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쿠웨이트는 별도로 외국인의 특별 주거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일반적인 주거 유형은 빌라형 주택과 아파트이다. 대부분의 쿠웨이트 거
주 외국인은 주거환경과 생활편의를 고려해 자브리야, 살와, 샤브, 살미야 등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 또는 프로젝트 현장과 근접한 웨이
트 시티와 근접하고, 외국인 학교가 모여있는 지역인 자브리야(Jabriya), 살와(Salwa), 샤브(Shaab), 살미야(Salmiya) 등의 주택과 아파
트는 남쪽 지역인 망가프(Mangaf), 핀타스(Fintas), 아부파티라(Abu-Fateera), 이겔라(Eqalia), 마흐불라(Mahboulah)에 비해 시내 외
국인 학교와 인접하여 선호되는 지역이라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지역 및 상태에 따라 임차료는 500~1,200KD로 다양)

아파트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수영장, 헬스장이 설치된 곳이 많으며, 가구가 갖춰진 곳일 경우 임차료가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
반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 빌라형 주택의 경우 가구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상대적
으로 조용하고 식자재 및 생활용품 구매가 가능한 Co-op과 접근성이 높다. 최근 외부 인구 유입의 증가와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임차료가
상승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부동산 업자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계약 체결 시, 수수료로서 한 달 분의 집세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 50%씩 부동산 업자에게 지급한다. 임차계약은 통상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다. 임차계약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
장된다. 임차료 지급은 월, 분기, 연간 단위로 선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3개월 전 상대방
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쿠웨이트는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임차계약 체결 후 5년간은 소유주가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임차계약 체결 시, 전기세 및 수도세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가구별로 전력 및 수도 계량기
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
전화 신청 시 구비서류는 쿠웨이트에서 가정용 및 사무실용 유선전화 가입신청은 주소지와 사무실 소재 관할 전화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
면 된다. 전화 가입은 국제전화와 국내 전화를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전화 가설 시 신청 비용은 약 70 KD이다. 시내전화를 신청할
경우 쿠웨이트 국내 전화는 무료이다. 반면, 국제전화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국제전화 가입 신청 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
야 한다.

전압/플러그
쿠웨이트 전력은 전압이 240V/50Hz이다. 또한, 전원 코드는 핀이 3개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의 현지 사용을 위해서
는 별도의 전원 접속코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해 고정 또는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식수
쿠웨이트 수돗물에는 석회질 성분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마시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가정 내 설치
된 필터를 통해 받은 물을 끓여 마셔야 한다. Abraj, ABC, Aquafina, Aqua Gulf 등 다양한 생수 브랜드 들이 존재하므로 가격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대부분의 외국인은 차량을 렌트하거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편이다. 쿠웨이트는 산유국으로 유류비가 매우 낮아 운행되는 차량
은 대부분 무연휘발유 차량으로 디젤 차량의 비중은 매우 낮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산, 미국산, 일본산 등 다양한 차량 브랜드
와 슈퍼카부터 경차까지 쓰임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와 기아자동차 역시 쿠웨이트에 진출하여 가격 대비 높
은 품질과 안정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신차를 할부방식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연간 소득과 관련된 증명서(급여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급여확인서는 회사에서의 재
직 기간, 본인의 여권 번호, 월급을 받고 있는 은행 및 계좌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지 은행은 자동차 대출의 최소 월 납부금을 월급 총
액의 40%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산 차량을 한국에서 구입해 쿠웨이트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무연 차량이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현지에는 신차 외 중고 자
동차 시장도 활성화돼 중고 차량의 구입도 쉽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시 다양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지 자동차 보험의 일반적인 가
입 기간은 1년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가입 차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합보험 가입 시 연간 보험료는 500~2,000달러이다
.

차량가격
차량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며, 중고차 시장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차량 관련 제조업 기반이 전무하여, 모든 차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일본, 한국, 미국산 차량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합리
적이다.

운전면허 취득
국제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쿠웨이트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Civil ID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쿠웨이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운전면허의 쿠웨이트 운전면허로 전환을 위
해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과 수수료(45 쿠웨이트 디나르)를 납부해야 한다.

운전면허 전환 신청은 쿠웨이트 거주 비자가 나온 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 면허증 아랍어 번역문, 거주
비자, 신체검사 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 월급 증명서(600쿠웨이트 디나르 이상), 사진 등이 필요하다.

최근 쿠웨이트 정부는 교통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해당 기관에 운전면허
신청 후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쿠웨이트 정부는 교통법규를 강화해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차를 견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NBK (National Bank of Kuwait):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NBK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불한다.

ㅇ Boubyan Bank: 2004년에 설립된 부비얀 은행은 이슬람 은행으로, 현지 최대 상업은행인 NBK가 주요 주주이다.
ㅇ KFH(Kuwait Financial House): 쿠웨이트 내 가장 규모가 큰 이슬람 은행이다.

계좌 개설방법
외국인은 여권 또는 현지 신분증(Civil ID)을 증빙으로 현지 은행에서 자유롭게 현지화와 달러화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
계좌 개설을 통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자 수표는 현지 은행에서 환전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지 은행들이 은행계좌 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은 은행계좌 개설이 거주비자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최소 100쿠웨
이트 디나르 이상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은행에 따라 상이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American School of Kuwait(ASK)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Hawally
편입학 대상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실시한다. 영어, 과학, 수학, 사회, 아랍어, 체육으로 커
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수업시간은 7시 30분~14시이다.
ㅇ 6학년까지 4,306디나르
ㅇ 7~12학년까지 5,191디나르
http://www.ask.edu.kw
미국계 학교. 현지 교민들의 평에 의하면 ASK가 좀 더 선호되는 경향

ㅇ American United School of Kuwait(AU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Sabah Al-Salem
편입학 대상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실시한다. 영어, 과학, 수학, 사회, 아랍어, 체육으로 커
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수업시간은 7시 30분~14시이다.
ㅇ 1~3학년 5,250디나르
ㅇ 4~5학년 5,750디나르
ㅇ 6~8학년 6,300디나르
ㅇ 9~10학년 7,350디나르
ㅇ 11~12학년 7,500디나르
http://www.aus.edu.kw
미국계 학교이며 타 국제학교에 비해 학비가 높음

ㅇ British School of Kuwait(BSK)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Salwa
편입학 대상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실시한다. 영어, 과학, 수학, 사회, 아랍어, 체육으로 커
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수업시간은 7시 30분~14시이다.

연간 3,000~4,800디나르 정도
http://www.bsk.edu.kw
영국계 학교
<자료원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 현지학교
없음.

마. 병원

ㅇ Hadi Clinic
도시명
주소

Hawally
P.O.Box : 44630, Hawally 32061, Kuwait

전화번호

+965-1828-282

진료과목

민간 종합병원

ㅇ International Clinic
도시명
주소

Salmiya
Salem Moubarak Street, Behind Laila Galleria, Salmiya, Kuwait

전화번호

+965-188-6677

진료과목

민간 종합병원

ㅇ Amiri Hospital
도시명
주소

Sharq
Al-Amiri Hospital, 25, Kuwait city

전화번호

+965-2245-0005

진료과목

공립 종합병원
<자료원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애비뉴몰(The Avenues)
주소
홈페이지

비고

The Avenues, Ghazali Street, Al-Rai, Kuwait
https://www.the-avenues.com/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이다. 럭셔리 브랜드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ㅇ 알쿠트몰(Al-Kout Mall)
주소
홈페이지

비고

Al-Kout Mall, Fahaheel, Kuwait
http://www.alkout.com/
알쿠트몰은 바닷가에 위치한 Souq Al-Kout, 신축 쇼핑몰인 Al-Kout Mall, 호텔 Rotana Hotel로 구성되
어있다. Souq Al-Kout 에는 수산시장과 대형 하이퍼마트가 입점해 있으며, 야경이 뛰어나다. 신축 쇼핑몰
Al-Kout Mall에는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 158개 매장이 입점해 있다.

ㅇ 마리나몰(Marina Mall)
주소
홈페이지

비고

Marina Mall, Salem Al-Mubarak Street, Salmiya, Kuwait
http://www.themarinakuwait.com/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한 쇼핑몰로 150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 식당 및 카페가 운집해 있는 마리나 크레
센트와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고,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자료원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 식품점
ㅇ LuLu Hy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Salmiya, Jahra, Al-Qosour, Eqila, Fahaheel, Dajeej, Shuwaikh
쿠웨이트 전역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공산품
식료품과 공산품의 가격이 저렴한 편임

ㅇ Sultan Center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Sharq, Salmiya, Eqaila, Shaab, Hawally, Jabriya, Dajeej
쿠웨이트 전역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공산품

비고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많이 입점해 있으며, 다른 하이퍼마켓과 비교하여 가격이 높은 편임.

ㅇ Singrea(싱가리아)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Shuwaikh
Green Building, Street 69, Block A, Shuwaikh Industrial Area
한국 식품 및 각종 아시아 식품
한국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점임
<자료원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ㅇ Edge Crwone Plaz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Farwaniya
Crowne Plaza Hotel, Farwaniya, Airport Road No. 55
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us/en/kuwait/kwikf/hoteldetail/health-fitness
24시간 피트니스 센터 및 스파 이용 가능

ㅇ Hilton Resort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MANGAF
Hilton Kuwait Resort, SALEM SABAH AL SALEM AL SABAH ST, MANGAF, KUWAIT CITY, 7887,
KUWAIT
https://www3.hilton.com/en/hotels/kuwait/hilton-kuwait-resort-KWIHIHI/spa/index.html
24시간 피트니스 센터 및 스파 이용 가능

ㅇ 사하라(SAHAR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Subhan
Sahara Kuwait Resort, near Chalet Road, Subhan Area, Kuwait.
https://www.saharakuwait.com/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카트장을 갖춘 리조트
<자료원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휴일

New Year's Day

2020-01-01

National Day

2020-02-25

건국기념일(영국으로부터 해방)

Liberation Day

2020-02-26

독립기념일(이라크로부터 해방)

Al-Isra Wal Mi'raj

2020-03-22

예언자 무함마드 승천일

Ramadan

2020-04-23

4월 23일~5월 23일 라마단 기간(공휴일은 아니나, 근무시간 단
축됨)

Eid Al-Fitr(End of Ramadan)

2020-05-24

5월 24일~5일 26일간 라마단 종료 연휴

Mount Arafat

2020-07-31

성지순례기간(하지)

Eid Al-Adha

2020-08-01

8월 1일~8월 3일 희생절

Islamic New Year's Day

2020-08-20

이슬람력 신년 휴일

Prophet's Birthday

2020-10-29

예언자 무함마드 탄신일

<자료원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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