지 인원수에 해
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명이 탈 경우 한 사람에 20모로코 디르함이라면, 혼자 탈 경우 총 6인에 해당하는
120디르함을 지불하면 된다.

소형택시(Petit Taxi)는 도시별로 색상이 다른데(예 - 라바트: 파란색, 카사블랑카: 빨간색) 보통 소형 승용차로 연식이 오래된 경우가 일반
적이며 택시 정원은 3명(기사제외)으로 합승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2.5디르함부터 시작하고 100m당 0.20디르함씩 미터기가 올라간
다. 2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요금이 할증(50%)된다. 최소요금은 도시별로 다르나 카사블랑카의 경우 8디르함이다. (가령 5디르함이
나오더라도 8디르함 지불)

탑승 시 주의사항으로는 택시요금이 한국대비 많이 저렴하나 소형택시는 외국인이면 미터기를 켜지 않고 가격을 높이 부르는 경우가 많으
므로 택시 운전자에게 미터기(compteur, 꼼떠)를 켜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택시를 잡는 것도 방법이며 구간별 택시 값
을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역 바로 앞이나 CTM버스 정류장 입구의 택시들은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이나 정류소

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탈 수도 있다.

다. 통신

핸드폰
해외 출장 시 통상 로밍을 해오는 경우가 많으나 현지에서 전화 또는 데이터 사용이 많은 경우 요금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 현지 도착 후 공항 또는 시내 가게에서 유심칩을 사서 기존 핸드폰과 연결 후 충전을 하여 사용하거나 모로코 출장 올 일이 많은 경
우 저가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지 통신사업자는 Maroc Telecom, Orange, Inwi의 3개사로 선택할 수 있다. 유심칩은 30디르함으로 기존 핸드폰에 먼저 연결한 후
전화, 문자, 데이터별로 구분하여 충전이 가능하다(데이터의 경우 통상 1G당 10디르함). 또한 휴대폰의 경우, 매장에서 고가폰으로는 아
이폰, 삼성 전화기가 주로 전시되어 있으며 저가폰으로는 오포, 화웨이 등 중국산과 노키아 등 유럽산 제품도 발견할 수 있다. 저렴한 모델
은 싸게는 300~500디르함 정도로 유심칩이 포함된 가격이다.

인터넷(와이파이)
모로코의 인터넷 환경은 한국대비는 매우 느리지만, 북아프리카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속도가 괜찮은 편이다. 길거리에서 동영상을 시청하
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도심 내에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은 통상 무리 없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100~200mps 속도의 FTTH 또는 optic fiber를 사용하는 사무실 또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
하고 호텔,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의 와이파이 속도는 제한적이다.

라. 관광명소

ㅇ 하산 투어(Hassan Tour)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라바트
Boulevard Mohamed Lyazidi, Rabat
09:00~18:00
월~일 오픈
44m 높이의 미완성 모스크로 현 국왕 모하메드 6세의 부친인 핫산 2세와 조부인 모하메드 5세의 능에 인
접 위치

ㅇ 제마엘프나 광장(Jamaa Lafna Square)
도시명
주소

마라케시
The Souks of Marrakesh 40000

운영시간

해당사항 없음

휴무일

해당사항 없음

명소소개

마라케시 중심에 위치한 큰 광장으로 예전엔 죄인을 처형하고 그 목을 걸어 놓는 장소였으나 현재는 곡예사,
뱀 부리는 사람 등 각종 거리 공연 및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포장마차, 식당 등이 들어서 있음

ㅇ 하산 2세 모스크(Hassan 2 Mosque)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카사블랑카
Boulevard de la Corniche, Dar-el-Beida 20000
09:00~15:00 (금요일은 운영시간 제한적)
월~일 오픈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모스크로 1993년 8월에 완공되었으며 비이슬람 신자도 입장권 구매시 모스크 내부
입장 가능
<자료원 : 구글 (운영시간, 주소 등)>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릭스카페(Rick's Cafe)
도시명
전화번호

카사블랑카
+212 (0) 522 274 207

주소

248 Boulevard Sour Jdid, Casablanca 20250

가격

20~3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12:00~15:00, 18:30~01:00 (주말, 공휴일은 시간 변동 가능)
월~일 영업

소개

모로코 배경의 유명한 영화인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까페를 재연한 식당으로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 중 하나임. 스테이크, 생선구이 등 서양식 요리를 제공하는데 음식 맛이 괜찮고 특히 저녁시간대 실내
분위기가 좋음

비고

코로나로 인해 운영여부 및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ㅇ 라 바바로즈(La Bavaroise)
도시명
전화번호

카사블랑카
+212 (0) 522 311 760

주소

Rue Nichakra Rahal, Casablanca 20250

가격

25~35달러

영업시간

12:00~15:00, 19:30~23:00 (주말, 공휴일은 시간 변동 가능)

휴무일

월~일 영업

소개

카사블랑카 북부 비즈니스 호텔 밀집구역에서 멀지 않으며 스테이크가 유명한 프랑스 식당

비고

코로나로 인해 운영여부 및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ㅇ 리스토랑테 이타리아노(I Ristorante Italiano)
도시명
전화번호

카사블랑카
+212 (0) 522 946 160

주소

8 Rue d'Ifrane cil, Casablanca 20250

가격

15~2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12:00~15:00, 19:30~23:00 (주말, 공휴일은 시간 변동 가능)
월~일 영업

소개

카사블랑카 남부 간디 대로(Boulevard Ghandi)에서 가까우며 파스타, 피자 등 가격대비 퀄리티가 높음

비고

코로나로 인해 운영여부 및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ㅇ 스칼라(La Sqala)
도시명
전화번호

카사블랑카
+212 (0) 522 262 029

주소

Boulevard des Almohades, Casablanca 20250

가격

15~25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08:00~23:00 (주말, 공휴일은 시간 변동 가능)
월~일 영업

소개

카사블랑카 북쪽 마리나(Marina)지역과 가까우며 타진, 꾸스꾸스 등 모로코 전통요리를 맛볼 수 있음

비고

코로나로 인해 운영여부 및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자료원 : 구글 (운영시간, 주소 등)>

- 한국식당
ㅇ 서울가든(Seoul Garden)
도시명
전화번호

카사블랑카
+212 (0) 522 397 776

주소

6, rue Assilm -ex La Paix, El Maarif 20100

가격

15~25달러

영업시간

12:00~15:00, 18:30~23:30 (주말은 시간 변동 가능)

휴무일

월~일

소개

카사블랑카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국식당으로 2층으로 되어있으며 삼겹살, 소주, 김치찌게 등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음

비고

코로나로 인해 운영여부 및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자료원 : 구글 (운영시간, 주소 등)>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하얏트 리젠시 카사블랑카(Hyatt Regency Casablanca)
도시명
주소

카사블랑카
Place des Nations Unies, 20000 Casablanca, Morocco

전화번호

+212 (0) 522 431 234

홈페이지

http://casablanca.regency.hyatt.com

숙박료
소개

170~200달러 (King Standard 기준, 가격은 시즌에 따라 상이)
카사블랑카 중심부인 메디나(Medina) 인근에 위치한 5성 호텔로 야외수영장, 24시간 헬스장 등 운영

ㅇ 그랜드 모가도르 호텔(Grand Mogador Casablanca)
도시명
주소

카사블랑카
Angle Bd Albert 1er et Rue Ait Ba Amrane, Casablanca, Morocco

전화번호

+212 (0) 522 417 272

홈페이지

http://www.mogadorhotel.com

숙박료
소개

170~200달러 (Double Room 기준, 가격은 시즌에 따라 상이)
카사블랑카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최근 호텔 레노베이션을 통해 룸 상태가 양호한 편임
<자료원 : 구글 (위치, 전화번호 등)>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모로코는 다른 중동국가 대비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편이나, 아직 빈부격차 및 지역 간 발전격차가 심하고
3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 등 사회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도시 빈민가나 외곽지역, 해안가 등에서 강도(차량 강도 포함), 절

도, 날치기 등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 특히 관광지 및 대도시에서 절도 등 각종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현금, 신용카드, 여권 등 소지
품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배로 유럽과 연결되는 북쪽 항구도시 탕제에서는 현지어(불어 또는 아랍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
객을 대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남녀 불문 야간여행이나 혼자서 벽지 또는 원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외곽지역이나 시내 뒷골목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은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한편 관광지, 공항 등의 경우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
로 길 안내, 짐 운반 등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추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명
확히 의사를 밝혀서 다툼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모로코 내에서 강도(차량 강도 포함), 절도, 소매치기 및 기타 사건사고 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권을 도난당했을 경우엔 대사관에
신속히 연락 후 방문해 임시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지 강력사고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또는 응급처리 병원 접수처에서 시
간을 다투는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보다는 경찰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연고자 확인 등 행정절차가 우선시 되는 관행이 아직도 팽배하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 보호를 위한 효율적 조치를 위해(코로나 감염 유사증상 발생시 포함) 아래의 대사관 연락번호를 항상 소지하고 우
선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대사관 연락처 : (대표전화/근무시간 내) + 212 537 751 767
(긴급상황 발생시/근무시간 외) + 212 662 772 408
ㅇ 영사콜센터(24시간) + 82 2 3210 0404(유료) * 스마트폰 어플 설치 시 무료전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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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