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에콰도르는 지난 2000년에 미국 달러화를 자국 통화로 하는 달러화를 단행했다. 1884년부터 법정통화로 사용된 수크레 화(Sucre, S/,
ECS)는 2000년 1월 9일, 1 USD 당 25,000수크레의 환율로 미국 달러화로 전면 교체됐다. 따라서 현재 에콰도르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미국의 달러화로서, 지폐는 100달러권, 50달러권, 20달러권, 10달러권, 5달러권, 1달러권이 있으며 동전은 1달러, 50센트, 25센트,
10센트, 5센트, 1센트가 있다. 50달러 이상 고액권은 일반 상점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20달러 이하 지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환전방법
에콰도르에서는 미국 달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환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항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이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정당하게 신고하고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입할 경우 총 소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30%의 벌금이 징수된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현금을 소지하는 것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오키도키(OKIDOKI) 같은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는 보편화되어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에콰도르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수단은 트롤레(Trole)이다. 버스 2대를 연결해 도로 중앙의 독립된 길과 정해진 정류장을 이
동하는 트롤리는 요금이 25센트로 저렴하나, 출퇴근 시간에는 다소 붐빌 수 있다. 키토와 과야낄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운행시간
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이다.

수도 키토(Quito)가 2019년 개통을 목표로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공사가 지연돼 2021년 3월 개통 예정이다.

버스
대도시에서는 버스를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버스요금은 매우 저렴하며 아침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저녁에는 10시
이전에 운행을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금은 25센트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황색경보 지역인 수도 키토에서는 버스 탑승 시 마스
크 착용이 의무이며, 최대 수용 인원의 75%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 현재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중이다
.(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55)

택시
에콰도르에서 택시는 여행자의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따라 계산되지만, 평균거리 운행 시 2~3달러의 요금이 부과되
며 야간에는 3~4달러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1.45달러, 야간 1.75달러이다. 야간에는 무선호출 시스템을 갖춘 택시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행자가 전화하면 늦어도 5분 이내에 요청한 장소로 택시를 보내준다. 추가 요금은 택시회사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1달러이다. 택시호출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EASY TAXI 앱을 이용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일반 택시요금과 같다. 요즘은 우버(Uber) 택시,
까비파이(cabify)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철도
에콰도르에 철도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운송수단보다는 관광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안데스 산맥과 많은 강줄기로 인해 철도운송에는
지형이 적합하지 않아서 긴급한 물자 및 여객 수송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고풍스럽고 느린 관광 열차로 에콰도르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행사를 통하면 이러한 관광 열차를 통한 여행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 통신

핸드폰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핸드폰 통신 회사는 끌라로와 모비스타이다. 시내에 위치한 Claro, Movistar 지점을 방문하여 여권을 제시하
고 선불칩을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5~8달러 수준이다.

ㅇ 끌라로(Claro): 홈페이지 https://www.claro.com.ec/
ㅇ 모비스타(Movistar): 홈페이지 http://www.movistar.com.ec/

인터넷(와이파이)
도시지역에서 인터넷은 매우 보편화돼 있다. 대부분의 상업지역 및 관광지에는 매우 합리적 가격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인터넷 전화, 이메
일, 팩스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수백 군데의 인터넷 카페가 영업 중이다. 컴퓨터는 시간당 사용료를 부과하고 지역에 따라 요금이 상
이하다.

인터넷은 매우 급속히 보급되고 있어 도심지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인터넷 3대 기업으로는 CNT(국영),
TVCABLE와 NETLIFE가 있다. 20메가 일반 인터넷 라인이 월 35~40달러 정도이다. 인터넷 회사 영업팀에 전화하면 영업사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계약서를 접수하고, 보통 3일 이내에 기술자가 와서 인터넷을 설치해 준다.

라. 관광명소

ㅇ 적도탑(Mitad del Mundo)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키토
Manuel Cordova Galarza Km. 13, 5 SN, Quito
매일 09:00~18:00
연중무휴

명소소개

지구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는 적도 상에 1736~1742년간 지구의 모양을 연구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온
프랑스 측지단의 적도 발견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화산석으로 만든 30m 높이의 피라미드형 기념탑이다. 에
콰도르 원주민들은 잉카시대 이전부터 적도를 Inti Nan(태양의 길)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을 지기가 충만한
곳으로 보고 약초 재배 및 휴양지로 삼았다. 적도 탑 진입로 양편에는 적도 발견 탐험에 참가한 9명의 파리
과학 아카데미 회원, 2명의 스페인 수학자와 에콰도르 과학자 Pedro Vicente Maldonado의 부조상이 설
치돼 있다. 적도 탑 진입로 좌편에 18세기 적도 발견 관련 역사 과학적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에콰도르, 프
랑스, 스페인 및 독일 전시관이 있다. 적도 탑 앞에는 스페인 식민시대 축소판 도시가 건설돼 있다.
적도 탑으로부터 동쪽으로 5km 떨어진 깊은 협곡 위 조그마한 언덕에 폐허가 된 Rumicucho 잉카유적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춘분과 추분 정오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며, 지구의 다른 곳보다 중력이 상대적
으로 약해 몸무게가 약간씩 가벼워진다.

ㅇ 과야사민 박물관(Museo Guayasamin)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키토
Mariano Calvache E18-94 y Lorenzo Chavez. Bellavista
월~일: 10:00~17:00
연중무휴
1919년 키토 태생의 중남미의 대표적 화가인 Oswaldo Guayasamin 개인 미술관으로 자신의 작품, 보석,
민예품, 프레 콜롬비아 및 스페인 식민시대 예술품이 전시돼 있다. 인디오의 피를 이어받은 Guayasamin은
한때 멕시코 벽화 운동에도 참가한 바 있으며, 민중의 고뇌와 분노, 인디오의 생활, 키토 거리 풍경 등을 주
제로 독창적이고 강렬한 터치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그가 그린 과장된 '손'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표현하며 민중의 절규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
입장료 성인 8달러, 학생 4달러, 12세 이하 무료

ㅇ 대통령궁(Palacio Presidencia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키토
Palacio de Carondelet
월~일: 9:00~16:00

연중무휴
궁전 건설 대통령의 성을 따라 Carondelet 궁이라고도 한다. 궁전 정면은 아마존 강 발견 기념 벽으로 돼 있
다. 독립광장에는 에콰도르 독립 100주년 기념비가 있다.

ㅇ 텔레페리코(Teleferico)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키토
Calle Arnulfo Araujo y Av. Occidental
화~목: 9:00~20:00, 금~월: 8:00~20:00
8.5달러

명소소개

수도 키토(Quito) 시내에 있는 케이블카로, 출발하는 지점이 해발 3,100m이고 도착지점이 4,000m이다.
키토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자료원 : KOTRA 키토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티안게즈(Tianguez)
도시명
전화번호

키토
593) 2257-0233

주소

Plaza de San Francisco

가격

1인 10달러 수준

영업시간
소개

월~일: 9:30~18:30
에콰도르 전통음식

ㅇ 미꼬시나(Mi Cocina)
도시명
전화번호

키토
593) 2224-1213

주소

Av. 6 de Diciembre y Aleman(메가막시)

가격

1인 10달러 수준

영업시간
소개

월~토: 10:00~21:00, 일: 10:00~20:00
메가막시 주변 맛집

ㅇ 엘벤타날(El Ventanal)
도시명
전화번호

키토
593) 225-72232

주소

Calle Carchi y Nicaragua

가격

1인 15달러 수준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화~금: 16:00~24:00, 토: 12:00~15:00, 18:00~24:00
월, 일
구시가지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 www.elventanal.ec

ㅇ 모자이코(Mosaico)
도시명
전화번호

키토
593) 2254-2871

주소

Manuel Samaniego N8-95 y Antepara, Itchimbia

가격

1인 15달러 수준

영업시간
소개

월~수: 16:00~23:00, 목~토: 13:00~23:00, 일: 13:00~22:30
Itchimbia 공원 근처에 위치, 구시가지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www.cafemosaico.com.ec
<자료원 : KOTRA 키토무역관>

- 한국식당
ㅇ 본가(Bonga)
도시명
전화번호

키토
593) 2224-6893

주소

Av. De los Shyris N43-85(entre Rio Coca y Tomas de Berlanga), Quito

가격

김치찌개, 된장찌개 15달러 수준

영업시간
소개

월~일: 12:00~21:00
히피하파(Jipijapa)에 위치한 한국식당

ㅇ 수라(SURA)
도시명
전화번호

키토
593) 2227-7519

주소

Av. De los Granados y Av. Paris

가격

김치찌개, 된장찌개 15달러 수준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토: 12:00~21:00
일요일
민박 가능

ㅇ 소반(SOBAN)
도시명
전화번호

키토
593) 2290-1828

주소

Av. La Coruna 30-135 y, Quito 170517

가격

김치찌개, 된장찌개 13달러 수준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토: 12:00~20:00
일요일
코트라 사무실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한국식당
<자료원 : KOTRA 키토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메리어트(Marriot)
도시명
주소

키토
Avenida Orellana 1172 y Avenida Amazonas, Quito

전화번호

593) 2297-2000

홈페이지

http://www.espanol.marriott.com/hotels/travel/uiodt-jw-marriott-hotel-quito

숙박료

198달러(Double)

소개

메리어트 호텔 체인

ㅇ 쉐라톤(Sheraton)
도시명
주소

키토
Av. Republica de El Salvador No. 36 - 212 y Av. Naciones Unidas, Quito

전화번호

593) 2297-0002

홈페이지

http://sheratonhotel.com-quito.com/

숙박료

220달러(Double)

소개

키센트로 쇼핑 근처

ㅇ 스위스호텔(Swissotel)
도시명
주소

키토
Av.12 de Octubre 1820 y Luis Cordero, Quito

전화번호

593) 2256-7600

홈페이지

https://www.swissotel.com/hotels/quito/

숙박료
소개

165/215달러(Simple/Double)
한국대사관 근처

<자료원 : KOTRA 키토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ㅇ 라 로사리오(Hostal La Rosario)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키토
Los Rios N12-25 y Antonio Elizalde, Centro historico,
593) 2258-4760
https://www.trivago.com.ec/quito-443275/hotel/la-rosario3163968?sem_keyword=&sem_creativeid=88111566207&sem_matchtype=b&sem_network=g

홈페이지

&sem_device=c&sem_placement=&sem_target=&sem_adposition=1t3&sem_param1=&sem_pa
ram2=&sem_campaignid=336238527&sem_adgroupid=29795210967&sem_targetid=dsa19959388920&se

숙박료
소개

26달러
구시가지에 위치

ㅇ 로스 안데스(Hostal Los Andes)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키토
Los Andes Leopoldo Salvador N 1-83 Y de los Milagros, Centro historico,
099 031 9563
https://www.booking.com/searchresults.es.html?aid=311839;label=hostal-los-andes-cuscopTCqT0U_BKDawZsOSa4OrQS261361895240%3Apl%3Ata%3Ap1%3Ap2%3Aac%3Aap1t1

홈페이지

%3Aneg%3Afi%3Atiaud-294080460146%3Akwd13212727577%3Alp9069516%3Ali%3Adec%3Adm;sid=d5377301c25f7e46f4ab2baf492a30
88;city=-345275;expand_sb=1;highl

숙박료
소개

40달러
구시가지에 위치
<자료원 : KOTRA 키토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수도 Quito가 2,85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평지보다 산소가 30% 정도 부족한 관계로,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고지대 증상인 두
통, 신체 말단 부분 마비, 소화불량, 현기증, 불면증, 체중 감소 현상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피로를 삼가
고 편안히 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지대에다 적도인 관계로 일사광선과 자외선이 강해 피부암 유발, 시력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태양이 강한 낮 외출 시에는
선크림을 바르거나 모자를 쓰는 것이 좋으며, 시력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 착용이 필수적이다. 현지 치안은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 좋은 편

이지만, 저녁에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일부 지역이 지진, 화산, 치안불안으로 외교부 여행자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ㅇ 갈라파고스제도
- 화산폭발 가능성 관련 안전유의

ㅇ 산타 엘레나
- 연쇄지진 관련 안전유의

ㅇ 콜롬비아국경 지역(에스메랄다스, 까르치, 수꿈비오스)
- 마약조직 테러 관련 안전유의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ㅇ 대인 사고(인명피해 발생 시)
-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 580-086, 432-263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ㅇ 대물 사고(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
-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580-086으로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민사책임이 따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처리
한다.

ㅇ 유의사항
-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
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경찰이 오지 않거나 상대방 차가 도주했을 때에는 사후에 신고해 조서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최소한 2~3군데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차후 소송 시 필요).

2) 여권/지갑 분실

즉시 경찰에 연락해 경위를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 범인을 잡았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법원에서 범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신분
증이나 기타 중요 서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신문에 공시해야 할 경우도 있다.

3) 응급 전화번호

ㅇ 응급서비스 911
ㅇ 화재신고 102
ㅇ 범죄신고 101
ㅇ 교통사고 103
ㅇ 적십자사 131

ㅇ 의료기관 연락처
- 키토
· Metropolitano: 02-226-1520
· Pichincha: 02-256-2296
· Vozandes: 02-226-2142
- 과야킬
· Hospital Guayaquil : 04-284-1987
ㅇ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Av. 12 de Octubre 1942 y Cordero Edf.World Trade Center. Torre B. Piso 3., Quito
- 이메일 : ecuador@mofa.go.kr
- 대표번호 : (593) 2-290-9229
- 긴급연락처 : (593) 981-12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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