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벨기에 내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검색, 주거 희망 지역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알아보는 방법과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검색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주거 희망지역의 주택 여부, 주택의 형태 및 기본적인 조건과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용료는 무료이다. 벨기에에는 다양한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들이 존재하는데, 프렌차이즈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다양한 매
물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영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집을 구할 수 있
다. 다만, 벨기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서 미리 벨기에에 집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더라도 막상 도착하면 다른 사람
이 이미 계약을 해놓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벨기에 도착 후 바로 집을 보러 갈수 있도록 도착 며칠
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벨기에에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때때로 면접 수준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세입자 보호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임대 조건
들이 임대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어 임대자들은 계약 전에 세입자를 까다롭게 결정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재정 상황
, 근로계약(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등), 신분(미혼, 기혼 여부)에 관련된 서류들을 요구하므로 벨기에에서 집을 구하기는 한국보다 더 어
렵고 경쟁도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한국과 같은 전세제도는 없으며 월세와 시설보증금 제도로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인은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정부
지표 내에서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임대료 이외의 비공식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없고 적발 시 벌금을 내야 한다. 계약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와 다른 계약 조건이 들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
적용 중인 세입자 보호정책은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 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들에게 공통
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본적 세입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연장을 하려면 계약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본 세입 계약 기간인 3년 이전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계약해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1년 이전에 이사를 갈 경우 3개월 치 월세, 2년 이전은 2개월 치 월세, 3년 이전은 1개월 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3년 이후에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이사를 가더라도 별도의 계약해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 기간과 연장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확실히 해야한다.

한편 월세와 함께 운영되는 시설보증금 제도(Garantie locative)의 경우, 계약 종료 후에 집을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조
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주 전과 퇴거 시에 집의 상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증금 제도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거주할 ‘집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를 ‘에따 데 리유(Etat des lieux)’라고
부른다.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시설검증 전문가(Expert)가 임대인과 동행해 Etat des lieux를 실시할 수
도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대략적인 비용은 250유로 선이며 임대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지불).

보통 입주 전 벽지 등 집 내부가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에 도배 및 전체 청소를 깔끔히 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리
고 이사를 나와야 한다. 임대인은 작은 생활 흔적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 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하거나 시설보증금에서 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시설보증금은 2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며, 이를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임대인과 세입자의 이름으로 된 보증금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다른 한쪽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보증금은 집 계약 종료 후, 임대했던 집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은행에 동행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에 예치된
해당 보증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갖는다.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 벨기에에 정착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거주하기 원하는 지역에서 월세로 어느 정도 살아본 다음에 구
매를 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구매 시에는 집 출생신고서, 전력량, 전기검사증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집 출생신고서는 집의 설계
도면, 설립연도 등 세부사항을 나타내는 문서이며 CEP(Certificat de performance énergétique)는 난방에 필요한 전력량을 표시한 문
서이다. 전력량 수치가 낮을수록 난방비가 적게 들며 수치가 높을수록 난방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집
의 전력비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기검사증(l’installation électrique)은 정기적인 전기검사를 통해 내부 전기시설에 이상이 없
는지의 유무를 알려주는 서류이다.

2019년 기준 벨기에의 아파트(스튜디오 기준) 평균 매매가는 18.5만 유로, 주택의 경우 29.5만 유로 정도이며 렌트하는 경우에는
1200유로(방 3개 기준) 가량이 든다. 주택 기준, 지방별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브뤼셀 지방(40만~89.5만 유로), 플란더스 지방(23만
~33만 유로), 왈로니아 지방(14.5만~23만 유로) 등 브뤼셀 지방이 타 지방 대비 가격이 높은 편이나 브뤼셀 내에서도 동네별 편차가 매
우 크므로 대략적인 가격만을 참고할 수 있겠다. 한편, 2019년 1분기 벨기에의 집값 상승률은 약 5%로(주택)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하는 추세이다.

전화
집에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동 통신회사에 접촉해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 또는 이전 세입자에게 문
의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방법이다. 최근 유선 전화기만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인터넷, TV등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식으로 많이 가입하는 추세이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회사로는 Proximus, Orange, Scarlet 등으로 시내 곳곳에 있는 서비스 지점 또는 각 업체별 홈페이지
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브뤼셀 지하철역, 주요 관광지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ㅇ 벨기에 주요 통신사 리스트
- Proximus : www.proximus.be
- Base : www.base.be
- Mobile Vikings : www.mobilevikings.be
- Orange : www.orange.be
- Scarlet : www.scarlet.be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1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
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해 고정 또는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식수
벨기에 수돗물은 마실 수 있으나 석회가 많이 함유돼 있으므로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SPA,
Chaudfontaine 등이 벨기에의 대표적인 생수 브랜드이며, 슈퍼마켓 자체 PB(Private Brand) 제품들도 가격대비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
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벨기에 체류 기간 중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렌터카, 리스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차를 구입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 회사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전에 각 회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

해 차량에 대한 정보와 가격 등을 미리 알아가는 것이 좋다.

참고로 벨기에에서는 수동차량이 일반적이고 오토차량의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토차량 구입 시 수동차량보다 1,000~2,500유로
정도 더 비싼 편이다. 또한,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및 에어컨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
니 확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구입의 경우, 여러 완성차 회사의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 광고를 보고 차주나 중개인
(dealer, garage)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격은 후자 쪽이 20~30% 정도 비싼 편이며, 중개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체 등록증과 차량 정기점검(Controle Technique)에 통과된 차량 번호판 신청서를, 차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차체 등록증과 차량 정기점검에 통과된 차량 번호판 신청서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이나 단기 체류일 경우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이 유리하나, 장기간 차를 빌리고 싶은 경우 리스(lease)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특히,
임시거주자에게 있어 자동차 구입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반면, 리스카 이용은 행정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되파
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벨기에 내 모든 자동차는 첫 등록 이후 4년 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차량 정기점검(Contrôle technique)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
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자동차 등록증(Carte grise)을 압수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벨기에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측통행이다. 한국과 다른 점은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선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건널목에서
는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단, 로터리는 예외). 그리고 트램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자가용 차
량 운전자들이 양보해야 한다. 또한, 뒤쪽 좌석을 포함한 차량 내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시내 제한속도는 50km/h, 고
속도로는 120km/h이다. 또한, 학교근처와 같은 특수 지역은 30km/h이다. 주차장 이용 시 시내에 있는 Interparking, Q-Park 등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주택가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 미터기에 동전을 넣고 영수증을 차량에 올려놓아야 한다. 요금은 시간당 2.5유로 정도다.
운전 시에는 자동차 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반호판 증명서, 보험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해놓아야 한다.

ㅇ 주요 자동차 회사 사이트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www.hyundai.be
-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 www.kia.com/be
- BMW, 홈페이지 : www.bmw.be
- Volkswagen, 홈페이지 : www.vw.be

ㅇ 중고차 구매 참고 사이트
- Nearly New Car, 홈페이지 : www.nnc.be
- Cardoen, 홈페이지 : www.cardoen.be
- My Way, 홈페이지 : www.myway.be

ㅇ 차량 수리 참고 사이트
- Monsieur Pneus : www.monsieurpneu.be
- Pneu Vanhamme : www.pneuvanhamme.be

차량가격
차량 가격은 차종별로 상이하나, 현대 i30과 동급 모델인 Opel Astra 기준으로 오토의 경우 3만 유로, 수동의 경우 2.6만 유로 선이다
(Trendline 1.0 TSI 63kW, 휘발유 기준)

운전면허 취득

벨기에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국이므로 한국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벨기에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운전면
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운전 시에는 국제운전면
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등 3가지의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1년 동안만 유효하므로, 벨기에에 정착
한 후에 해당 시청 혹은 꼬뮨에 가서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벨기에 체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앞뒷면 번역을 인증받은 것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운전이 가
능하다. 번역인증을 받은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은 무사고인증 방문자의 경우 3개월, 체류의 경우는 1년간 인정해준다. 번역
인증은 여권, 사진, 체류증, 한국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대사관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단, 구청에 따라서 대사관이 아닌 현지 번역 공증
만을 인증하는 경우 있으니 확인 필요).

유럽 회원국 내 공용 벨기에 운전면허증 발급은 벨기에 체류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 발급하므로,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벨
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 시청의 운전면허부서에 본인의 여권, 체류증, 한국면허증 원본 및 한국운전면허 번역
인증서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서류 검토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2019년 기준으로
대략 30유로 내외이며, 발급 소요기간은 약 2주가 걸린다.

한국면허증은 당해 시청에 보관되며, 한국 영구 귀국 시 벨기에 면허증과 다시 교환한다. 이 벨기에 운전면허증은 벨기에에서 발급하는 ID
카드 소지자 및 장기체류 허가증 소지자에게 발급하며, 체류 신청이 등록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브뤼셀에서 신규 운전면허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벨기에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은 불어권 지역에서는 불어로, 네어권 지역에서는 네덜란드어
로 치러진다. 영어 통역을 거쳐 시험을 보는 날이 1년에 3~4번으로 제한되어있으므로, 지역 면허 시험장에 문의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벨기에 주요 은행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한국계 은행은 없다.

- BNP Paribas Fortis : 프랑스 은행으로 벨기에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현지 법인들이 많이 이용
- KBC (CBC) : 북부 플란더스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벨기에 은행이며, 왈로니 지역과 브뤼셀에서는 CBC로 불림
- ING : 네덜란드 은행으로 벨기에 전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 Belfius : 벨기에 은행으로 벨기에 전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ㅇ 은행별 연락처
- BNP Paribas Fortis : 전화번호 : 02 762 20 00, 홈페이지 : www.bnpparibas.be
- KBC : 전화번호 : 078 152 154, 홈페이지 : www.kbc.be
- ING : 전화번호 : 02 547 21 11, 홈페이지 : www.ing.be
- Belfius : 전화번호 : 02 222 12 01, 홈페이지 : www.belfius.be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약속을 잡고 가야 한다. 약속시간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서류를
확인하고 몇 가지 설명 뒤에 바로 계좌를 열어준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출국 전 비자 발급 때 요구됐던 서류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
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계좌와 함께 현금인출 카드도 받게 되는데, 카드는 보통 1주일 뒤에 우편물로 배달된다.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벨기에 내 거주 중인 집 주소가 있어야 하고, 집 계약서가 없으면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체류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면 되지만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거주 신고 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체류증 발급 시 은행에

다시 재방문해야 한다. 만일 체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은행 구비 서류: 집 계약서, 체류증(혹은 거주 신고 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벨기에 내 대표적인 은행으로 BNP Paribas Fortis, KBC, ING, Belfius 등이 있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므로 거래하기 편한 곳
에 약속을 잡고 계좌를 열면 된다. 방문 전에는 점심시간이 있는지 등의 업무시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9~16시까지가 업
무시간이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International School of Brussels(ISB)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브뤼셀
Preschool, Pre-kindergarten, Kindergarten, Grade 1~12, 13
17,790~38,400유로(학년에 따라 상이)
https://www.isb.be
미국계

ㅇ The British School of Brussels(BSB)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브뤼셀
Kintergarten, Grade 1~13

26,600~34,050유로(초·중·고등에 따라 상이)
http://www.britishschool.be
영국계

ㅇ European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브뤼셀
Kindergarten, Grade 1~12, 13

학비

10,000~2,0000유로(부모 직업군/국적별 상이)

비고

유러피안 스쿨
<자료원 : 학교별 홈페이지 >

- 현지학교

ㅇ 루벤 대학교 KU Leuven
도시명
커리큘럼

루벤
종합대학교

학비

1,000~8,000유로

비고

연간 학비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 : https://www.kuleuven.be

ㅇ 브뤼셀 자유대학 VUB(네덜란드어권)
도시명
커리큘럼

브뤼셀
종합대학교

학비

1,000~5,000유로

비고

연간 학비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 : https://www.vub.ac.be

ㅇ 브뤼셀 자유대학 ULB(불어권)
도시명
커리큘럼

브뤼셀
종합대학교

학비

1,000~5,000유로

비고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학비 상이
홈페이지 : http://www.ulb.ac.be/

ㅇ 안트워프 대학
도시명
커리큘럼

안트워프
종합대학교

학비

1,000~8,000유로

비고

연간 학비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 : https://www.uantwerpen.be

<자료원 : 학교별 홈페이지 >

마. 병원

ㅇ UZ Leuven
도시명
주소

루벤
Herestraat 49, 3000 Leuven

전화번호

016 33 22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uzleuven.be/

ㅇ Centre Hospitalier Unversitaire St. Pierre
도시명
주소

브뤼셀
Rue aux Laines 105,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535 3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saint-pierre.be

ㅇ Hopital Universitaire Brugmann
도시명
주소

브뤼셀
Place A.Van Gehuchten 4, 1020 Brussels

전화번호

02 477 2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chu-brugmann.be

ㅇ Hopitaux Iris Sud
도시명
주소

브뤼셀
Rue Jean Paquot 63, 1050 Ixelles

전화번호

02 641 4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http://www.his-izz.be/fr/hopitaux-iris-sud/infos-pratiques-et-contact/etterbeekixelles_3

ㅇ Clinique de L'Europ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브뤼셀
Rue de Linthout 150, 1040 Brussels
02 614 30 00

진료과목
비고

종합병원
홈페이지 : https://www.cliniquesdeleurope.be/

<자료원 : 병원별 홈페이지 >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Gallerie INNO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벨기에 전역
Avenue Louise 12 1050 Brussels(브뤼셀 지점)
https://www.inno.be/fr-be/
벨기에 백화점

ㅇ City 2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브뤼셀
Rue Neuve 123 - bte 402m 1000 Brussels
http://www.city2.be
실내 대형 쇼핑몰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 식품점
ㅇ Marche de Midi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브뤼셀
Avenue Fonsny, 1000 Brussels
식품류/의류/잡화
영업시간 6시~14시 (일요일장)

ㅇ 신라식품점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브뤼셀
Chaussée de Wavre 1676 1160 Auderghem
한국마트

비고

영업시간 9시~19시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 기타 편의시설
ㅇ UGC
도시명

벨기에 전역

소개

벨기에 체인 영화관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ugc.be

ㅇ Pairi Daiza
도시명

브뤼흘레뜨

주소

Domaine de Cambron B-7940 Brugelette

소개

벨기에 최대 규모 동물원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pairidaiza.eu

ㅇ Therme Spa
도시명

스파

주소

Les Thermes deSpa Colline d'Annette et Lubin, 4900 Spa

소개

온천도시인 스파 지역 내 스파시설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thermesdespa.com/accueil/

ㅇ Walibi
도시명

와브르

주소

Boulevard de l'Europe 100, 1300 Wavre

소개

벨기에 놀이동산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walibi.com/belgium/be-fr

ㅇ Ravenstein The Royal Golf Club of Belgium
도시명

테르뷰렌(Tervuren)

주소

Koninklijke Wandeling 1, 3080 Tervuren

소개

1905년 개장한 브뤼셀 근교 골프장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rgcb.be/

ㅇ Basic Fit
주소

벨기에 전역

소개

벨기에 전역에 있는 헬스장 체인으로, 한 곳 가입시 전국의 모든 가맹점 이용 가능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basic-fit.com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신정(Jour de l’an/Nieuwjaar)

2019-01-01

부활절(Pâques/Pasen)

2019-04-22

노동절(Fête du travail/Feest van de
arbeid)

2019-05-01

예수승천일(Ascension/O.h.hemelvaart)

2019-05-30

오순절(Pentecôte/Pinksteren)

2019-06-10

독립기념일(Fête nationale/Nationale
Feestdag)

2019-07-21

성모승천일(Assomption/O.l.v
tenhemelopneming)

2019-08-15

만성절(Toussaint/Allerheiligen)

2019-11-01

휴전기념일(Armistice/Wapenstilstand
1918)

2019-11-11

크리스마스(Noël/Kerstmis)

2019-12-25

비고

<자료원 : 벨기에 경제부 >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