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다레살람의 경우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과 주택이 한정되어 있어 저렴한 가격의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거
주 외국인 대부분은 신변 안전 및 관리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compound) 및 아파트를 선호한다. 강도 및 절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가급적 2층 이상에 거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외국인 거주지역 침실 2개 규모 기준 주택 임차료는 월 1,500달러 이상, 침실 3개 규모는 2,000달러 이상이다. 방 1개 또는 스튜디오 타
입의 거주지는 많지 않다. 현지인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집세가 월 300~500달러인데 비해 외국인 거주 지역의 집세는 높게 책정되
어 있다. 아파트는 보통 냉장고, 세탁기, TV 및 기본 가구가 구비되어 있으며 주택은 건물 자체만 임차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 계약 관련 사기 사례도 종종 생기므로 규모가 있는 부동산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파트는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 임차를
문의할 수도 있다. 육개월 이상의 집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매달 지불하려면 집주인과 논의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은 보통 한달치를
납부하며 되돌려 받을 때 청소비 등의 항목으로 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주의깊게 작성해야 한다.

전화
가정에는 거의 대부분 유선전화가 없어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20-240V/50Hz이며, 플러그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G 타입을 사용한다.

식수
탄자니아 수돗물은 석회가 섞여 있어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식수는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요리에도
가급적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대부분 중고차를 구매한다. 중고차 전시장에 가 직접 보고 구입하거나 중고차 수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 직
접 수입 시 차량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으나 운송, 통관 및 등록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차량 검사를 철저하게 거치지 않은 차량
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가격
현지에서는 대부분 중고차량을 거래하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와 연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또 외국인이 문의할 때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줌탄자니아(Zoom Tanzania)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가격을 파악한 뒤 구매하는 것이 좋다.

Zoom Tanzania 차량 판매 링크: https://www.zoomtanzania.com/cars?gclid=EAIaIQobChMI0-

aa3tKW3wIVE66WCh10HAsYEAAYAiAAEgLj5vD_BwE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정 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편의를 위해 운전기사
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 운전기사의 월 임금은 보통 월 200달러 안팎이다.

현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도로 연수, 이론 시험, 실기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등록 비용이 3만 탄자
니아 실링에서 7만 탄자니아 실링(약 30달러)으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Stanbic Bank, NBC, NMB, CRDB 등

계좌 개설방법
비거주자(Non-Resident)는 거주자에 비해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롭다. 여권 및 신분증, 비자(거주자의 경우 거주비자)가 필요하며 때로
소속 회사의 소개공문을 요구할 때도 있다. 은행에 따라 다르나 달러 계좌 개설 시 100달러 정도의 예치금을 지참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International School of Tanganyika(IST)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다레살람
초등학교(6년), 중고등학교(6년) 학제
연간 수업료는 초등학교 1만 8천 달러, 중고등학교 2만 3천 달러~3만 달러임. 수업료 외게 입학금, 기부금
등 추가
https://www.istafrica.com/
<자료원 :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 현지학교
없음.

마. 병원

ㅇ London Health Centre
도시명

다레살람

주소

Kimweri Ave, Dar es Salaam

전화번호

+255-22-266-4839

진료과목

종합병원: 내·외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시설 등

비고

홈페이지: https://www.lhc.co.tz/

ㅇ Sali International Hospital
도시명
주소

다레살람
Yacht Club Road, Dar es Salaam

전화번호

+255-22-260-1296

진료과목

종합병원: 내·외과, 안과, 정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등

비고

홈페이지: http://salihospital.com/
<자료원 : Sali Internation Hospital, London Health Centre >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Mlimani City Shopping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다레살람
Sam Nujoma Road, Dar es Salaam
http://mlimanicity.co.tz/
다레살람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생활용품, 가전, 의류, 식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식당, 카페, 영화관도
입점해있다.
<자료원 :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 식품점
ㅇ Simply Fresh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Dar es Salaam
24 Msasani Rd, Dar es Salaam
육류, 채소, 어류, 낙농제품 등의 식품, 카페

ㅇ Shoppers Plaza
도시명
주소

다레살람, 도도마, 아루샤
Mikocheni, Dar es Salaam

취급 식료품

육류, 채소, 어류, 낙농제품 등의 식품, 생활용품, 카페
다레살람에 4개 지점(Mikocheni, Masaki, Mbezi Beach, Mlimani City Shopping Mall)이 있으며 아루
샤와 도도마에도 입점해있다.

비고

ㅇ Village Supermarket
도시명

다레살람, 아루샤

주소

Chole Rd, Dar es Salam

취급 식료품
비고

육류, 채소, 어류, 낙농제품 등의 식품, 수입품, 생활용품
다레살람과 아루샤에 입점해있다.
<자료원 :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ㅇ Century Cinemax - DFM
도시명

다레살람

주소

Ali Hassan Mwinyi Road, Dar es Salaam

홈페이지

http://centurycinemaxtanzania.com

소개

영화관

비고

다레살람에 4개 지점(DFM, Mlimani City, Mkuki House, Aura Mall)이 있다.
<자료원 :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New Year's Day

2020-01-01

새해 첫날

Zanzibar Revolution Day

2020-01-12

잔지바 혁명일

Karume Day

2020-04-07

카루메추 모임

Good Friday

2020-04-10

성금요일

Easter Sunday

2020-04-12

부활절 일요일

Easter Monday

2020-04-13

부활절 월요일

Union Day

2020-04-26

연방공화국 창립일

Labour Day

2020-05-01

노동절

Eld ul-Fitr

2020-05-25

달의 모양에 따라 하루 전 혹은 후로 변경 가능

Saba Saba Day

2020-07-07

TANU 창당일

Eid El Haj

2020-07-31

달의 모양에 따라 하루 전 혹은 후로 변경 가능

Nane Nane (Farmer's) Day

2020-08-08

농민의 날

Mwalimu Nyerere Day

2020-10-14

니예레레 추모일

Maulid Day

2020-10-29

모하멧 탄생일

Independence Day

2020-12-09

독립 기념일

Chrismas Day

2020-12-25

크리스마스

Boxing Day

2020-12-26

박싱데이

<자료원 : www.officeholida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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