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 없이 빌리는 경우(SIN MUEBLE 씬 무에블레 또는 VACIO 바씨오)와 가구와 함께 빌리는 경우(AMUEBLADO, 아
무에블라 도)의 2가지 종류가 있다. SIN MUEBLE의 경우에도 주방용 기본 설비(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기, 식기 세척기 등)는
기본적으로 구비돼 있는 경우가 있으며, AMUEBLADO도 부엌 도구 및 부엌 가구만 구비된 조건이나 거실용 소파, 식탁, 침대 등만 구비
된 SEMI와 TV, 생활가전 등은 물론 액자까지 완전 구비된 FULL로 구분된다. 고급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수영장, 테니스코트,
PADEL(빠델, 테니스와 비슷한 운동) 등도 설치돼 있다.

신학기 철인 9월에 아파트 임대 수요가 증가해 입주가 용이치 않는 경우가 있다. SEGUNDA MANO(중고품 및 주택 거래 정보지)나 부동
산 회 사를 통해 주택 물색이 가능하며, 임대주들은 보통 현지인에 비해 월 임차료 지불이 정확한 한국인, 일본인 등 외국계 회사 파견직원
주택 임차를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여름휴가철인 7~8월에는 주인들 대부분이 휴가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을 통해 미리 조건을 알아봐 두고 사
전조율을 통해 가급적 휴가 기간에 따른 계약체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임차 계약 해지 시 빈발하는 문제로 주재국 임대차 법상 임대인
은 퇴거 시 임대 주택을 원상대로 회복시킬 의무를 지며, 임대 계약 시 보통 1~3달 치 보증금을 예치하는데, 계약해지 시 주택 내부 기물
이 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금액을 제한 채 돌려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2달 전 통보하고 가능하다면 보증금으로 월세를 상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임대주들이 월세를 상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입주할 때 사진을 찍어 퇴거 시 주택이 원상태임을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차 보증금(FIANZA)은 가구 없이 빌리는 경우 보통 1개월, 가구와 함께 빌리는 경우 2, 3개월 치를 납부하게 되는데 주
인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은 가급 적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보증금을 주인에게 납부하는 대신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AVAL)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은행 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계약서 사인 시 임대 주 부담비용과 임차인 부담비용을 명확히 확인한 후 사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주택임차료와 공동관리비, 부동산 세
금 등은 임대주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가스비, 수도요금, 전기세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침체, 세금 인상 등으로 계약서 초안에 세입자가 부동산세(IBI), 오물관리비 등을 임차인 부담으로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사인 전
에 반드시 세부조항을 읽어서 임차인의 부담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보통 1~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 위약금으로 임차인으
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해야한다.

임차 이외 방법으로는 아파트 내 방을 빌려 홈쉐어(Home Share)식으로 머무는 방법도 있다. 단기 체류 또는 연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해
임차료 부담이 있는 경우 이용하기에 유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주변과 시내에는 방만 임대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일반적
으로 주택 물색 시 부동산 매물 검색사이트인 이데알리스타(www.idealista.com)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체에 임차 물건 물색
을 의뢰하더라도 이데알리스타를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관심 지역에 대한 대략의 임차조
건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한국 주재원들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로 외국인 학교 인근지역(Pozuelo de Alarcon, Mahadajonda, La
Moraleja, Ciudad Lineal, Hortaleza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주거 관련 중개 사이트에서 직접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찾아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올린 광고가 대부분이며 임대인과의 직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광고를 올릴 때도
있어 이러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대표 사이트: http://www.idealista.es/, http://www.fotocasa.es/).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상 올려진 사진과 실제의 집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꼭 찾아가서 집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추천한다.

ㅇ 주택 임차 관련 검색 사이트
- www.idealista.com(지역별, 금액별, 규모별 검색 가능)
- www.fotocasa.es
- https://www.vibbo.com
- www.enalquiler.com
- www.uniplaces.com
- www.pisocompartido.com

전화
ㅇ 무선전화

무선전화의 경우 Movistar, Orange, Yoigo, Vodafone 등이 있고 의무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Pre-paid와 같이 매달 금액을 충
전한 후 충전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연간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NIE)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한국 내 Sim 카드 사용 휴대폰의 경우, Pre-paid 등의 카드를 구입해 현지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단기 체류
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보통(Vodafone의 경우) 월 4G 6gb + 통화 50분 제공 요금제가 15유로 정도 하며, 1달 안에 충전 요금을 다
소비한 경우 최대 16kbps 속도로 1달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며, 충전할 시에는 최소 5유로부터 쓰고 싶은 만큼 충전이 가능
하다.

ㅇ 인터넷 및 전화

인터넷의 경우에는 집에 연결된 선이 일반 전화선인지 고속 인터넷 선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설치시간 및 사양이 매우 다르다. 스페인은
한국과 달리 인터넷을 신청하면 최소 2일에서 최대 몇 주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은 되도록 빨리 해놓되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시 한국과 달리 통신회사 직원이 방문시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날짜만을 통보한 후 방문하는 등 설치 시
불편한 점이 다수 존재한다.

최근 들어 각 통신업체가 전화와 인터넷을 함께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는 경향이 짙은데, 이 경우 인터넷만 설치하는 것과 가격이 별반 차
이 나지 않고 같은 통신사의 국내 유선전화는 무료로 제공되는 등 이점이 많으므로 패키지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이다. 유선인터넷이 아닌
무선인터넷(WiFi)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Vodafone에서는 월 10gb, 최대 5개까지 무선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상품이 45유
로 정도를 웃돈다. 또한, 유선인터넷을 설치하든지, 전화와 패키지 상품을 신청하든지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든지에 관계없이 보통 최소 계
약 기간은 1~2년이며, 신청 시 현지 스페인 계좌와 외국인등록증(NIE)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전압/플러그
220V, 5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플러그 어댑터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식수
스페인 생수 협회(National Bottled Water Association)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PET병 생수 4위, 소비 5위 국가이지만, 시민
대부분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스페인의 수돗물은 식수로 안전하다. 스페인의 보건복지부는 스페인 물의 99.5%가 식수
로 적합하다고 발표했으며 스페인의 소비자 기관(Organization of Consumers and Users)이 62개 스페인 자치주의 물 샘플을 가지고
수질, 오염도 등을 연구한 결과, 이들 중 89%의 지역(총 62개 지역 중 55개 지역)의 물은 수질이 좋으며 깨끗하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Burgos, San Sebastian, Las Palmas는 가장 높은 수질을 자랑하는 도시다.

다음 7개 지역의 경우 결점이 발견되었지만,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한다.
- Lebanza (Palencia), Ciudad Real, Palma de Mallorce, Arandiga (Zaragoza), Barcelona, Huelva, Logroo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독일, 프랑스에 비해 차량 가격이 조금 비싼 편으로 신차 구입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신차 구입 시에
는 자동차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3년 내지 5년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위기 영향으로 각종 가격할인 및 무상보증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많으므로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다. 중고차량을 구입 희망할 시에는 중고차 전문상을 통해서 사거나 개인과 직접 거
래해 구매할 수 있다. 중고전문상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전문상에서 사전 자동차 상태 점검 및 6개월~1년 기간의 엔진 등 주요
부품 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있어 비용 면에서는 개인 거래보다 훨씬 비싸다.

신차 판매 딜러들의 경우도 미리 등록해둔 차량이 재고로 남을 경우 'km 0' 제품으로 중고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는데, 등록만 마쳤을 뿐
무늬만 중고차량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 거래 시에는 직거래로 가격 면에서는 유리하나 자동차 상태와 품질
에 대한 보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련 정보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으며, 구매 희망 차종에 대한 가격정보를 미리
입수해 구매 시 가격조율에 참고하도록 한다.

1) 차량 매매 전문 사이트

ㅇ www.coches.net(신차/중고/km0)
ㅇ https://www.vibbo.com/motor-de-segunda-mano/ (중고)
ㅇ www.autoscout24.es(신차/중고/km0)
ㅇ www.motor.es(신차/중고/km0)
ㅇ www.autocasion.com(신차/중고/km0)
ㅇ https://carnovo.com(신차/중고)
ㅇ https://www.coches.com/(신차/중고/Km0)

2) 주요 중고차 전문매매상

ㅇ www.canalcar.es
ㅇ www.autofesa.com
ㅇ www.ocasionplus.com
ㅇ www.automovilesalhambra.es
ㅇ https://www.coches.net/segunda-mano/
ㅇ https://www.autocasion.com/
ㅇ https://www.flexicar.es/coches-segunda-mano

차량가격
ㅇ 중형승용차(1,500cc 신차, 기본사양) 15,000~20,000유로
ㅇ 무연휘발유 1L(옥탄가 95 기준) 1.25~1.52유로
ㅇ 자동차 등록비: CO2 배출량에 따라 차량 매가의 4.75~14.75%(전기차 면제)
ㅇ 자동차 보험료 1,000~1,300유로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증은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돼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올 경우 교통국에서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해주지
만, 스페인 거주허가증 보유자에 한해 교환 가능하다. 거주허가증 신청에서 발급까지 시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곧바로 차량 구
입 및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와야 한다. 스페인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
한 수속은 지방교통국에서 한다. 신청서가 있으면 먼저 수수료부터 납부하고 번호를 수령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
다.

자동차는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져올 경우 6개월간 운전할 수 있으며, 한국 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운전면허 교환에 드는 수수료는 약 23유로, 적성검사에 드는 비용은 50유로 미만이다.

면허증 교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및 영사 확인서(대사관 영사과에서 수속)
ㅇ 스페인 거주증 또는 학생 체류증(원본 및 사본)
ㅇ 본국 여권(원본 및 사본)
ㅇ 본국 운전면허증(원본 및 사본)
ㅇ 적성 검사증: Centro de Reconocimiento에서 실시(교통국 주위에 많다), 가격은 50유로 미만이며 유효기간은 90일 정도. 운전자
에게 정신적 문제나 신체적 결함이 없는지를 검사
ㅇ 흰 배경의 증명사진(32X26mm)
ㅇ 운전면허 교환 신청서: 교통국에 비치, 또는 교통국 홈페이지(www.dgt.es)에서 출력 가능
ㅇ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27.70유로)
ㅇ 신청인 확인서(운전면허증이 2000년 1월 14일 이후 발급된 경우)
ㅇ 본인이 직접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피위임자가 무료로 수속을 해준다는 진술서 필요

스페인에서 운전면허 교환 수속은 1~3개월 정도 걸린다. 그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스페인에서 운전면허를 직접 따는 경우엔 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운전교육 학원(Autoescuela)에서 실습을 1번 하는 비용은 30유로 정도이며, 보통 10번 이상의 실
습을 하므로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BBVA
ㅇ Santander
ㅇ Unicaja
ㅇ La Caixa
ㅇ Bankia
ㅇ Cajamar
ㅇ Bankinter
ㅇ Bank Sabadell
ㅇ Banco Popular
ㅇ Ibercaja
ㅇ Liberbank

계좌 개설방법

스페인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자와 주민등록증인 NIE가 있는 경우 거주자 계정을 열 수 있
으며, 여권밖에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비거주자 증명서(Certificado de no residente)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비거주자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언어 문제 등으로 경찰서에서 비거주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기 꺼려질 경우 은행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경제위기 이
후로는 별도의 수수료(약 20유로 내외)를 받고 있다.

스페인은 은행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이나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절감될 수도 있으므로 계좌 개설을 검토할 때 해
당 사항을 문의하고 비교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 위기 이후 은행들이 급여통장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편으로, 장
기(2~3년) 급여이체 조건부로 스마트 TV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최초 정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익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미국인 학교(American School of Madrid- ASM)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Madrid
정형화된 입학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학교장 또는 입학담당 교무주임이 학생을 인터뷰한 후 결과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한다. 대개 영어(구두 및 필기)와 수학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수학 시험의 경우 문제 자
체의 수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영어로 된 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
험은 어려운 편이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제는 유치원 3년(pre-kinder, kinder1,
kinder2)과 1~12학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1년에 2학기 제도이다(1학기 9월, 2학기: 2월).
ㅇ 한 학기 기준
- Kdg. 1: 3,575 EUR / Kdg. 2: 3,575 EUR / Kdg. 3: 4,247.50 EUR
- grades 1-2: 6,136.50 EUR / grade 3-5: 6,890 EUR / grade 6-8: 8,107.50 EUR / grades 9-12:
8,285 EUR
http://www.asmadrid.org/
마드리드 미국인 학교(ASM)는 마드리드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도시인 포수엘로 데 알라르
꼰(Pozuelo de Alarcon)이라는 부유한 거주 지역에 위치한다. 마드리드 시내에서 차로 통학하는데 15분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시내에서 Pozuelo로 쎄르까니아(Cercanias: 마드리드와 근교를 연결하는 교외철도
)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 이메일: info@asmadrid.org
- 전화번호: +34 91 740 1900

ㅇ 국제학교(International College of Spain- ICS)
도시명

Madrid

커리큘럼

정형화된 입학시험은 없으며, 일단 학교장이 학생을 인터뷰한 후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영어 및 수학 시험을
실시한다. 미국인 학교보다 시험이 어렵지 않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국인 학교의 대안으로 많이
선택되며, 고학년 과정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제는 유치원 3년과 1학년~12학년으로 구성
돼 있으며, 1년에 3학기 제도이다. (1학기: 9월, 2학기: 1월, 3학기: 4월)

학비

ㅇ 한 학기 기준
- Kdg. 3-4: 3,150 EUR / Infants: 3,340 EUR / grades 1-2: 4,390 EUR
- grade 3-5: 4,820 EUR / grade 6-8: 5,730 EUR / grades 9-10: 6,250 EUR / grades 11-12: 6,490
EUR

홈페이지

비고

http://www.nordangliaeducation.com/our-schools/madrid
마드리드에서 영어로 지도하는 IB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학교이다. 1980년도에 세워진 학교이며
ICS의 모기업은 노드 앵글리아 교육제단이다.
- 이메일: info@icsmadrid.org / admissions@icsmadrid.org
- 전화번호: +34 91 650 2398

ㅇ 영국인 학교(British Council School of Madrid)
도시명

Madrid
영국인 학교는 영어와 스페인어 2개국어로 동시에 교육을 시키므로 2개 언어를 다 잘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
이 있다. 영국인 학교가 영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할 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 분위기가
엄격해 학생에 대한 체벌이 있고, 낙제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스페인 거주 후 귀국
이 예정돼 있어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계획인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자칫 과락하는 경우 향후
한국 대학의 특례입학 대상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학시험은 매 학년 2학기에 실시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 먼저 1년간의
조건부 입학을 허용한 후, 1년간 학생의 성적 및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입학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커리큘럼

ㅇ 초등학교: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시험, 수학 필기시험
ㅇ 중학교: 지식 시험,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시험, 수학 필기시험 과거 생활 기록부를 검토한 후 1대
1 인터뷰 실시
ㅇ 고등학교: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시험, 수학 필기시험, 과학 필기시험(영어, 스페인어 2개 언어로
시험 실시). 고학년은 과학 시험과 작문 시험 중 택일 가능 면접: 과거 생활 기록부를 검토한 후 1대1 인터뷰
실시
학제는 유치원 3년과 초, 중, 고등학교 1~12학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1년에 3학기 제도이다. (1학기: 10월
, 2학기: 1월, 3학기: 4월)

학비
홈페이지

비고

별도 문의
https://www.britishcouncil.es/
1940년에 세워진 학교로 3세부터 18세를 위한 수업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 영국인 학교 또한 미국인
학교와 같이 Pozuelo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다.
- 이메일: somosaguas@britishcouncil.es
- 전화번호: 91 337 36 36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ㅇ 밀라그로사 학교(Colegio La Milagrosa de Madrid)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Madrid
가톨릭 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개설되어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학교가
아님에도 영어와 스페인어 2개국어로 교육을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별도 문의
http://www.lamilagrosamadrid.es/
이메일: lamilagrosamadrid@planalfa.es
전화번호: 91 462 30 66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ㅇ Hospital Clinic Barcelona
도시명
주소

Barcelona
Carrer de Villarroel, 170, 08036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2 27 54 00

진료과목

종합

비고

응급실 보유, 24시간 진료

ㅇ Hospital Quironsalud Barcelona
도시명
주소

Barcelona
Plaça d'Alfonso Comn, 5, 08023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2 554 000

진료과목

종합

비고

응급실 보유, 24시간 진료

ㅇ HM 마드리드 대학병원(Hospital Universitario HM Madrid)
도시명
주소

Madrid
Plaza del Conde del Valle de Suchil, 16, Madrid

전화번호

(34) 902 08 98 00

진료과목

종합

비고

대학병원

ㅇ 라 밀라그로사 병원(Hospital La Milagrosa)
도시명
주소

Madrid
Calle de Modesto Lafuente 14, Madrid

전화번호

(34) 914 47 21 00

진료과목

종합

비고

응급실 O, 24시

ㅇ 산 프란시스코 데 아시스 병원(Hospital San Francisco de Asis)
도시명
주소

Madrid
종합

전화번호

(34) 915 61 71 00

진료과목

Calle de Joaquin Costa 28, Madrid

비고

응급실 O

ㅇ Hospital San Rafael
도시명
주소

Madrid
Calle Serrano, 199, 28016, Madrid, Spain

전화번호

(34) 915 646 944

진료과목

종합

비고

응급실 보유, 24시간 진료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마드리드 인뚜 사나두 쇼핑센터(Centro Comercial Intu Xanadu)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Madrid
Calle Puerto de Navacerrada, km 23, 5, 28939 Arroyomolinos, Madrid, Spain
https://www.intuxanadu.com/
152,887제곱미터의 규모로 각종 오락 시설과 아쿠아리움, 레스토랑, 미용실, 각종 상점 및 영화관이 한곳
에 모여있는 쇼핑몰이다.

ㅇ 엘 꼬르떼 잉글레스(El Corte Ingles)
주소
홈페이지

비고

Paseo de la Castellana, 79, 28003 Madrid
https://www.elcorteingles.es/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Nuevos Ministerios)역에 위치하고 있는 스페인의 공식 백화점 El Corte Ingles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본점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ㅇ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주소
홈페이지

비고

28232 Las Rozas, Madrid
https://www.lasrozasvillage.com/es/home/
마드리드 시내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아울렛이다. 100여 가지의 명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
으로 만나볼 수 있다.

ㅇ 프린시페 피오 쇼핑센터(Centro Comercial Principe Pio)
주소
홈페이지

비고

Paseo de la Florida, 2, 28008 Madrid
https://principe-pio.klepierre.es/
기차역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만든 곳으로 옷가게, 식당, 미용실, 영화관 등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는
Complex mall이다.
<자료원 : 각 업체 홈페이지>

- 식품점
ㅇ 엘 꼬르떼 잉글레스 슈퍼마켓(El Corte Ingles Supermercad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Madrid
Paseo de la Castellana, 87, 28046 Madrid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식료품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구매 상품을 받아보거나 직접 마켓에 가서 픽업 가능하다. 배송의 경우 100유
로 이상 구매시 무료로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ㅇ 까르푸 마켓(Carrefour 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Madrid
Calle de Fuencarral, 158, 28010 Madrid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식료품
24시 오픈

ㅇ 메르까도나(Mercadona)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Madrid
Calle Serrano, 61, 28006 Madrid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식료품
스페인에 1600개가 넘는 가게를 갖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1시간 내로 집까지 배달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상품을 전달받을 시간을 정할
수 있다.

ㅇ 알깜뽀(Alcampo)
도시명

마드리드

주소

Centro Comercial Plaza Ro 2, Calle de Antonio Lpez, 109, 28026 Madrid, Spain

취급 식료품
비고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식료품
스페인 전역에 약 370개의 가게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유로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자료원 : 각 업체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ㅇ Arian Gimnasio
도시명

MADRID

주소

C/Flora 3, 28013 MADRID

홈페이지

http://www.gimnasioarian.com/

소개

수영장과 스파시설을 갖춘 솔광장 근처에 위치한 피트니스 센터

ㅇ Real Club de la Puerta de Hierro
도시명

Madrid

주소

Av. de Miraflores, s/n, 28035 Madrid

홈페이지

https://www.rcphierro.com/index.php

소개

마드리드 시내에 위치한 골프장
<자료원 : 각 업체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2019-01-01

일반 새해와 동일하며, 대부분이 상점이나 식당이 문을 닫는 경우
가 많음.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됨.

동방박사 축일 (Epifania del Senor)

2019-01-06

기독교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을 찾은 것
을 기리는 축일로 스페인의 어린이들은 이날 아침 3인의 동방박사
로부터 선물을 받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음.

성 목요일 (Jueves Santo)

2019-04-18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수난을 받은 성금요일 전날을 뜻함. 스페
인 최대휴가 시즌 중 하나로 내/외국인 이동이 많아 호텔 예약 및
이동이 어려운 시기임.

2019-04-19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일로
각 도시에서 다양한 종교문화 행사가 열림. 스페인 최대휴가 시즌
중 하나로 내/외국인 이동이 많아 호텔 예약 및 이동이 어려운 시
기임.

신년 (Ano Nuevo)

성 금요일 (Viernes Santo)

근로자의 날 (Fiesta del Trabajo)

2019-05-01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로 많은 국가가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함.

마드리드 자치주의 날 (Dia de la
Comunidad de Madrid)

2019-05-02

마드리드 자치주 내에서만 적용되는 공휴일로, 1808년 5월 2일
나폴레옹 군대에 저항한 마드리드 민병을 기리는 날

성 이시드로의 날 (Fiestas de San Isidro)

2019-05-15

마드리드 수호성인인 성 이시드로를 기리는 날로 마드리드 지역
내에만 적용되는 공휴일

성모 승천일 (Asuncion de la Virgen)

2019-08-15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가 죽은 뒤 몸이 썩어 사라지지 않고 부활
해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았음을 기리는 축일

국경절 (Fiesta Nacional de Espana)

2019-10-12

스페인이 여러 다양한 문화와 왕국 등이 합쳐서 하나의 국가를 이
룬 것을 기념하는 날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상륙 일을 기림. 이
날, 마드리드 중심지에서 군사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으
로 차량 통행이 제한적임.

만령제 (Todos los Santos)

2019-11-01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

성 알무데나의 날 (Nuestra Senora de la
Almudena)

2019-11-09

마드리드 수호성인 중 하나인 성 알무데나를 기념하는 날로 마드
리드 시에서만 적용됨.

제헌철 (Dia de la Constitucion)

2019-12-06

1978년 제정된 헌법을 기념하기 위한 공휴일

성모마리아 대축일 (La Inmaculada
Concepcion)

2019-12-09

카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성모 마리아를 테오토코스(하나
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대축일

2019-12-25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대부분의 서양
권 문화에서는 해당 날짜를 공휴일로 제정하고 있음. 스페인에서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로 24일 오후부터 대부분의 대중
교통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식당 등 대부분의 상권이 휴
식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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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