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모잠비크의 화폐단위는 메티칼(Metical)이다. 지폐는 20/50/100/200/500/1,000메티칼이 있으며 주화는 0.5/1/2/5/10메티칼이 있다
.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잠비크 메티칼화가 꾸준히 평가절하되어 2020년 연말 환율은 1달러당 74메티칼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1년 1월 중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되어 5월까지 현지화가 20% 가까이 달러화대비 평가절상되어
1달러당 환율이 55메티칼까지 내려갔다. 이후 2021년 9월 중순 기준 1달러당 63.8메티칼 수준으로 환율은 조정이 된 상황이다.

환전방법
환전은 은행, 호텔, 환전소, 공항 등에서 가능하다. 환전을 위해서는 유효한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 항공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참하는 것이 좋다. 공항보다는 시내 쇼핑센터 등에 위치한 공식 환전소 환율이 유리한 편이다. 또한, 비공식 환전소에서의 환
전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식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모잠비크에서 환전 후 사용하다 남은 현지화를 다시 달러화 등 외화
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현지화로 환전했던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모잠비크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므로 한국에서 가져온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모잠비크에서는 신용카드 보급률은 낮
으며, 현금카드(Debit Card)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Pin)를 입력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모잠비크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주 제한적이다. 모잠비크에는 지하철이 없어 현지인들이 이
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을버스처럼 "샤파(Chapa)"라고 불리는 승합차를 많이 이용한다. 짧은 거리의 경
우 오토바이 택시인 쇼펠라(chopela)도 이용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편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마푸투 등 주요 도시의 다운타운을 제외한 외곽도로 및 지방도시의 도로는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장이 되어 있어도
움푹 팬 곳이 많아 운전할 경우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호체계도 주요 도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
며 주요 도시의 신호등 등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

모잠비크는 운전석 위치가 영국식으로 우리나라와 반대이다. 또한, 운전자들은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고 양보를 잘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
에 모잠비크에서 직접 차량 운전 시 사고예방을 위해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버스
모잠비크 마푸투 등 일부 도시에서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하고 있지만 운행하고 있는 버스 대수가 충분하지 않고 노선도 다양하지 않다. 이
에 많은 현지인들은 "샤파(Chapa)"라 불리는 개조된 승합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샤파의 이용요금은 1구간 기준 12메티칼 정도로 저렴
하나 차량의 상태나 위생, 안전, 소매치기 등의 위험이 있어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택시
모잠비크로 출장 온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교통수단은 택시다. 주로 콜택시의 형태로 공항의 안내데스크, 호텔 프론트에 부
탁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다. 다만, 모잠비크 택시는 미터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때는 미리 목적지를 밝히고
요금을 확인해야 한다. 마푸투 시내 이동의 경우 일반적인 요금은 300~500메티칼 정도이다.

다. 통신

핸드폰
모잠비크는 Vodacom, Tmcel, Movitel 등 3개의 업체가 각각 84, 82, 8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가입자를 받고 있다. 번호별로 지역에 따
라 통화 성공률에 차이가 있어 현지인들은 3개 회사 중 2개의 회사에 가입해 2개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마푸투 시
내에는 Vodacom, Tmcel를, 지방에는 Movitel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

모잠비크 통신위원회(INCM)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 현재 가장 최신통계인 2017년 기준 이동통신 업체별 가입자 수는 Vodacom이
5,385,443명으로 가장 많고 Tmcel( 4,120,949), Movitel(4,079,515) 순이다.

모잠비크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원하는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외국인은 여권)을 가지고 가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심 카드(Simcard)를 구입하면 된다. 심 카드는 5메티칼부터 시작해 저렴한 편이다. 휴대전화 요금제는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는데, 후불제는 우리나라
와 같이 통신사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사용 후 매달 청구되는 요금을 지급하면 된다. 국내 출장자들은 선불제를 이용하면 되는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심카드(Sim-card) 구입 후 선불카드(Airtime)를 구매하여 충전하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2021년 9월 현재, 모잠비크에는 35개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ISP)가 있으며 이 중 Tmcel이 운영 중인 Teledata, 남아공 진출기업
Internet Solution, 모잠비크 자국기업 TV Cabo 등이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는 수도 마푸투 및 인근 일부 지역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약 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이에 모바일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스마
트폰 또는 이동통신사의 소형 데이터 단말기가 주요 인터넷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잠비크 내 인터넷 인프라는 와이파이(Wifi)가 일반적이며 속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다. 현지에서 가장 빠른 편인
12Mbps 인터넷도 다운로드 속도는 300~500KCPS에 그친다. 일반적으로 호텔에서는 투숙객과 행사 참석자에 한해 무료 와이파이
(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관광명소

ㅇ 목각시장(FEIM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마푸투
Avenida dos Mrtires da Machava, Maputo, Mozambique
매일 08:00~18:00
없음.
아프리카 특유의 다양한 목공예품 구입이 가능한 목각시장이다.

ㅇ 마푸투 중앙시장(Maputo central marke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마푸투
Av. 25 de Setembro, Maputo, Mozambique
07:00~19:00(일요일은 오후 2시에 종료)
없음.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중앙시장 주변은 치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바 외국인들의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원 : KOTRA 마푸투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까자 두 뻬이시(Casa do Peixe)
도시명
전화번호

마푸투
+258 21 486 768

주소

Avenida da Marginal, 37 Maputo, Mozambique

가격

메뉴에 따라 다르나 4인 기준 점심식사 가격은 약 80달러 정도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매일 12:00~20:00
없음.
해산물 요리 전문식당

ㅇ 캄포다마레(Campo di Mare)
도시명

마푸투

주소

Av. Marginal, 5714, Maputo, Mozambique

가격

메뉴에 따라 다르나 4인 기준 점심식사 가격은 약 80달러 정도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매일 08:00~20:00
없음.
해산물 요리 전문식당

ㅇ 마르나브라사(MarNaBrassa)
도시명

마푸투

전화번호

+258 82 300 0792

주소

Avenida da Marginal nº 51, Maputo, Mozambique

가격

메뉴에 따라 다르나 4인 기준 점심식사 가격은 약 80달러 정도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매일 12:00~20:00
없음.
해산물 요리 전문식당

ㅇ 잠비(Zambi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마푸투
+258 84 339 2624

주소

Av. 10 de Novembro, 8, Maputo, Mozambique

가격

메뉴에 따라 다르나 4인 기준 점심식사 가격은 약 100달러 정도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매일 12:00~20:00
없음.
해산물, 스테이크 전문 식당이며, 점심 때는 일식 초밥 부페도 운영

ㅇ 아카시아(Acacias)
도시명
전화번호

마푸투
+258 86 310 3030

주소

Av. Marien Ngouabi No. 36, Maputo 1100, Mozambique

가격

메뉴에 따라 다르나, 4인 기준 한국식 삽겹살과 쌀국수로 식사할 경우, 약 70 달러 정도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매일 10:00~20:00
없음.
베트남 식당

ㅇ 봉가르프(Bom Garfo)
도시명
전화번호

마푸투
+258 21 319 898

주소

930 Av. Julius Nyerere, Maputo, Mozambique

가격

브라질식 슈하스코 부페 기준 1인당 약 25 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오전 11:00~15:00, 18:00~20:00

휴무일
소개

없음.
브라질실 슈하스코 전문식당
<자료원 : KOTRA 마푸투 무역관>

- 한국식당
ㅇ 한국식당(Restaurante Han Guk)
도시명
전화번호

마푸투
+258 84 845 5000

주소

Av. 21 de Julho No. 1823, Maputo, Mozambqiue

가격

김치찌개 기준 10.3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2:00~20:00
없음
모잠비크 내 유일한 전통 한국식당
<자료원 : KOTRA 마푸투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라디슨블루 호텔(Radisson Blu Hotel &Residence Maputo)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Maputo
Avenida Marginal 141, Maputo, Mozambique
+258 21 242 400
https://www.radissonblu.com/en/hotelmaputo?facilitatorId=CSOSEO&csref=org_gmb_sk_en_sn_ho_MPMZH

숙박료
소개

싱글룸 기준 230~250달러
마푸투 시내 해변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2016년도에 오픈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매우 깨끗함.

ㅇ 폴라나 호텔(Polana Serena Hotel)
도시명
주소

Maputo
Avenida Julius Nyerere 1380, Maputo, Mozambique

전화번호

+258 21 241 700

홈페이지

https://www.serenahotels.com/serenapolana/en/default.html

숙박료
소개

싱글룸 기준 약 250달러
마푸투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호텔

ㅇ 글로리아 호텔(Maputo AFEEC Gloria Hotel)
도시명
주소

Maputo
Av. Marginal Nº 4441, Maputo, Mozambique

전화번호

+258 21 266 666

홈페이지

http://www.gloriahotel.co.mz

숙박료
소개

싱글룸 기준 약 130달러
중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5성급 호텔로, 다른 5성급 호텔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ㅇ 스테이이지(StayEasy Maputo)
도시명
주소

Maputo
151 Avenida da Marginal, Maputo, Mozambique

전화번호

+258 20 607 030

홈페이지

https://www.tsogosun.com/stayeasy-maputo/contact-us/directions

숙박료
소개

싱금룸 기준 약 110 달러
Southern Sun 호텔 체인이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서, 마푸투 시내 대형 쇼핑몰(BAIA Mall)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접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마푸투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ㅇ 모잠비크 마푸투 한인게스트하우스(Korean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소개

Maputo
Av. Vladimir Lenin, No 264, Maputo, Mozambique
+258 82 306 2025
1인당 150달러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마푸투 시내 게스트하우스
<자료원 : KOTRA 마푸투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모잠비크의 치안상태는 남아공 등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해외여행객, 특히 현금 과다 보유 여행객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인 등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절도사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과거 오랜 내전으로 총기 사용 경
험이 많아 총기 사건·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잠비크 여행 시 손가방이나 값비싼 보석류는 가급적 착용하지 말고
서류(여권 등)는 반드시 복사본을 소지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우리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부로 모잠비크 북부 까보 델가두 주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를 의미하는 3단계 적색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17년 10월 이후 까보 델가두 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의한 민간인 대상 무차별 공격행위가 지속해
서 발생하고 있고 현지 치안 불안이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처럼 까보 델가두 주는 치안이 불안하므로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다.

2021년 코로나19 지속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서, 현지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양인들에 대
한 혐오범죄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2월 이후 마푸투, 마톨라 등 주요도시의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모잠비크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벼운 접촉사고는 상대 측 운전자의 신상정보(명함 또는 휴대폰 번호)를 확보한 후, 자동차
보험 회사(렌트차량일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 사고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만약,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현지 경찰에 신
고하여 경찰의 사고 접수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도움이 된다. 경찰 신고 후에는 상기 기술한 경미한 접촉사고
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험회사 또는 렌터카회사에 사고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2) 여권/지갑 분실

모잠비크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주모
잠비크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지갑을 분실했을 때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모잠비크 현지 치안상황 및 경찰력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지갑을 훔쳐갔을 때는 사실
상 찾기가 쉽지 않다. 만약 분실한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있을 때는 분실된 신용카드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한국 내 카드 발급사에 전화하
여 신용카드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3) 응급 전화번호

- 경찰(범죄 신고): +258 21 322 914
- 소방서(화재신고): +258 21 322 222
- 엠뷸런스(적십자): +258 21 325 297
- 병원 응급실(Hospital Privado): +258 21 488 600
- 주 모잠비크 대사관: +258 84 518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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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