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ㅇ 화폐단위 및 환율: Birr(비르), USD 1 = Birr 29.09 (2019.08월 기준)
ㅇ 에티오피아 내의 외화 사용은 금지되며, 여행객의 경우 현지화로 환전 후 사용

환전방법
ㅇ 공항 환전소 및 주요 호텔(힐튼, 쉐라톤 등) 내 입주하고 있는 은행
* 월-토 이용가능
ㅇ 여행자 수표의 경우 쉐라톤 호텔 환전소 및 Commercial Bank 등 일반 은행 창구에서 여권 제시 후 환전 가능
* 여행자 수표는 통용되지 않으니 주의 요망

신용카드 이용
ㅇ 국제신용카드(Master, VISA)만 사용 가능하나 일부 호텔 및 상점외 사용 불가(최근 외국인 이용이 잦은 현지식당이나 마트에 가능한
곳도 있음)
ㅇ 현지 상점 및 여행사에서 결재 후 반드시 인터넷에서 금액을 재확인(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ㅇ ATM은 시내에도 많으나 호텔 또는 은행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

나. 교통

교통상황
에티오피아는 현지인의 대부분은 미니버스(승합차 형태)나 일반 버스를 타는데 외국인들은 노선을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더욱이 배차 시간도 일정치 않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택시 및 렌트
카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버스
아디스아바바를 거점으로 국내 주요지역으로 가는 국내항공편이 이용 가능하다.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택시와 미니버스(승합차 형태
)가 있다. 시외버스는 터미널에서 집합해 출발을 한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일반적으로 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거리 버스의 출발시각
은 6시이다. 단거리 버스는 14시까지 한 시간에 한 대, 두 시간에 한 대 꼴로 출발한다. 버스 요금은 이동거리 100km당 15Birr 정도를 계
산하면 된다.

티켓 예약은 전날 가능하며, 자신이 탈 버스를 찾아 '버스 도우미(승차권 걷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고 예약 티켓을 받아오면 된다. 장거
리 이동 시 버 스가 중간도시에 멈춰 하룻밤을 묵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다음날도 버스가 새벽 6시에 출발하기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택시
택시는 파란색(주로 토요타 구모델)의 경우 미터기는 거의 쓰지 않고 목적지에 따라 탑승전에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통 10km내외의

거리는 ETB 200~250정도이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노란색(미터택시, 중국 Lifan) 택시도 늘었는데 동 택시의 경우 콜택시처럼 부를 수
있고 미터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택시이다. 또한 Uber와 유사한 'RIDE passenger' 어플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
용할 수도 있으며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에티오피아의 통신 사업은 국영기업인 Ethio Telecom(ET)가 독점하고 있다. 심(SIM) 카드를 이용한 선불 휴대폰은 공항 및 현지에서 구
입 가능하다. 심카드는 2G와 3G 모두 가능한데, 현재 3G 네트워크는 최대 용량에 도달해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2008년부터 Ethio
Telecom을 통해 고속 인터넷 사용 가능한데 회사에 신청서와 정해진 수수료 지불(사용료는 200~250birr)하고 인터넷 통신 기기는 시내
컴퓨터 매장에서 약 2,000birr에 구입 가능하다. 이외에 주요 호텔과 대도시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용 가능하나 비싼 편이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 서비스 속도는 512Kbps~100Mbps이며 월 사용료(보증금, 연결수수료 포함, 설치비 별도)는 아래와 같다. / 15% VAT 별도

- 512Kbps: 월 사용료: 665.00비르
- 1Mbps: 월 사용료: 1,190.00비르
- 2Mbps: 월 사용료: 2,152.50비르
- 4Mbps: 월 사용료: 3,885.00비르
- 10Mbps: 월 사용료: 7,093.70비르
- 100Mbps: 월 사용료: 55,224.13비르

(2019.08.16 기준)

추가로 3G/4G dongle 과 3G/4G(LTE) Wi-Fi router를 위한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으며, 기기와 사용료는 별도 지불이다.
- 3G dongle &3G Wi-Fi router 구독료: 699 &1,300비르
- 4G dongle &4G LTE Wi-Fi router 구독료: 2,229 &4,029비르
- 1GB: 100비르
- 2GB: 190비르
- 4GB: 350비르
- 10GB: 700비르
- 20GB: 1,300비르
- Unlimited: 1,900비르
위의 금액은 월 별 사용료이며, 패키지 용량을 넘을 시 20 cents/MB 가 부과된다.

이 밖에 EVDO(USB 스틱 형태의 인터넷 모뎀)라는 이동식 신호발생기도 있는데 이론상 서비스 최대 속도는 0.39MB/s에 달하고 월 최소
이용 요금은 1G에 1,200 비르이다.

설치 및 신청방법은 에티오텔레콤(Ethio Telecom - www.ethiotelecom.et) 웹사이트 참조

라. 관광명소

ㅇ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iopi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Addis Ababa
5 Kilo, Kind George VI St., infront of Addis Ababa University Institute of Technology, Addis
Ababa, Ethiopia
09:00~15:30
일요일 휴무
최초의 인류인 Lucy가 보존되어 있으며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박물관임.

ㅇ 운또또산(Mount Entoto)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Outskirt of Addis Ababa

운영시간

해당사항 없음

휴무일

해당사항 없음

명소소개

에티오피아를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등산코스도 있음.

ㅇ 삼위일체 교회(Holy Trinity Cathedral )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Addis Ababa
4 Kilo area, arou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ddis Ababa, Ethiopia
보통 09:00~16:00까지
일요일 휴무
에티오피아 정교의 중심교회

ㅇ 세인트 메리 시온 교회( St. Mary of Zion)
도시명

Axum

주소

Axum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보통 09:00~16:00까지
휴무일 없음
에티오피아의 고대 수도로서 시바 여왕의 유적지이며, 에티오피아인들이 십계명 법궤(Ark of
Covenant)가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St. Mary of Zion 교회가 있음. 여자는 St. Mary of Zion 교회를
포함하여 동 교회부지 내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다. 아디스 아바바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지 점에 위치하
고 있음.

ㅇ 청나일 폭포(Blue Nile Falls)
도시명

Bahir Dar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Bahir Dar
보통 09:00~16:00까지
휴무일 없음
암하라주의 수도로서 청나일강의 수원지인 Tana 호수와 Blue Nile 폭포(낙폭 약 50m) 및 기독교 순례지
등으로 유명함. 아디스아바바에서 북쪽으로 약 450Km 떨어져 있으며 항공기를 통해 이동 가능함.

ㅇ 랑가노 호수(Lake of Langano)
도시명

Langano

주소

Langano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보통 09:00~16:00까지
휴무일 없음
물빛이 황토색이나 수질이 깨끗하여 에티오피아내에서 유일하게 수영할 수 있는 호수로 알려져 있으며, 인
근에 Abita-Shala 호수 국립공원이 있음. 주말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며 수영, 낚시, 캠핑, 보
트타기, 승마 등을 즐길 수 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약 210Km에 위치함.
<자료원 : 에티오피아 정부 및 투자청 웹사이트>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카스텔리(Castelli's )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111 563 580

주소

Mahatama Gandhi Street, infront of Mahmood Music Shop, Addis Ababa, Ethiopia

가격

20~25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요일~토요일, 10:30~21:00
일요일
이탈리아 식당(현지에서 이탈리아식당중 가장 비싸고 유명한 집)

ㅇ 아부치(Abucci )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912 501 827

주소

Bole Atlas Road, near South Sudan Embassy, Addis Ababa, Ethioipa

가격

12-17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요일~토요일 12:00~15:00, 19:00~22:30
일요일
이태리 식당으로 유명하고 가격대비 맛이 좋기로 소문

ㅇ 요드 아비시니아(Yod Abyssinia)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116 612 985

주소

Bole, Medhanialem Church Area, Addis Ababa, Ethiopia

가격

9-11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요일~일요일 11:00~21:00
없음
에티오피아의 유명한 전통식당으로 에티오피아의 주식인 인젤라와 기타 음식들을 판매. 저녁식사 시에는
공연도 함께 보여주고 있음.

ㅇ 시슈버거(Sishu Burger )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920 061 063

주소

Alexander Pushkin St, Mid way

가격

8-10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일요일~토요일, 11:00~21:00
월요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햄버거 가게

ㅇ 한 레스토랑(Han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933 198 888

주소

Bole, Olompia, Addis Ababa

가격

15-20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요일~일요일, 11:00~14:00, 17:30~22:00
없음
에티오피아의 대표적인 중식당

- 한국식당
ㅇ 대장금(De Jangum)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912-609-201

주소

Bole Road, Africa Avenue, Addis Ababa, Ethiopia

가격

12-15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00~21:00
없음
아디스아바바 Bole 도심에 위치한 한식당

ㅇ 레인보우(Rainbow)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113 204 606

주소

Addis Ababa, Nearby Hotel Ramada

가격

12-15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00~21:00
없음
아디스아바바 Bole 도심에 위치한 한식당

ㅇ 아리랑(Arirang)
도시명
전화번호

+251 113 204 606

주소

Mauritania St, Addis Ababa

가격

12-15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바. 호텔

Addis Ababa

11:00~21:00
없음
아디스아바바 Old Airpot에 위치한 한식당

- 비즈니스 호텔
ㅇ 라디슨 블루(Radisson Blu)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Kazanchis Business District, A few blocks from the Ministry of Trade &UNECA,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5 157 600

홈페이지

http://www.radissonblu.com

숙박료
소개

180~200달러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내 소재.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호텔이며 소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

ㅇ 인터콘 아디스(IntercontinentalAddis)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Kazanchis Business District, Walking Distance from UNECA,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5 180 444

홈페이지

http://www.intercontinentaladdis.com

숙박료
소개

95달러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 내 소재. 외국인들과 현지인이 주로 찾는 호텔이며 소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

ㅇ 라마다(Ramada )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Bole Road, Africa Avenue, afew blocks to Millennium Hall

전화번호

+251 116 393 939

홈페이지

http://www.ramadaaddis.com

숙박료
소개

150달러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 내 소재. 3년전 완공한 깨끗한 호텔로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주로 투숙하는 호
텔. 행사장이 펑션룸 2개 밖에 없어 소규모 행사만 가능

ㅇ 골든튤립(Golden Tulip )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Bole Road, Behind Edna Mall,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6 183 333

홈페이지

https://www.goldentulip.com/en-us/

숙박료
소개

USD 147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내 소재. 에티오피아의 가장 큰 쇼핑몰인 Edna Mall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번화가에 있음.

ㅇ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Marriott Executive Aprtments)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African Avenue Kebele 19, Woereda 01,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5 184 600

홈페이지

http://www.marriott.com

숙박료
소개

200달러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내 소재. 고급 호텔로 유명
<자료원 : 각 호텔별 웹사이트>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최근 2년간 지방도시의 경우 갑작스런 폭동이나 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아디스아바바 도심
에서도 평화시위가 과격 폭력시위로 돌변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낮 시간대는 도보 이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가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
어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동양인을 China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기분이 나쁠 정도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 시비
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추천하며 밤 시간대는 호텔이나 번화가를 제외한 인적이 드문 곳의
출입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폭동 혹은 시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홀로 다니기 보다는 가급적 2인 이상으로 하여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지정한 에티오피아 각 주별 여행 경보단계는 아래와 같다.

1) 남색경보(여행주의) : Tigray(티그라이주), Amhara(암하라주), Benishangul-Gumuz(베니샹굴구무즈주), Gambela(감벨라주),
SNNPR(남부 국가 민족), Addis baba(아디스아바바시), Oromia(오로미아주), Harar(하라리주), Dire Dawa(디레다와시)
2) 적색경보(철수권고) : Afar(아파르주), Somali(소말리주)

응급상황 대처요령
응급상황 대처시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특히 폭력사건이나 치안상의 위혐이 가해지면 호텔이나 자택에서 머물면서 상황을 예의주
시해야 한다. 만약 다치거나 병원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사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주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은 아래와 같다.

1) 교통사고

경상일 경우 운전자와 협의하여 병원 치료비 등을 합의하는 정도이며, 중상일 경우 응급구조번호 991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한편
구급차를 부를 경우에는 구급차 대표전화번호 907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늦기 때문에 구급차가 늦
게 올 경우에는 사고를 낸 운전차량에 태워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 중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골절, 내출혈
등 심각한 경우에는 대형병원으로 곧바로 이동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대형 병원으로는 아디스아바바대학 부속 병원인 Black Lion
Hospital, 명성기독병원(MCM), 노르웨이병원(Nordic Hospital) 등이 꼽힌다.

참고로 명성기독병원의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 체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이며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ㅇ 명성기독병원(MCM -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 에티오피아 최고 시설ㆍ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이며 많은 외국인이 이용
- 한국인 병원장ㆍ간호사와 외국인 의료진이 진료함
- 주ㆍ야간 응급센터 전화 : 251-11-629-46-02(앰뷸런스 운영)
- 대표 전화번호 : 251-11-629-29-63 (FAX 251-11-629-27-95)
- Quick service Referral Center(신속진료센터) : 핸드폰 0922-366-401
- 한국어 통화 가능 전화: 핸드폰 0922-750-101 또는 0921-307-284
- 홈페이지 : www.mcmet.org
- 이메일 : msmcmet@gmail.com
- 진료과목 :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치과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지갑 분실시에는 대표전화 991에 문의하거나 혹은 주변의 경찰관에게 가장 가까운 경찰서(혹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 관할 경찰서)를
문의하여 위치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분실사실을 보고하고, 경찰서로 부터 분실사실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한편 에티오피아 경찰
서에 신고 하더라도 분실된 지갑의 경우 이를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여권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에티
오피아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 참고로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의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

ㅇ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O.Box 2047, Addis Ababa, Ethiopia
ㅇ 대표번호 : (251) 113-72-81-11
ㅇ 긴급연락처 : (251) 91-121-0508(근무시간), (251) 92-217-4741(근무시간외)
ㅇ E-mail : ethiopia@mofa.go.kr

3) 응급 전화번호

ㅇ 긴급 상황 : 991
ㅇ 연방경찰 : 0115-512744
ㅇ 아디스아바바 경찰 : 0111-559122
ㅇ 정보(Information) : 0115-526302
ㅇ 교통경찰 : 0116-628085~7 / 0115-528222
ㅇ 소방서 : 939
ㅇ 구급차 :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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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