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키르기스스탄의 화폐 단위는 키르기스스탄 솜(som, 키르기스어: сом)이다. 1 키르기스스탄 솜은 100티옌(tyiyn, 키르기스어:
тыйын)으로 나뉜다. 키르기스 솜은 1993년 5월 10일, 소련 루블을 1 키르기스스탄 솜=200루블의 비율로 대체하면서 도입됐다.

환전방법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현지 통화인 솜(SOM)이 통용되며, 일부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은 달러 이용이 가능하나 대부분 솜이 사용된다. 선
물 구입 등 쇼핑 시 원칙적으로 달러화는 통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현지화(키르기스스탄 솜)로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러나 텡게를 가끔 받기도 하지만, 받지 않는 경우는 주변에 환전소가 많으므로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소 환율과 시장환율은 큰 차이가
없다. 가끔 외국인 대상으로 금액을 덜 환전해주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으니 환전 후 돈을 다시 세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이용
수도 비쉬켁에서는 신용카드가 통용되는 편이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VISA나 Master Card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쇼핑몰이
나 재래시장에서는 현금만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설령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복제 위험이 있고 패스워드 요구가 많으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키르기스스탄은 고산지대이면서도 지형이 복잡해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다. 특히 고산지가 많은 자연조건 때문에 철도망의 발달이 이루어
지지 않아 총 470km에 불과하고, 이것도 각기 북부의 일부와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 출발해 외부와 연결된다. 철도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도로가 발달해 국내 화물수송의 80%를 도로에 의존한다.

도로 교통에 의한 수송비는 평지의 비슈케크를 1로 하는 경우 북부의 원격지는 4.6이고, 남부는 7.2로 평지와 산간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
다. 이시크쿨 호는 겨울에도 얼지 않으므로 수운로가 목재·석유제품·밀 등의 수송에 이용된다.

운전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도로별 속도 제한
- 시내 도로는 대체로 40-60km이며, 시내 광장 등에는 시속 40km임.
- 주재국 운전자들은 난폭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차선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차로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ㅇ 안전벨트 및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주행 중 안전벨트를 착용할 의무가 있고,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
- 횡단보도
- 주행 중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사람을 먼저 양보해야 함.

ㅇ 주차 관련
- 공영 주차장에서는 10키르기스스탄 솜의 주차료를 받고 있음.

버스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마르슈르트카(미니버스)이며 버스와 뜨랄레이부스(전기버스)가 있다. 뜨랄레이부스와
버스는 정류장에서만 정·하차하지만, 마르슈르트카는 꼭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정·하차가 가능하며, 큰 도로뿐 아니라 골목과 외진 도로도
다닌다는 이점이 있고 요금은 모두 10 키르기스스탄 솜이다.
각 경유지는 차 앞유리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차에 각각 번호가 있으므로 장기 체류 시 차 번호를 외워두면 편리할
것이다.

택시
택시는 콜택시와 개인택시가 있다. 콜택시는 미터기로 측정하는 반면, 개인택시는 승객과 기사가 직접 합의해 택시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언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안전하지 않거나 불리할 수 있다. 우버 택시나 얀덱스택시 서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ㅇ 주요 콜택시
- 아르고(ARGO) 46-79-09
- 알파(ALFA) 57-99-99,65-77-77
- 우다차(YDACHA) 154,188
- 남바(NAMBA) 97-60-00, sms 97460
- 슈퍼택시(super-taxi) 152,172, 43-08-08

다. 통신

핸드폰
ㅇ 국제전화 : 주재국은 일반 국내 전화와 휴대전화로 국제통화를 할 수 있으며, 요금은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 한국 호출 번호 방법 : 00-82-한국전화번호(0 제외)-해당 전화번호

ㅇ 휴대전화
- 주재국 도착 후 전화기를 구입하고 현지 이동통신사를 선정해 가입 후 개통(모든 통신사가 선불제 형식임)
- 주재국에서는 GSM 방식과 CDMA 방식이 있으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CDMA 전화기(016, 019 등은 불가) 사용 가능
- 최근에는 많은 공관원 및 교민들은 인터넷 전화(070)를 이용해 국내와 연락하는 경우가 많음.

인터넷(와이파이)
키르기스스탄 통신부문은 연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성 방송 도입으로 65개 이상의 지역이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국
제전화 및 장거리 전화망도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경우 가입자 수가 연간 2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인터넷 이용자는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키르기스스탄 국
영기업인 Kyrgyztelecom은 독점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전역에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인프라 개선(통신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국민의 90% 이상의 PC가 인터넷망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키르기스스탄은 IT를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IT 센터를 설치하고 소프트웨
어 개발과 IT 인재 육성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라. 관광명소

ㅇ 이식쿨 호수 (Issyk-Kul Lake)
도시명

비쉬켁에서 동쪽으로 300km

휴무일

없음
이식쿨 호수는 투르크계 민족들의 영혼이 깃든 산정 호수이다. 키르기스에는 1,923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호수의 둘레는 400km, 깊이는 668m이며, 면적은 제주도의 3.5개에 달
한다. 남미의 티티카카 호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호수로 기록되며, 호수의 투명도는 바이칼
호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꼽힌다.

명소소개

투르크어로 이식은 '따뜻하다', 쿨은 '자연 호수'를 뜻하는데, 산에서 호수로 유입되는 빙하의 얼음물이 염분
과 만나 증발하면서 염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화산작용으로 인해 1년 내내 얼지 않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식쿨이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여름에는 뜨겁지 않을 정도인 섭씨 26도를
유지한다. 호수 바닥에서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미네랄 함유량이 높아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그래서 투
르크계 민족과 몽골의 겨울 야영지로 인기를 끌었다. 남부 호숫가에는 특히 온천이 발달해 여름이면 염호에
서 수영을 하거나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또한, 해발 1,600m에 위치한 이식쿨은 마치 거대한 바다 같아서 키르기스에서 수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식쿨 호숫가에 있으면, 마치 해변에 왔다는 느낌을 받는다. 키르기스인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 부
르며 천산의 진주라 칭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맑고 투명한 호수에는 갈매기도 있고, 크지는 않지만, 파도
도 밀려온다. 이식쿨의 물속 생태는 카자흐스탄의 발하쉬 호수와 닮아 있어 이들 두 호수가 지하로 연결돼
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이식쿨 호수에는 고대 문명이 가라앉아 있는데, 소련 고고학 연구소는 1958년부
터 탐사를 시작해 성벽 흔적 및 거대한 취락구조를 발견하는 등 현재도 탐사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ㅇ 오쉬 계곡(Osh city)
도시명

오쉬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최대 도시 오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유서 깊은 고대 도시이자 역
사적으로 실크로드의 중개지 역할을 했던 무역 도시이다. 대상들은 중국의 비단, 타지키스탄의 광물, 인도
의 설탕과 염료, 이란의 은 제품 등을 사다 팔았다.

명소소개

키르기스 민족은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 오쉬 계곡이란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쉬 계곡은 페르가나 계
곡에 포함되는 작은 지역일 뿐이다. 오쉬에 사는 키르기스 민족과 우즈벡 민족은 오쉬라는 지명을 강하게 주
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쉬의 지리적 정체성을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ㅇ 촐폰알타(Cholpon Alta)

발륵치를 지나며 이식쿨 호수를 우측에 끼고 계속해서 달리면 촐판아타가 나온다. 촐판아타는 별의 마을이
다. 판아타에서 촐판은 금성(별), 아타는 연상의 남자를 지칭하는 존칭어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르신쯤 된
다. 촐판아타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암각화 유적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도시 뒤편으로
올라가면 약 7,000개의 암각화 군락을 만날 수 있는데, 키르기스 5대 암각화 유적지 중 하나이다.

명소소개

양날 도끼, 말, 낙타, 개, 산양, 늑대, 눈표범 등 주로 동물이 많으며, 고대 투르크 시대부터 비교적 최근인
19세기까지도 암각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촐판아타에 새겨진 고대부
터 내려오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임은 틀림없다.
촐판아타는 이시쿨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휴양 도시이기도 하다. 각종 휴양 시설과 경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비행장도 갖추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로 유명한 유리 가가린이 휴양했다는 온천 시설에서
러시아식 사우나도 즐길 수 있다.

ㅇ 사이말루 타쉬 암각화(Saimaly-tash)
사이말루 타쉬는 쿠가르트 고개 부근, 곧 페르가나 계곡의 북동부 산골짜기 해발 3,000m에서 3,500m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곳이다. 그럼에도 주변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남기고자 하늘에 가까운 이곳까지 올라왔다. 사이말루 타쉬는 키르기스어로 '수 놓인 바위'라는 뜻
이다.

명소소개

창의적인 장인이 바위에 암각한 사이말루 타쉬 암각화는 키르기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암각화 군락을 이루
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 수레, 경작하는 모습, 의례, 춤 등이 묘사돼 있는데, 이로써 고대 농경인이
하늘과 태양에게 풍요와 안전한 출생을 기원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암각화에 묘사된 의례를 집행하는 자들
은 남녀 한 쌍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다산이나 비옥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이말루 타쉬는 키르기
스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밀도 있게 암각화가 분포된 지역이다. 약 1만 개의 암각화가 여러 층
위에서 발견돼 다양하고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주며,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남부 암각화에서 가장 전형적
인 양식으로 여겨진다.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코리아나패밀리(Koreana family)
도시명

비쉬켁

전화번호

+996 559300200

주소

Юнусалиева, 29

- 한국식당
ㅇ 경복궁식당()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비쉬켁
+996 543 084 885
Chuy Avenue, 30, Bishkek 720000, Kyrgyzstan

ㅇ 서울식당()
전화번호
주소

+996 312 510 403
Mederova str. 36, Bishkek 0312-51-0403, Kyrgyzstan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오리온호텔(Orion Hote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숙박료

비쉬케크
21 Erkindik Boulevard, 720040, Bishkek, Kyrgyz Republic
http://orionbishkek.com/
110 USD

- 게스트하우스
ㅇ 게스트하우스로뎀()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비쉬케크
우마딸리에바 109
+996 312 93 8282

사. 치안

치안상황
수도 비쉬켁에서는 시내 곳곳의 재래시장을 특히 조심해야 하며 신변 안전은 물론 여권, 지갑 등 소지품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수도인
비쉬켁 이외의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치안 상태 및 교통상정이 좋지 않으므로 항상 신변안전에 유념해야 하고 안내자를 대동하는 것을 권
장한다.

이외에 호텔 객실 내부에서도 항상 외부인 출입에 경계하고, 귀중품을 두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금 및 기타 귀중품 등은 호텔
측에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SAFE 등 활용). 또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택시를 이용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공항·식당 출
입 시 개인 소지품을 주의해야 한다.

외출 시 반드시 여권 및 거주등록증 소지해야 한다. 불시 가두검문이 잦으며 신분증 미보유 시 경찰서로 즉시 연행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점, 시장 등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절도나 소매치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키르기스스탄에는 우리 대사관이 상주해 있으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사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ㅇ 대사관 연락처
- 주소: 키르기스 비쉬켁시 아훈바예바 35(교차로, 카를라막스)
- 전화번호: (+996)312-57-97-71~3
- 팩스: (+996)312-57-60-04
- E-mail: korea.kg@gmail.com
- 근무 시간 외 비상 연락전화: (+996)543-17-24-64
- 민원 업무 시간: 월~금 9:00~18:00(12:30~14:00: 점심시간)
- 웹사이트 http://kgz.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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