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긴급 연락처
외교부는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 현지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관)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카타르를
방문하시는 우리 여행객께서는 유사
시에 임시영사사무소로부터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관 / 임시영사사무소
·	위치 : P.O.Box 3727, New Diplomatic Area,
Al Shabab St., Onaiza-66, Doha, Qatar
·	전화 : (+974)4483-2238~9 /
				

(+974)5078-4959 (11월 22일부터) /

				

(+974)5095-9242 (11월 22일부터)

·	업무시간 외 긴급전화 :
		

(+974)5001-1695 /

		

(+974)5078-4959 (11월 22일부터) /

		

(+974)5095-9242 (11월 22일부터)

·	업무시간 : 일~목 07:30-12:00, 13:00-15:30
·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qako/index.do
ㅇ 국제영사서비스센터
(11월 20일부터 우리 영사인력 근무 예정)
·	위치 : Doha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DECC) Hall 4
·	한국 데스크 전화 : (+974)4012-4796
·	업무시간 : 10:00 - 22:00
ㅇ 현지 긴급 연락서
· 화재/의료/사건사고 등 : 999

6 카타르 체류시 유의사항
ㅇ 병원진료 필요 및 위급상황 발생 시
-	긴급상황 발생 시 999로 연락하여 앰뷸
런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4시간)
-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아래
사설, 국립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병원 진료를 위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사 설 병원 : Al Emadi Hospital / Doha Clinic
Hospital / Al Ahli Hospital / Naseem Al Rabeeh
Medical Center / Queen Hospital / Turkish
Hospital / Rayhan Medical Complex / Dr.
Moopen’s Aster Hospital / Sidra Medicine /
West Bay Medicare / Al Wakra Clinics & Urgent
Care Unit / Al Emadi Hospital Clinics - North
W.L.L. / Aman Hospital
		 ※	국립병원 : Aisha bint Hamad Al Attiyah Hospital
/ Al Wakra Hospital / Hamad General Hospital
/ Hazm Mebaireek General Hospital
			(Hayya Card 제시할 경우 국립병원 응급실 무료 이용
가능)
		 ※	아동 응급환자 발생시 Hamad Medical Corporation’s
Pediatric Emergency Centres (PEC)의 Al Sadd
(본점), Al Rayaan, Al Shamal, Al Daayen, Airport
지점이나 Sidra Medicine 이용 권장

-	아울러 경기장(경기 당일), Fan Zone(FIFA Fan
Festival, Corniche 등), Fan Accommodation
(Barwa Madinatna Fan Village, Doha Port
Grand Terminal 등) 인근에 설치된 의료시설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건강 상담 필요 시) 보건부 핫라인 연락처
16000(언어 선택 후 3번)
		 ※ 업무시간 07:00 -15:00

ㅇ 도하 중심 위치 주요 병원
-	사 설 병원: Al Emadi Hospital /
Doha Clinic Hospital / Al Ahli Hospital 등
-	국립 병원: Hamad General Hospital / Hamad
Medical Corporation Hospital 등
ㅇ 월드컵 기간 중 건강 유의 안내 보건부 사이트:
	https://sportandhealth.moph.gov.qa/EN/
faninfo/Pages/Homepage.aspx
ㅇ 여권 분실시
-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준 비 서 류 ) 여 권 분 실 확 인 서 ( C a p i t a l
Security Department(Al Matar Street,
Souq Waqif 인근)에서 발급), 여권용 사진
(대사관에서 촬영 가능), 여권분실신고서
(민원실 배치), 현금 212리얄(카드불가)
ㅇ 교통 이용
-	경기 당일 경기장 인근 교통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니,
가급적 여유있게 경기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Hayya Card 소지자는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합니다.
-	문화거리가 조성되는 Corniche는 완전 통제 예정
이며, 보행자 거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사우디 육로 국경(Abu Samra)을
통해 입국하시는 경우, 국경 인근
주차장(Park&Ride Facility)에
차량 주차 후 도하 행 대중교통
(22.11.14-12.21간 24시간 운영 예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하 행 대중교통 탑승객은 Al Messila와 Al Galayel
지역에서 하차 할 수 있으며, △Al Messila 하차 시,
다른 대중 교통을 이용해 도하 시내까지 이동하실 수
있고, △Al Galayel 하차 시, 도하 거주 중인 친인척
등이 픽업 가능합니다.
		 ※	타국가 등록 차량으로 도하 시내까지 이동하길 희망
하는 경우,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 추가 안내는
주카타르대사관 홈페이지 월드컵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카타르 일반정보
국 명

카타르(State of Qatar)

수 도

도하(Doha)

면 적

11,581㎢ (경기도 크기와 유사)

인 구
언 어
종 교
재외동포
화폐단위
시 차

279만 명(2022.1월 기준, 카타르 개발계획통계청)
※ 자국민 인구 : 30여만 명(인구의 약 12%) 추정

아랍어
이슬람교(대부분이 수니파)
※ 카타르 헌법 제1조는 카타르의 종교를 이슬람으로 규정

1,782명 (2021년 기준)
리얄(QR)
※ US $ 1 = QR 3.64 (고정환율)

6시간

카타르 월드컵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2022 FIFA World Cup Qatar
TRAVEL SAFETY GUIDEBOOK

1 카타르 현지 안전수칙
ㅇ	카타르 전역의 치안은 전반적으로 양호
하나, 월드컵 기간중에 관광객을 대상
으로 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권,
신분증 등 개인 물품 관리에 유의하시고
개인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로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리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음주 허용 구역 외 음주 등을 자제 부탁드리며, 주재
국의 문화, 종교, 및 법령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술·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면세점에서 구입한 술도
반입 불가)되어 있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하시고, 술·돼지고기를 권하는 행위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여타
종교나 관습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품 정보 등에서 문맥에 상관없이 ‘돼지고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도 반입 불가
※	음주 안내 : 원칙적 음주 금지, 월드컵 기간 일부 음주
허용 구역에서만 음주 가능
주류 판매 예정 구역

Fan Festival 장소인 Al Bidda 공원에서 오후 6:30부터
새벽 1시까지 구매 가능
※ 경기장 내 음주 금지

ㅇ	노출이 심한 옷은 착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소매, 짧은 반바지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경우 일부 쇼핑몰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찰에 언성을 높이거나 삿대질하는 등
모욕적 언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도 중인 사람을 방해하거나 똑바로 응시
하는 행위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안 시설인 석유·정유시설, 발전소, 공공 기관 사진
촬영은 금지됩니다.(무단 촬영 시 체포 및 구금 가능)
아울러, 사전 허락 없이 현지 여성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되며, 사전 승인 없이 길거리 버스킹 및 공연도 금지
됩니다.

2 월드컵 경기 관람 안내
ㅇ Hayya Card 안내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 관람객은
Hayya Card(모바일 또는 실물) 및
FIFA Ticketing 어플리케이션을 소지
하셔야 경기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	(혜택) Hayya Card 소지자는(카타르 거주자 이외
관광객 대상) 카타르 입국 허가, 경기장 출입, 대중
교통 무료 이용 가능(2022.11.10.-12.23)
-	(Hayya Card 신청 방법) Hayya to Qatar 2022
모바일 앱 또는 Qatar2022.qa에서 신청 가능하며,
경기 티켓, 유효한 여권, 사진, 숙박 예약증을 등록
하면 Hayya Card가 발급됩니다.

- (참고사항) Hayya Service Centre (2곳)
		 △	월드컵 기간 중 Hayya Card 관련 문제 해결 지원
(Face-to-Face support)
		 △	실물 Hayya Card 발급 가능 (모바일 Hayya Card
로도 모든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Ali Bin Hamad Al Attiyah Arena (Jassim
Bin Hamd Stadium옆 구장) 및 Doha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DECC)
		 △	업무시간: 토-목 오전 10시-오후10시 /
금요일 오후2시-오후10시

-	(기타 문의처) (카타르 내) 800-2022 / (해외)
(+974)4441-2022 / info@hayya.qa / (웹사이트)
Qatar2022.qa
ㅇ	(코로나19 관련 안내) 경기장을 비롯한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의료시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3 출입국 관련 정보
ㅇ Hayya Card 발급 의무
-	월드컵 기간(22.11.1.~12.23) 모든 카타르 방문객
(거주증 소지자 제외)은 Hayya Card를 발급, 지참
하셔야 카타르에 입국 가능하며, Hayya Card 유효
기간인 23.1.23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출입국시 하야카드 앱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 Entry Permit을 A4용지에 프린트
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상 기 기간 외 카타르를 방문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은 한-카타르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단, 노동, 학업,
개업이나 취업 목적으로 입국 희망시 별도 비자
발급 필요)
ㅇ 코로나19 관련 안내
-	백 신접종완료 여부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입국 가능하며, 격리 면제
됩니다.
-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하실 필요 없으며,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	(의료시설 이용시 Ehteraz 앱 활성화) 카타르 내 의료
시설 이용시 18세 이상 방문객은 건강상태 확인 어플
리케이션인 Ehteraz 앱을 설치, 활성화
하여 초록색 Ehteraz 바코드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음성인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히 초록색
입니다.)
		 ※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는 Ehteraz 제시 불요(경기장
입장시에도 Ehteraz 제시 불요)
		 ※	코 로나19 양성 판정시, 격리 해제일까지 Ehteraz
바코드 색상은 빨간색
		 ※	Ehteraz 앱은 안드로이드6, iOS 13.5 이상 버전에서
지원 / 하마드 국제공항 또는 Abu Samra 국경지대
에서 현지 SIM과 스마트폰 구입 가능

-	여행 전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주카타르대사관 홈페
이지와 sportandhealth.moph.
gov.qa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교부 안전대책 운영
1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 여행경보, 국가/지역별 정보, 최신안전공지 등 확인

2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	모 바일 동행서비스(최신 안전정보
실시간 푸시 알림, 위급상황 등 필요
시 본인의 위치정보 전송)
-	국가/지역별 기본정보 및 여행정보 등 최신 안전
소식 확인

3 영사콜센터(+82-2-3210-0404)
-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7개국어 통역
서비스 및 해외 사건사고 접수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안드로이드

-	해외 도착 즉시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전송

ios

4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
-	Wi-Fi 인터넷 연결 환경에서 별도 음성통화료 없이
무료 상담 가능
-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알림, 카카오톡 상담 연결하기
등 서비스 제공

5 영사콜센터 카카오톡/라인/위챗 상담서비스
-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메신저를 통한 상담
가능
-	채널에서 영사콜센터(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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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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