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교통과 학군 등 입지를 고려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 또는 이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은 전통가옥 (Rijtjeshuis: row house로서 한국의 연립주택과 유사하나
집 앞 또는 뒤에 작은 정원을 갖추고 있음)과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이다. 전통가옥의 경우 대개 2-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1층은 거실 및
식당으로 2층 또는 3층은 침실 및 다락방으로 구성), 계단이 좁고 가파른 것이 특색이다.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한국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Amstelveen(암스테르담 인근에 위치)의 경우 1,500~3,000유로/월 수준이며, 로테르담의 경우 이보다 약 20% 낮다. 아
파트는 방 2~3개(창고 별도)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며 가격은 대략 1개월당 1,500~2,000유로 수준이다(세미 퍼니쉬드 기준, 가구가 전
무할 경우 통상 500유로 이상 싸진다).

2) 주요 주택 중개 사이트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부동산사무소들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사이트에 매물 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 www.funda.nl
- www.renthouse.nl
- www.pararius.com

네덜란드 주택 매매 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때, Huur과 Huren은 임대를 의미하고, Verkoop과 Verkopen은 매매를 의미하니 참고
하기 바란다.

3) 주택 임대 신청 과정

주택의 계약은 당사자 간의 가격과 조건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업체 수수료는 대개
1개월분 임차료와 VAT(21%) 기타 행정 수수료 등이며, 계약 시 임대인에게 임차료 1개월 또는 2개월에 해당하는 예치금(퇴거 시 주택
원상 복구 여부 검사 후 반환)과 1개월분 임차료를 선불해야 한다. 임차료 인상은 연 1회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요율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략 1~2% 수준). 임대료에는 편의시설 사용료(가스, 전기, TV 수신료, 인터넷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사소한 보수사항은 임차인 책임사항이다.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본사 귀임, 전근발령에 대비, 계약서 기본약관
에 "외교관 조항(Diplomat Clause)"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통상 해지일 기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주택 계약이 완료되고 이사를 갈 때, 통상적으로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야 하며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네덜란드 부동산들은 주택에 손상이 없는지 깐깐하게 따지며, 특히 가구가 구비돼 있는 주택의 경우 이사 갈 때 상당한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 임차를 시작할 때 먼저 손상이 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내부시설 유무에 따라 임차주택 구분

- Fully Furnished: TV, 냉장고, 침대, 식탁 등을 비롯하여 입주자가 요리, 식사, 세면, 수면 등을 위한 시설이 일체 갖추어진 집의 형태
- Semi-Furnished: 바닥재, 커튼, 램프 및 부엌가구가 포함된 집의 형태
- Unfurnished: 내부에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집의 형태(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내부 페인트칠과 벽지 공사, 전구설치 등 일체를
임차인 본인의 비용으로 해야 함)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제한은 없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 광고상의 가격
은 보통 협상이 가능한데, 가구, 시설물(fixture), 부속물(Pttings) 등은 보통 광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가에 포함할 경우 가격 협
상 시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매각광고 가격 뒤에 k.k.(혹은 kk)라는 글자가 보이는 경우는 구매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각광고에 나온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가격에 대해 일단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에서 구매계약증서 (purchase deed)를 작성해 사인을 받는데, 이는 이후 일방의 사정으로 거래절차를 계속 진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매계약증서에 사인을 했다고 해도 통상 3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판매자가 10%의 초기납입금(down
payment)을 지불하고 나면 구매자는 사인 된 구매계약증서(purchase deed)를 민법공증인(civil-law notary)에게 보내 양도증명작성 절
차를 밟게 된다. 공증인은 지적청(Public Registry ORce / Kadaster)을 통해 해당 부동산 거래 관련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전 증서(deed of transfer)를 작성하는데, 해당 이전증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인은 물론 부동산의 이전을 확인하는 공증인의 사인도
필요로 한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 이전이 완료된다.

이후 공증인이 해당 이전증서를 지적청(Public Registry ORce / Kadaster)에 송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부동산 이전 등록이 이루어진다.
네덜란드에서 보통 주택 구매자는 자기자본(초기납입금, Down payment)의 수배에 이르는 자금(모기지)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하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은 금융시장의 신용여건 및 가계차입비율과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이게 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일반적으로 구매 가격의 10~12%의 거래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공증인 수
수료, 등록비용, 부동산 이전 세금이 된다. 가격합의 시점에서부터 초기납입금 지불, 계약서 송부, 지적청 등록의 네 단계에 보통 7일이 소
요된다.

전화
현재 네덜란드에는 KPN, TELE2 등 각종 통신사에서 TV, 전화, 인터넷을 묶어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들 패키지를 구입할 경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하고 나서 실제 사용 시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며, 직접 설치해 주지 않고 대부분 우편으로 모뎀 등을 보
내주고 소비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치 직원이 나올 경우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서 회사에 따라
무상 출장서비스도 있는 경우가 있고, 설치시간도 2주 내로 신속히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비스 업체 선정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종 노트북 제공 등 사은품 행사도 많으나 의무 계약 기간이 2년 정도로 다소 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휴대전화를 구
매해야 하는 경우의 조건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Sim card라는 소형 칩을 휴대전화기에 장착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제는 후불제와 선불제가 있는데, 후불제는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기간을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해 할당된 시간의 무료통화
및 문자 사용이 가능하고, 할당시간 및 서비스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을 다음 달에 지불하게 된다. 휴대전화 가격(계약 기간에 따라 할인
율이 달라짐)에 기본요금과 부가금(추가 이용요금)이 합산돼 비용이 부과되며, 가입 계약 기간, 할당 시간, 서비스 등에 따라 매달 지불하
는 정액이 달라지므로 체류 기간을 잘 고려해야 한다. 계약과 동시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원하는 기종에 따라 정액이 달라지며
, 휴대전화기를 같이 구입하지 않고 후불제를 이용할 경우, 비교적 낮은 정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제는 일반적으로 Pre-paid라고 통칭하며 sim-card에 미리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휴
대폰 사용빈도가 낮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가입조건이 따로 없고 일반전자상가 또는 통신사 매장에서 Prepaid Sim-card를 쉽게 구입
할 수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충전용지(€10, 20, 50 등 다양)를 구입해 sim-card에 충전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
션에 접속해 충전할 수 있다.

계약절차가 필요 없고 간편히 구매해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한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전화요금을 스스로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부가혜택 없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비싼 통화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신사는 KPN, T-mobile, Vodafone 등인데,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 www.bellen.com 등의 사이트에서 통신사별 요금을 비교해볼 수 있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3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110V 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나, 현지 변압기 구입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
다. 특히,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
지 못해 고정 또는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
동하지 않는다.

식수
네덜란드의 수돗물은 바로 음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여러 브랜드의 생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pa, Chaudfontaine 등
이 현재 네덜란드 내 유명 식수 브랜드이며, 주로 일반 생수는 파란 병, 탄산수는 빨간 병에 포장되어 나온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자동차는 거주지 시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확인증(Uittreksel)만 있으면 거주비자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절차도 간단해서 신차,
중고차와 관계없이 딜러가 모두 처리해 주고 개인이 거래하는 중고차의 경우는 근처 우체국에서 약 5분 정도의 간단한 수속으로 차 소유
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40%의 BPM(일종의 특별소비세)이 부과되므로 인근국보다 자동차를 고가에 구입해야만 한다. 특히 디젤
차량에는 40% 세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366유로가 부과된다.

자동차 구입은 주로 딜러를 통해 구입하나, 중고차도 고가이므로 여러 곳의 차량 가격을 두루 검토한 후 구입해야 한다. 중고차 구입 시
1년 정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기간 없이 구입하는 것보다 고가이다.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특정 개인이
3년 정도 사용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학교, 회사, 지인 등을 통해 물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고차 사이트는
www.autotrack.nl, www.marktplaats.nl이 가장 인기 있으며, 1~2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찾다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품질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자동보다 수동이 많은 편이며, 장거리 유럽여행을 위해서 크루즈 컨트롤(Crusie)이 장착된
차량을 물색하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에는 유료도로가 없는 대신 자동차세, 도로세 등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대부분이 자가 차량 주차증을 구입
해 집 앞에 주차하게 되는데, 본인 차량 주차증과 방문객 차량 주차증 등 2종을 시청에서 구입해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이 주차증은 분기
별로 자동 갱신 및 송부(자동 갱신 신청해야 함)된다. 암스테르담 등 대도시 번잡 지역이 아닐 경우 바로 주차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나, 암
스테르담 시내의 번잡한 지역은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의 경우 교통 조건이 한국과 비슷하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직진 차량 우선이며, Roundabout의 경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주로
우선이다. ▼▼▼▼▼ 와 같은 표시가 있을 경우 표시의 아래 차량은 비우선, 위의 차량은 우선이다. 과거 우측 진입 차량이 우선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 법규가 바뀌었으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 및 규정 속도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고 가끔 음주단속도 실시하므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100~130km/h, 국도
100km/h, 지방도 70~80km/h, 시내 30~50km/h의 속도제한이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적용된다.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임시로 차단

될 경우 주재국은 노란색 표 지판을 설치해 우회로를 안내하는바, 원하는 목적지는 해당 노란색 표지를 따라가면 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50~400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도시 내에서는 하얀 선으로 구획이
지어진 주차공간 외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져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 수도 매우 많아 자동차 운행 시 자전거 이용자
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와 자동차, 보행자 신호가 별도로 있으며, 차량의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측에 있는 자전거의
직진 신호도 파란불이 될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차량가격
Autoweek.nl의 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주요 자동차 판매사는 Volkswagen, Renault, Opel이며, 판매 모델은 다음 홈페이지를 통
해 확인이 가능하다.

- https://www.autoweek.nl/verkoopcijfers/2018/

2017년 기준 신차 평균 판매가는 31,499유로였으며, 2018년 신차 평균 판매가격은 32,386유로였다.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증을 네덜란드 것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교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사관에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 신청(방문 또는 우편접수)

준비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본(앞뒤), 거주허가증(ID) 사본(앞뒤), 영문번역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반송 봉투(수신자 주소 기입) 및 우표를 동봉해 대사관 영사과 앞으로 송부

2) 시청에서 'Eigen Verklaring'(운전능력확인서) 신청 및 제출

Expat Center Amsterdam에서 'Eigen Verklaring' 양식 구입(약 20유로) 후 작성·우편송부
2~3주 후 CBR(네덜란드 운전면허센터)에서 본인 앞으로 승인 레터가 옴.

3) 시청의 ‘Burgerzaken' 부서에서 교환 신청

준비서류: 운전면허 교환신청서(시청에서 입수), 컬러 여권 사진 1배, 운전면허증 원본, 운전면허증 번역공증본, 신분증(여권), 거주허가
증, 수수료 약 40~50유로
서류 미흡 시 추가 제출 통보가 오며, 이 경우 6주 내로 서류를 보완해야 함.

4) 운전면허증 수령: 시청에서 발급 완료 공지가 오면 시청을 방문해 수령

차량을 구입 또는 이삿짐과 함께 운반해 올 경우, 차량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찰에서 발급하는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영문)
제출 시 최대 75%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과는 별도로 차량 고장 시 등을 대비해 긴급 수리 서비스 업체인 ANWB에 가입하면 연
55유로에 간단한 수리, 견인, 타이어 교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럽 전역 서비스를 신청 시 30유로가량 추가 소요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ABN Amro 은행: https://www.abnamro.nl/en/personal/index.html
ㅇ ING 은행: http://www.ing.nl/particulier/
ㅇ Rabobank 은행: https://www.rabobank.nl/particulieren/

계좌 개설방법
은행계좌 개설 시, 사회보장번호인 public service number(BSN)와 거주지를 증명하는 주택 임대 또는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거주지나 사무실로 PIN 카드(직불카드)와 인터넷 뱅킹용 암호 대조기(전자계산기처럼 생긴 기계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
에서 신원확인 및 자금 거래 시 사용)를 우편으로 송부해주며, PIN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 점포나 해당 은행 ATM(현금인출
기)기에서 활성화(Activate)시키면 된다. 한 통장에 2개 이상의 PIN 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일정 시간이 흘러서 은행
거래내역이 쌓이면 별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현금 못지 않게 PIN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있으며, MAESTRO 가맹이 돼 있는 유럽지역 타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이 가능하다. 오히려 신용카드는 실제 사용보다는 비즈니스, 인터넷 물품 구입 및 각종 예약 시 사용하게 되며, 네덜란드에서는 PIN 카드
와 신용카드를 모두 보유할 것이 권장된다.

현지 은행에서 현지 유로화 및 달러화 구좌 개설이 가능하며, 암스테르담에는 한국 외환은행 지점이 있다. Checking Account(수시로 입
금, 출금 가능) 및 Savings Account(일정 금액 이상 예치 시) 모두 가능하다. 구좌 개설 약 1주일 후 은행으로부터 현금 인출카드(일종의
직불 카드)를 교부 받게 된다. 별도의 은행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bank statement가 예금자에게 송부된다. 물품 구입 대금
이나 공공요금은 Giro Transfer Form(Acceptgiro)이나 Credit Transfer Form(Slip)을 이용, 본인 구좌에서 이체 지불한다. 인터넷 뱅킹
은 보안이 잘 돼 있으므로 일반 지불 시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은행별 모바일 뱅킹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돼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Rotterdam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로테르담
국제학력평가시험(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기준 커리큘럼
학년에 따라 14,350~18,200유로
http://www.aisr.nl/
미국계 국제학교

ㅇ The 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ISA)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암스테르담
국제학력평가시험(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기준 커리큘럼 및 추가 과목
학년에 따라 16,350~23,900유로

홈페이지
비고

http://www.isa.nl/
영국계 국제학교

ㅇ The American School of the Hague
도시명
커리큘럼

헤이그
미국 교육체계를 기반한 커리큘럼으로 예체능 과목 비중이 큼

학비

14,050~16,310유로

홈페이지

http://www.ash.nl/

비고

미국계 국제학교
<자료원 : 해당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ㅇ Dalton Spinoza Lyceum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암스테르담
VWO, Havo, Mavo(한국의 고등학교)
수업료 없음 / 특수 활동비 170유로
http://www.spinozalyceum.nl/

ㅇ Visser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암스테르담
초등교육
수업료 없음 / 연간 특수 활동비 65유로
http://www.devisserschool.nl/EN
기독교 학교

ㅇ Little universe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암스테르담
초등교육
4~12세 대상 11,597유로
http://www.littleuniverseschool.nl/EN/Home
수업이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진행됨.
<자료원 : 해당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ㅇ Maastricht UMC+
도시명
주소

마스트리흐트
P. Debyelaan 25, 6229 HX, Maastricht

전화번호

031-43-387 6543

진료과목

종합 진료

ㅇ AMC
도시명
주소

암스테르담
Meibergdreef 9, 1105 AZ, Amsterdam

전화번호

+31-20-566-9111

진료과목

종합 진료

ㅇ OLVG location East
도시명
주소

암스테르담
Oosterpark 9, 1091 AC, Amsterdam

전화번호

+31-20-599-91 11

진료과목

종합 진료

비고

네덜란드 내 여러 지점 보유
<자료원 : 해당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로어몬트 아울렛 (Roermend fashion outlet)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로어몬트
Stadsweide 2, 6041 TD, Roermond
http://www.mcarthurglen.com/nl/outlets/nl/designer-outlet-roermond
암스테르담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로어몬드시에 위치한 아울렛으로 각종 유명브랜드 제품을
다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여름과 크리스마스 시기에 할인가격에서 추가할인을 실시하므로 알뜰쇼핑
도 가능하다.

ㅇ 베이언코프(Bijenkorf)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암스테르담
Dam 1, 1012 JS, Amsterdam
http://www.debijenkorf.nl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등 시내 중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 백화점이다.

ㅇ 아이할른 벼룩시장(Ij-Hallen)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암스테르담
TT Neveritaweg 15, 1033 WB, Amsterdam-Noord
http://www.ijhallen.nl
4주마다 한 번씩 주말에 암스테르담 북부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 유럽에서 가장 큰 벼룩시장이라고 홍보
하고 있으며, 다양한 앤티크, 옷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자료원 : 해당 쇼핑센터 홈페이지>

- 식품점
ㅇ Albert Heijn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암스테르담
Wibautstraat 80, 1091 GP, Amsterdam
종합 식료품점
유통체인으로 네덜란드내 여러 지점 보유

ㅇ Albert Cuyp Mark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암스테르담
Albert Cuypstraat, 1073 BD, Amsterdam
식료품, 의류 등
19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암스테르담 대표 시장

ㅇ Jumb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암스테르담
Eerste Constantijn Huygensstraat 55H, 1054 BS, Amsterdam
종합 식료품점
유통체인으로 네덜란드 내 여러 지점 보유
<자료원 : 해당 식품점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ㅇ 핏포프리(FitForFree)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Europaboulevard 3, 1079 PC, Amsterdam

홈페이지

http://www.fitforfree.nl

소개

네덜란드 최대 휘트니스 체인으로, 한국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ㅇ 폰덜공원(Vondelpark)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1071 Vonderpark, Amsterdam

홈페이지

http://www.hetvondelpark.net

소개

암스테르담 시내에 근접한 공공 공원

ㅇ 영화관(Pathe City)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Kleine-Gartmanplantsoen 15-19, 1017RP, Amsterdam

홈페이지

http://www.pathe.nl

소개

암스테르담 시내에 위치한 영화관
<자료원 : 해당 편의시설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New year day)

2019-01-01

Good Friday

2019-04-19

부활절

2019-04-21

왕의 날(King's Day)

2019-04-27

독립기념일

2019-05-05

예수 승천일(Ascension Day)

2019-05-30

성령 강림일(Whitsunday Weekend)

2019-06-09

~2019.6.10(2일간)

성탄절(Christmans)

2019-12-25

~2019.12.26(2일간)

~2019.4.22(2일간)

<자료원 : http://www.rijksoverhei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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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