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미얀마 화폐단위는 차트(Kyat)로서 약칭은 K 또는 Kt이다. 1, 5, 10, 20, 50, 100, 200, 500, 1,000, 5,000, 10,000차트가 통용되고
있는데 여행객들은 1,000차트 내지 5,000차트, 10,000차트 지폐 사용이 일반적이다.

일부 식당과 호텔에서는 달러 지불이 가능하다.

환전방법
과거 미얀마는 만성적인 외화 부족으로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했기 때문에 공식 환율, 공정 환율, 시장 환율 등 3가지 환율이 있을 정도
로 환율 시스템이 왜곡돼 있었다. 정부는 2012년 4월 1일부로 3가지 환율을 통합해 시장 환율제도(관리형 변동환율)를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1년 10월 1일부로 공식환전소를 개소했으며, 공식 환전소는 공항, 쇼핑몰 등에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서 규모가
큰 시장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 일부 가계에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달러화 현금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공항과 은행에서의 환전 시 환율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편리하며, 1인당 최대 2천 불까지 환전할 수 있다. 구겨
지거나, 찢어지거나, 닳은 화폐의 경우 환전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깨끗한 화폐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전 시 화폐액수에 따라
환율로 달라지므로 더 높은 환율을 적용받는 고액권(100달러 또는 50달러)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021년 5월 현재 환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현금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출국 시 은행에서 현지화를 달러로 환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으나, 최근 경제제재 해제와 맞물려 일부 특급 호텔과 대형음식점의
경우 싱가포르 등의 지점을 통해 신용카드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진 특급 호텔에서 사용한 이용료에 한하며(일부 호텔 내
독립매장 제외), 카드 사용 시 환전 수수료로 평균 3~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미얀마는 신용카드는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미얀마 내에서 필요한 경비는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오는 것이 좋다.

나. 교통

교통상황
미얀마는 비교적 넓은 국토에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수단이 빈약하거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비교적 단거리라 해도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주요 도시에는 공항이 설치돼 있으며 국내항공노선도 비교적 잘 정비돼 있는 편이다. 양곤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 간 정기, 비정기 노선이 개설돼 있으며 2015년부터 항공사별로 시간대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경우 비용
때문에 장거리라 해도 비행기보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양곤-네피도-만달레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완공돼 양곤에서
네피도까지 4시간, 만달레이까지 8시간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됐다.

미얀마의 차량번호판은 주로 세 가지 색깔이다. 빨간색은 영업용, 검색은 자가용, 흰색은 외교관용 차량이다. 간혹 청색 번호판도 있으나
이는 특수차량으로 드물다. 미얀마 교통체계는 왼편 운전석에 맞춰져 있으나 실제 차량은 90% 이상이 일본, 영국, 호주처럼 오른편 운전
석이다. 대부분의 차량이 일본 본토로부터 중고차 형태로 직접 수입된 까닭이다. 따라서 운전 시 주의가 요망되며 교통신호 체계도가 미비

,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야간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 외국인들은 손수 운전을 거의 하지 않고 현지인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버스
미얀마는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열악하며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편은 택시가 유일하다.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오면 택시 서비스
데스크를 찾을 수 있으며, 이곳을 통해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양곤 시내까지 6~8달러 정도이다. 아울러 체류 호텔의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마다 요금이 상이하나 평균 30달러(편도 기준) 정도이다.

양곤 시내에는 YBS 버스가 운행되며, 기본요금은 200차트로 에어컨이 잘 나오고 출퇴근 외에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 충전카드 결
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택시
양곤 등 도시지역에서 외국인이 이용할 만한 대중교통수단은 택시가 유일하다. 택시라고 표시돼 있으며, 승차 전에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
정부가 미터기 부착을 강제하고 있으나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요금체계 역시 부실해 미터기로 운행하는 택시가 거의 없기 때문이
다. 요금은 공항에서 양곤 시내까지 6~8달러(8천~1억 차트) 정도이며, 시내 이동의 경우 4~5달러(4천~5천 차트)선이다. 일부 호텔에서
는 호텔 차량으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5~25달러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미얀마 정부는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대대적인 대중교통 개편에 나서있으며, 교통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기
존에 진출해 있던 Grab, 로컬 서비스인 Oway, Hello Cabs, GetRide 또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 통신

핸드폰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00(국제전화코드)-82(한국국가코드)-2(서울지역 코드)-전화번호” 순서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국내 전화의 경우, 양곤 시내에서 한국식 공중전화 부스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일반가정용 전화를 거리에 설치, 시내 전화의 경우 일반 로컬
가정용 전화 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1분당 30Ks(0.03달러)를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통화료 역시 달러화로 납부하며, 분당
0.2달러 정도 된다.

미얀마에서 운영 중인 통신사는 MPT, Telenor, Ooredoo, MyTel 등 4개사가 있다. 핸드폰은 0980, 0985, 0950, 0951, 0943, 0979
등으로 통신사에 따라 다르다. 심카드는 하나에 1,500차트로 구매가 가능하며, 심카드 구매 후 등록을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경우 여권으
로 등록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 시 회선 부족으로 인해 전화가 제대로 걸리지 않을 때가 많고, 대부분의 휴대 전화가 양곤 시내 외곽 지대로 가면 이용이 불
가능하다. CDMA와 GSM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 핸드폰의 경우, SK와 KT, LG 모두 로밍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SK와 KT, LG 일부
기종의 경우, 원활히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사로는 MPT(Myanmar Post and Telecommunication), Yatanarpon Teleport(舊Bagan Cybertech), Red Link사 등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Myanmar Net, 5BB, Anada 등의 여러가지 제공사가 등장했다. 상업용 인터넷은 10Mbps에 한달에 8십만 차트이
며, 일반 가정용 인터넷의 경우 월별 16,000차트(7Mbps)~24,000차트(14Mbps)이다.

ㅇ MPT(Myanmar Post and Telecommunication)

MPT사의 경우 사용 고객 수는 2,300만 명으로 사용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다. 비즈니스용으로 Dedicated Fiber Internet, IPVPN, DPLC (Domestic Private Leased Circuit), IPLC (International Private Leased Circuit), MPT Auto Phone (PSTN), Toll Free
Call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B2B Sales Department
- Email: B2B@mptjo.com.mm
- Hotline: 0800 800 9990 (Free of Charge for MPT Subscribers)
- Hotline: 09426000323 (for Any Other Operators)

라. 관광명소

ㅇ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양곤시
Bahan Road, Yangon
04:00~22:00
없음
금(Shwe는 Golden 의미)으로 된 다곤의 불탑 파고다라는 의미로, 미얀마인의 신성한 종교 성지이다.
2,500년 전 고타마 부처의 생존 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머리카락을 받아와 안치한 후 불탑을 건립
했으며, 초기 약 20미터에 불과했으나 계속 증축되어 현재 99m다.

명소소개

쉐다곤 파고다 경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따자웅이란 주변의 건물들이다. 따자웅은 1857년 민돈 왕의 명으
로 건립이 시작되어 그 안에 많은 불상을 보존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1895년에 전면 보수했으며, 1931년
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해 1941년 다시 개축했다.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불교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 불교의 많은 관습과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파고다”에 방문할 때는 맨발로만 입장 가능하며, 쉐다곤 파고다 입장료는 외국인의 경우
10,000차트이며 매일 04:00~22:00 개방한다.

ㅇ 보족마켓(Bogyoke Aung San Market )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양곤시
Bogyoke Road, Pabedan Township, Yangon
9:30~17:00
월요일
시내 중심부의 최대 전통시장으로 보석, 기념품, 일상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진열되어 있다.
2021년 2월 이후로 일부 가계만 운영하고 있음.
<자료원 : KOTRA양곤무역관 >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르 플란테르(Le Planteur)
도시명
전화번호

양곤시
95-1-514230

주소

No. 80, University, Bahan Township, Yangon

가격

앙트레, 메인, 디저트 포함 시 1인당 35~105달러 선이다.

영업시간
소개

11:30~19:00
정통 프랑스식 식당으로 분위기 있는 고급 식당이며, 가격이 다소 비싸다. 건기에는 정원에 마련된 식탁에서
남국의 정취를 느끼며 포도주를 즐길 수 있다. 12명 수용 가능한 VIP룸이 2개 있다.

ㅇ 로페라(L Opera)
도시명
전화번호

양곤시
95-9-73030755

주소

No. 62 D, U Htun Nyein Street, Mayangone Township, Yangon

가격

앙트레, 메인, 디저트 포함 시 1인당 50달러 선이다.

영업시간
소개

11:30~19:00
정통 이탈리아 식당으로, 스파게티나 피자를 싼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건기 중 밤에는 정원에 식탁을 마련
하여, 클래식 연주 속에 식사가 가능하다.

ㅇ 로얄거든 (Royal Garden)
도시명
전화번호
가격
영업시간

양곤시
95-1-546923, 546202
수프, 고기 요리, 해산물, 채소 요리 등 6-7가지 요리를 주문할 경우 1인당 20~35달러 수준이다.
11:00~21:30

소개

깐도지 호숫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 요리 수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현지에서 인기 있
는 레스토랑이다. 딤섬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10-12명 수용 가능한 방은 4개가 있다.

비고

2021년 5월 기준 영업을 임시 중단하였으며, 재개 날짜를 공지할 계획임.

ㅇ 복만루(Fook Mun Lau)
도시명
전화번호

양곤시
95-1-656878, 656879

주소

No.102, Nawaday Cinema Garden, Kaba Aye Pagoda Road, Yangon

가격

수프, 고기 요리, 해산물, 채소 요리 등 6-7가지 요리를 주문할 경우 1인당 40~55달러 수준이다.

영업시간

소개

10:00~14:00
17:00~22:00
중국식당으로서 음식 수준, 규모 및 시설 면에서 가장 우수한 식당으로 판단되며, 개별 룸이 많아 조용한 상
담이나 접대에 편리하다.

ㅇ 시키데(Shikitei)
도시명
전화번호

양곤시
95-1-250388

주소

Park Royal 호텔 2층에 소재

가격

스시, 사시미, 튀김 등 코스로 할 경우 1인당 30~40달러 수준이다.

영업시간
소개

11:00~21:00
Park Royal 호텔에 소재하며, 일본식 뷔폐는 30달러 수준이다.

ㅇ 엠포리아(Emporia )
도시명
전화번호

양곤시
95-1-544500

주소

Chatrium Hotel 1층에 소재

가격

스시, 사시미, 튀김 등 코스로 할 경우 1인당 40~60달러 수준이다.

영업시간

소개

11:00~14:00
18:00~22:30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정통 일본 요리를 즐길 수 있으나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일요일 저녁 일식 뷔페는
50달러 수준이다.

ㅇ 골든크랩(Golden Crab)
도시명
전화번호

양곤시
95-9-5004632, 73152892

주소

No.170-4/113, Anada Thuriya Road, Saw Bwa Gyi Gone Block, Mingalardon Township, Yangon.

가격

수프, 고기 요리, 해산물, 채소 요리 등 4-5가지 요리를 주문할 경우, 1인당 40~50달러 수준이다.

영업시간
소개

9:00~21:00
식당 건물이 두 개 있으며 개별 룸(VIP룸)이 많아 조용한 상담이나 접대에 편리하다. 싱싱한 꽃게, 랍스터,
물고기 등을 마음대로 골라서 요리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시드 식당 (Seeds Restaurant and Lounge )
도시명
전화번호

양곤시
95-9-972784841

주소

No.63(A), U Htun Nyein Street, Ward 10, Mayangone Township, Yangon.

가격

1인당 35~105달러 선이다.

영업시간
소개

11:30~21:00
정통 유럽식과 아시아 음식을 맛 볼 수 있으며, 가격이 높은 편임.
<자료원 : KOTRA양곤무역관 >

- 한국식당
ㅇ 서라벌 (Seorabol)
도시명
전화번호

양곤시
95-9-785 888999

주소

No. 15, Kan Baw Za Road, Shwe Taung Kyar ward(2), Bahan Township, Yangon

가격

찌개랑 밥 포함 시 1인당 가격 8,000짜트(6달러) 수준이다.

영업시간

소개

10:00~19:00
양곤시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한식당으로서 한국 맛과 비슷한 식당이다. 서라벌 1호점은 Kan Baw Za
Road에 위치하며, 2호점은 근처 대형 쇼핑몰인 미얀마프라쟈에 있다. 1호점에는 회식 및 대형 손님들을 위
해 방이 따로 있다. 3호점(프라임호텔, M2&9마일호텔 '사이에2,3층'과 4호점(다곤 쇼핑센터)에 오픈하였
다.

ㅇ 수원 (Su Won )
도시명
전화번호

양곤시
95-9-261182220

주소

No(6), C-2, West May Kha Lane93), Mayangone Township, Yangon, Myanmar

가격

찌개랑 밥 포함 시 1인당 가격 8,000짜트(6달러) 수준이다.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9:00~23:00
없음
양곤시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식당이며, 한국 맛과 비슷한 식당이다.

ㅇ 불고기브라더스 (Bulgogi Brothers )
도시명

양곤시

전화번호

95-9-777716161

주소

G-136, Ground Floor, Building D, SOHO Diamond Tower, Nar Nat Taw Street, Yangon.

가격

찌개랑 밥 포함 시 1인당 가격 8,000짜트(6달러) 수준이다.

영업시간
소개

9:00~17:30
프랜차이즈 식당이며, 한국 맛과 비슷한 식당이다.

ㅇ 유가네 식당 (Yoogane Restaurant )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양곤시
95-9-79102440
4층, Myanmar Plaza, Yangon.
9:00~16:00

소개

유가네 식당은 미얀마 맛과 비슷한 것으로 유명함.

비고

유가네 식당은 1호점(Myanmar Plaza)와 2호점(Junction Mawtin) 2개 있으며, 현재 2호점은 임시 영업
중단.
<자료원 : KOTRA 양곤무역관 >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롯데호텔(Lotte Hotel)
도시명
주소

양곤시
No. 82, Sin Phyu Shin Avenue Pyay Road, 6&frac12; Mile, Ward 11 MM, Yangon 11052

전화번호

95-1- 935 1000

홈페이지

https://www.lottehotel.com/yangon-hotel/en.html

소개

롯데호텔 양곤은 미얀마인들의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의 북쪽, 양곤 최고 유원지인 인야 호수의 서쪽에 위치
하고 있다. 아름다운 인야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객실, 대규모 국제행사 및 세미나를 위한 연회장, 다양한 레
스토랑 등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카바나, 인피니티 야외수영장, 풀 바 등 다양한 야외 부대시
설을 갖추고 있다.

ㅇ 세도나호텔(Sedona Hotel)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양곤시
No.1, Kaba Aye Pagoda Road, Yangon, Myanmar
95-1- 8605377

홈페이지

숙박료

http://www.sedonahotels.com.sg/yangon/
객실 요금 (Deluxe Room기준/조식 포함, 세금 및 봉사료 미포함)
KOTRA 할인요금: 싱글 120달러, 트윈 135달러

소개

1996년에 건립된 5성급 호텔로 객실 수준 및 부대시설이 우수하다. 공항에서 6Km, 도심에서 3.5Km 거리
에 위치한다. 호수(Inya Lake)가 인접해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양곤 공항에서 승용차로 30분 소요되고, 도
심에서 20분 소요된다.

비고

2021년 5월 기준 외부 고객 수박 불가능.

ㅇ 인야레이크호텔(Inya Lake Hotel )
도시명
주소

양곤시
No.37, Kaba Aye Pagoda Road, Yangon, Myanmar

전화번호

95-1-966 2866

홈페이지

http://www.dusit.com

숙박료

소개

객실 요금(Deluxe Room 기준/조식 및 세금, 봉사료 포함)
KOTRA 할인요금: 싱글 95달러, 더블 100달러
1962년 건립 후 1995년 개축되었으며 호수(Inya Lake)를 바로 접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양
곤 공항과 도심의 중간 위치에 있다. 자연미를 좋아하는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호텔이지만 객실이나 부대 시
설이 약간 뒤떨어진 점은 고려해야 한다. 양곤 공항에서 승용차로 30분 소요, 도심에서 20분 소요된다.

ㅇ 차트리움호텔(Chatrium(구 Nikko Royal Lake) Hotel)
도시명
주소

양곤시
No.40, Natmauk Road, Yangon, Myanmar

전화번호

95-1-544500

홈페이지

http://www.chatrium.com

숙박료

소개

객실 요금(Deluxe Room 기준/조식 및 세금, 봉사료 포함)
KOTRA 할인요금: 싱글 95달러, 더블 100달러
1998년에 오픈한 현대식 호텔로 주변에 깐도지 호수가 있어 한적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하며 일본 투숙객이 많은 편이다. 양곤 공항에서 승용차로 30분 소요, 도심에서 10분이 소요된다.
<자료원 : KOTRA 양곤 무역관 >

- 게스트하우스
ㅇ 채리 게스트 하우스 (Cherry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양곤
Maha Bandula Park Street, Yangon
95-1-255946

숙박료

소개

30~50$
양곤 시내에 위치하여 와이파이 사용 가능 및 조식 포함한다. 양곤 시내 유명한 파고다인 슐레 파고다와 가
까워 양곤 시청, 쉐다곤 파고다와 5km 거리에 있다. 교통이 편하여 양곤 시내 길가 음식 및 현지 시장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ㅇ 딴뢴 게스트 하우스 (Thanlwin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소개

양곤시
No.Y25, Pyinyawaddy Estate Behind Sedona Hotel, Yangon
95-9-450268935
20~50$
미얀마 유명 호텔인 세도나 호텔 근처에 위치하여 인야호수와 5km 거리에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게
스트 하우스이기도 하다. 세도나 호텔 근처에는 대형 쇼핑센터인 미얀마 프라자 및 말리야 호텔이 있다.
<자료원 : KOTRA 양곤무역관 >

사. 치안

치안상황
미얀마는 과거에 군부 정권이 통치했었고 불교국가이므로 치안이 좋은 편이었다. 강력범죄나 외국인 대상 범죄도 드문 편이며, 늦은 밤이
아니라면 외국인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다만 국경 지역과 일부 지역에는 소수민족과 무장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며, 허가를 받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외교부 해외여행경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카친, 샨, 라카인, 까야, 카인, 몬, 타닌타리 주 국경지대의 경우 적색경보(철수 권고) 지역으
로 구분되어 있다. 샨 주의 모곡시와 카친 주의 파칸시 또한 철수 권고 지역이다. 그 외에 미얀마 전 지역은 남색 경보(여행 유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2018년 광견병과 지진 관련 주의 당부가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군부를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며, 군경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
민 800여 명이 사망하였다. 한편에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정부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군의 사망한 사태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월에는 폭탄이 터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게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ㅇ 차량사고 발생 시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교통경찰을 부르는 게 안전하다.
ㅇ 교통경찰 연락처 (양곤): 95-1-298-651, 292-272, 292-288
ㅇ 앰뷸런스 (교통경찰): 95-1-500-005

2) 여권/지갑 분실

ㅇ 미얀마는 한국처럼 Lost and Found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며, 만약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경우 경찰서에 통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ㅇ 경찰서 연락처: 199

3) 응급 전화번호

ㅇ 미얀마 소방서, 앰뷸런스, 양곤종합병원, 의료기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소방서: 191, 95-291-284~5
- 앰뷸런스(양곤종합병원): 95-1-256-112~131
- 콜센터(양곤종합병원): 95-1-256-112
- Asia Royal Hospital: 95-1-538 055, 503 261
- Pun Hlaing International Hospital: 95-1-6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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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