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으며, 아파트는 임차료가 저렴한 편이다. 최초 계약 시 통상 2년이며 추후 1-2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보통
1년 연장마다 5%가 인상된다.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필히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입주 시 유의 사항으로는 입주 전 가스, 에어컨,
난방기 등의 성능을 사전 체크해야 하며, 상하수도 고장유무, 건물 보존상태, 주위경관, 인근 편의 시설, 방범상태 등 면밀히 파악할 필요
가 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회수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주택소유자와의 임차주택상황 및 비품 등
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 후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클 경우 각종 세금(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관리비 등 각종
유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구 등 비품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임차조건에 따라 갖출
수도 있다.

전화
튀니지는 주변국에 비해 통신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있는 편이다. 점차 유선보다는 모바일을 통한 통신이 확대되고 있으며, 품질 속도 면
에서 훌륭한 편이다. 튀니지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ㅇ 국제전화 00 + 82(한국) + 지역번호(서울의 경우 2) + 국내전화번호

전압/플러그
일반주택에는 단상 220V가 공급되고 있으며, 대형주택 및 건물, 공장 등에는 삼상 380V가 공급되고 있다. 전기 주파수도 50HZ로 한국
과 다소 다르며 각종 플러그나 콘센트의 규격도 유럽 즉, 프랑스식 표준을 따르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통상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제품은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접지 코드가 있는 경우를 대비, 여행용 멀티 어댑터를 챙
기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간혹 전기 공급상의 문제로 세탁기 등 모터가 부착된 국내 가전제품의 경우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
니 유의해야 한다.

식수
튀니지에는 상하수도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식수는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끓여 마셔야
한다. 양치할 경우에도 가급적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한국으로 국산 차량을 주문할 경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유럽 지역으로부터 주문도 가능하다. 중고 차량을 살 경우 4~5년이 된
Peugeot, Volkswagen 등을 5,000~6,000달러에 구할 수 있다.

차량가격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튀니지로 차량을 수출하고 있어 신차, 중고차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구매는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다.
현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량은 르노자동차로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다.
차량 가격은 모델에 따라 상이하나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르노의 Symbol 모델이 14,000 달러 정도로 유통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수
입되는 폭스바겐 Golf의 경우 약 25,000달러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ㅇ 자동차 가격 조회사이트(신차 및 중고차) : https://www.automobile.tn/site/fr/neuf.php?id_article=3

운전면허 취득
현지 운전면허 시험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며(필기 및 실기시험) 운전면허 발급제도가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철저하
므로 가급적 국내에서 면허증을 취득해서 현지 면허로 교환을 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면허를 현지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튀니지의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육로교통기술공단(Agence Technique des Transports
Terrestres)에 면허 교환 신청을 해야 하며, 튀니지 거주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교환 자격을 부여한다. 거주를 위해 튀니지로 입국한 후 1년
이 지나기 전에 면허 교환을 신청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Banque Internationale Arabe de Tunisie: 튀니지 국제 아랍은행. 튀니지 최대 민영 은행
ㅇ Amen Bank: 튀니지 2대 민영 은행
ㅇ Arab Tunisian Bank: 튀니지 아랍은행. 아랍은행(Arab bank)의 튀니지 법인
ㅇ Banque Nationale Agricole (BNA): 튀니지 농업은행. 146개 지점 보유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CIS International school of Tuni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Tunis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과정(캠브리지 커리큘럼.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교육)
유치원: 5,700 USD
초등: 7,300 USD
중고등: 8,000 USD
http://www.cistunis.tn/en

ㅇ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Tunis
도시명

Tunis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과정
유치원: 12,000 USD
초등: 16,000 USD
중고등: 20,000 USD
https://www.bistunis.com/
<자료원 : 각 학교 공식 웹사이트, KOTRA 알제 무역관 조사 자료>

- 현지학교
없음.

마. 병원

ㅇ Hôpital Charles Nicolle
도시명
주소

Tunis
Boulevard 9 Avril 1938, 1006 Tunis,

전화번호

+216 71 262 740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Hôpital La Rabta
도시명
주소

Tunis
La Rabta, 1007 Tunis

전화번호

+216 71 262 083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Hôpital Aziza Othmana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Tunis
Place du Gouvernement la Kasbah, 1008 Tunis
+216 71 560 763
<자료원 : KOTRA 알제 무역관 조사 자료>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없음.

- 식품점

없음.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2019-01-01

Jour de l'An

청소년의 날 및 혁명기념일

2019-01-14

Fête de la jeunesse et de la révolution

독립기념일

2019-03-20

Fête de l'indépendance

프랑스군 탄압 희생자 기념일

2019-04-09

Fête des Martyrs

노동절

2019-05-01

Fête de travail

라마단 종료기념 축일

2018-06-05

Aid El Fitr.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2일 연휴
. 이슬람력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라마단 종료기념 축일

2019-06-06

Aid El Fitr.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2일 연휴
. 이슬람력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공화국 선포 기념일

2019-07-25

Fête de la République

여성의 날

2019-08-13

Fête de la Femme

이슬람 희생절

2019-08-12

Aid El Adha. 2일 연휴 . 이슬람력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이슬람 희생절

2019-08-13

Aid El Adha. 2일 연휴 . 이슬람력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이슬람 신년

2019-09-01

이슬람력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프랑스 군 철수 기념일

2019-10-15

Fête de l'Evacuation

모하메드 탄신일

2019-11-10

예언자 모하메드 탄신일. 이슬람력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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