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주택임차 방법

주택 임차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온라인을 통해 거주하고 싶은 지역과 아파트, 주택 등을 검색해 관리
사무소(management)나 주택소유주에게 연락해 임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검색이 불가하다면, 임차 전문 부동산 대리인
(Agency)를 통하거나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서류, 은행잔고 증명, 최근 2~3년간 세금보고 서류, 고용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
구하며, 경우에 따라 신용도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 달 치 임차료와 한 달 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요구하며, 그 외 부가적으로 서류 진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의 경우 주택 임차 수요가 높아 주택 임차에 따른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료는 임차료
1~1.5개월분이다.

2) 계약 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정원관리와 주요 주택관리는 집주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 있다. 한국에서 정원 관리 경험이 없을 경우 잔디를 죽일
수 있는데 만일 잔디가 죽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전화,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케이블TV 등에 가입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전화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이들 서류들은 자녀의 학교 등록 시 이들 서류가 거주 사실확인서로 사용되고 있다. 전화, 전기, 가스 회사들은 미국에 처음 거
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정액의 금액을 보증금(Security deposit)으로 지불 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는 계약이 만료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북부 뉴저지 버겐카운티 경우에는 100달러를 보증금으로 예탁하고 있다. 만일 집주인이 세입자
임을 확인해 주어야 할 경우는 집주인이 전화, 전기, 가스회사 등에 사전에 전화를 걸어서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줄 것을 요
청해야 한다.

3) 입주 시 유의사항

입주 전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대상 주택을 세밀히 점검해볼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입주 전에 수리를 요
청하거나 소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전액 회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점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입주할 당시, 가전제품이나 전등, 벽, 자물쇠 등과 같은 시설이나 도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지나치지 말고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100% 환수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실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바로 말해서 수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하다. 월세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월세의 10%~20%까지도 연체료를 요구하는 집주인들도 상
당수 있으므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화
집 전화의 경우 에이티엔티(AT&T), 버라이존(Verizon) 등 통신사를 통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원하는 통신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 집
전화 설치 의사를 밝히면, 해당 통신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화기 설치를 도와준다.
통신사를 선택하기 전 미리 리서치를 통해 원하는 플랜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TV 케이블, 인터넷과 유선전화를 함께 설치하면 더
욱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랜도 있다.

전압/플러그
미국은 110v/60Hz를 사용하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미국 방문 전 맞는 플러그를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변압기도 준비해야 한다.

식수
물은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구매하거나 수돗물을 정수해 마신다. 많은 미국인들이 수돗물을 컵에 따라 바로 마시고, 식당에서도 수돗물을
마시는 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수도관 노화 등으로 수돗물에서 납을 비롯한 중금속이 검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개인의 선호도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신차 구입 시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되기는 하나, 고장이
잦지 않아 차량 수리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잦은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arfax(해당 차와 관련된 과거 기록, www.carfax.com) 등을 딜러샵에 요구해 사고, 재난 등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매는 딜러를 방문해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매(신차의 경우 리스)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가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동차 융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자동차 대출 이자는 구매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미국에서의 신용 기록이 없을 경우 융자가 불가하거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량가격
신차의 가격은 공식 판매점에서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제공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연식과 마일리지, 모델,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그 가
격이 천차만별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고차 가격을 알아보는 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인 켈리 블루북이다. 중고차 가격은 켈리
블루북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ㅇ 켈리블루북 웹사이트: https://www.kbb.com

운전면허 취득
미국은 주마다 운전면허 발급절차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차량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을 인터넷
에서 검색해서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면 훨씬 편리하다. 하지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한국과 동일하다.

최근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2019년
3월 기준 루이지애나주, 매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리조나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아
칸소주, 앨라배마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오리건주, 오클라호마주, 조지아주, 콜로라도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펜실
베니아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가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실기와 필기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
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주의 기본적인 교통법규 및 신호 표지판 등은 미리 숙지한 후 운전을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
다.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주의 필기시험 통과 후, 지정된 날짜에 실기시험(Road Test)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ㅇ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license.jsp

ㅇ 주별 운전면허 발급기관(DMV) 사이트
- 뉴욕주: https://dmv.ny.gov/
- 뉴저지주: https://www.state.nj.us/mvc/
- 캘리포니아주: https://www.dmv.ca.gov/portal/dmv
- 매사추세츠주: https://www.massrmv.com/
* 여타 주의 운전명허발금기관 웹사이트는 www.google.com에서 DMV와 주명을 넣고 검색하면 된다.

국내 지상사 주재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뉴저지 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거주지 증명, 여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함께 '6점(6point)'을 채워야 하는데, 점수(point)를 채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여권(4점), 은행 현금카드/은행거래내역서(Bank Statement)/신용카드 중 하나(1점), 보험카드(1점)를 준비한다.
② 각 항목별 점수(point)는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하다.
- 링크: https://www.state.nj.us/mvc/pdf/license/ident_ver_posterpint.pdf
③ 뉴저지 주의 경우, 상기 '6점(6point)'와 함께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에 영사관 공증을 거쳐 제출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필기시험도 한국어로 응시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증 상호인증 협정이 체결된 주에서는 미국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필기와 주행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체이스뱅크(Chase Bank): 개인은행, 신용카드, 주택융자, 자동차 융자, 투자 자문, 기업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으
로 5,300개 이상의 지점과 15,500개의 현금인출기 보유(www.chase.com)
ㅇ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개인은행, 투자, 자산관리, 기타 금융 및 위험관리 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주 주
요 금융기관 중 하나(www.bankofamerica.com)
ㅇ 시티뱅크(Citibank): 뉴욕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회사로 포춘 500대 기업 중 32위에 오른 대기업.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 개인은행, 신용카드, 주택융자, 기업대출, 투자자문 등 광범위한 업무 수행(https://online.citi.com)
ㅇ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 뱅크오브호프는 2016년 7월 29일 BBCN 뱅크와 윌셔뱅크의 동등합병으로 탄생한 한국계 은행으로
뱅크오브호프는 11개 주에 걸쳐 63곳의 지점과 8곳의 대출사무소 운영하고 있음(https://korean-bankofhope.com/).
ㅇ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984년 한국 우리은행의 미국 내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내 23개 지점 운영
(https://www.wooriamericabank.com/)

계좌 개설방법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가급적 은행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것이 신
용(크레딧, Credit)을 쌓는 데 유리하다. 처음 은행을 선택할 때는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
는 은행을 찾는 것이 필수다. FDIC 회원 은행의 경우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체킹, 세이빙 등 은행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식투자 계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Credit)의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동 점수

를 올리기 위해서는 은행계좌 내 잔고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유지되느냐와 빌린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갚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목돈을 구좌에 입금해 두는 것보다는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것이 신용을 쌓는 데 좋다. 만일 미
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신용이 있을 경우 자신의 신용 점수를 무료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무료 신용 점수 확인 사이트: www.creditkarma.com

신용점수가 없는 초창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와 협약을 맺고 있거나 주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인맥을 이용해 신용에 대한 신분이 확인되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이런 네트워크가 없을 경우 자신의 은행 잔고를 담보로 은행에
서 일정액을 빌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자와 함께 갚는 것으로 2~3회 반복하면 신용이 쌓이고, 이러면 가장 크레딧 금액이 적은 주유
소 신용카드부터 발급을 받게 된다. 신용 카드 발급 전에는 직불카드(Debit Card)가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이런 과정이 보통 6개월 정
도가 지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크레딧이 쌓이게 된다. 미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크레딧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차량할부 이자, 주택
모기지 이자율 등도 크레딧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크레딧 점수를 최대한 빨리 쌓고, 크레딧이 훼손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결제수단으로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계좌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수표가 은행으로 돌아가는 경우 ‘바운스
(발급한 수표를 현금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신용점수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은 비교적 간단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번호(SSN)와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인근 은행 지점을 방문, 소정
의 양식을 기입해 제출할 경우, 바로 현장에서 편리하게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 계좌 개설 시, 직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계좌가 개
설되고 직불카드를 신청했을 경우, 통상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직불카드와 개인용 수표(Personal check)가 배달된다. 미국은 공과금이
나 다른 비용 지불 시 개인용 수표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뱅킹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어 수표 사용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추세다. 또한, 은행 내 잔고가 제로(0)일 때는 직불카드 거래가 금지되도록 하는 '오버드래프트
(OVERDRAFT:당좌대월)' 조항을 선택해 나중에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 은행이 대납함으로써 '대납금액+고율의 벌칙성 수수료
'를 지불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Chicago-South Loop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Chicago, IL
유치원 이전 아동부터 12학년 까지 커리큘럼이 있음. 한 반에 평균 15명 명이 수업을 들으며 영어, 수학, 과
학, 디자인, 외국어(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30,000/year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our-schools/chicago/south-loop
영국계

ㅇ Dalla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Dallas, TX
수업시간은 7시 45분~15시 30분. 방과 후에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활동은 운동과 미술, 언
어, 컴퓨터 등 다양함. 입학 2년 이내에 두 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특징

학비

홈페이지
비고

유치부 $17,150
1~6학년 $18,450
7~9학년 $20,000
10~12학년 $21,950
https://www.dallasinternationalschool.org
프랑스계

ㅇ The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Michigan
미시건주 파밍필드 힐즈에 소재한 국제 학교로, 유치원 과정부터 12학년 과정까지 지원하며,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을 위한 맞춤 수업을 진행. 방과후 활동으로 축구, 골프, 탁구 등의 활동이 있음.

$ 14,000~18,000
http://www.theinternationalschool.org/

ㅇ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New York, NY
1947년 유엔 학부모들에 의해 설립되어 자녀들을 위한 국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함. 현재 뉴욕 맨해튼과 퀸즈 두 곳에 캠퍼스가 위치하고 약 1,6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음. 수업 언어는 영어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교육함. 아랍어, 중국어, 독
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선택적으로 학습 가능함. 학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8시 25분
에 등교해 4시 25분에 하교.
1~4학년 까지 연간 $35,720
5~8학년 까지 연간 $37,040~37,555
9~12학년 까지 연간 $ 38,810~39,770
https://www.unis.org

ㅇ Washington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Washington D.C.
초,중, 고등 과정을 모두 제공하며 언어 교육에 특화되어 있음. 수업시간은 중고등과정의 경우 8시 15분 부
터 각 15시 20분과 15시 45분까지이다. 초등 과정의 경우 8시 25분부터 15시 25분까지 수업이 진행
초등과정의 경우 $37,880, 중등과정은 $42,220, 고등과정은 $42,830
https://www.wis.edu

- 현지학교
ㅇ Lake Forest Academy
도시명

Lake Forest, IL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일반 고등학교 과정
연간 $44,400
https://www.lfanet.org/
사립학교

ㅇ Cranbrook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Bloomfield Hills, MI
미시건주 블룸필드에 소재한 사립 학교로, 유치원 과정과 초-중-고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다양
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함.
$ 35,000
https://schools.cranbrook.edu
사립학교

ㅇ Walter Payton College Prep
도시명
커리큘럼

Chicago, IL
일반 고등학교 과정

학비

무료(추가 부대비용 제외)

홈페이지

https://www.wpcp.org/

비고

공립학교

ㅇ TAG Magnet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Dallas, TX
수업시간은 7시 45분~16시 30분. 특별활동으로는 체스, 비디오게임, 영화, 요가, 사진 등 다양함.
무료
https://tagmagnet.org/
영재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로 US News와 WorldReport가 발표한 2018년'Top High Schools in
America'에서 11위를 차지

ㅇ Greenhil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Dallas, TX
수업시간은 7시 45분~15시 30분. 방과 후에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활동은 운동과 미술, 음
악, 컴퓨터 등 다양함.

학비

홈페이지
비고

유치부~1학년 25,550달러
2~4학년 25,650달러
5~6학년 29,525달러
7~8학년 31,225달러
9-11학년 31,325달러
12학년 31,675달러
https://www.greenhill.org
사립학교

ㅇ Hancock Park Elementary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Los Angeles, CA
일반 공립 초등학교와 동일
직접문의
https://hancockparkschool.com/
공립학교

ㅇ The Archer School for Girls
도시명

Los Angeles, CA

커리큘럼

여학생 대상 사립 학교로 6-12학년 여학생 대상만 입학 가능. 매년 1월 31일 신청서 접수 마감.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열리는 오픈하우스 참석하여 학부모 설명회에 참가해야만 접수 가능.

학비

학비는 연간 약 $25,600이며 추가비용으로 약 $2,000 소요. 학생의 약 40%가 각종 학비 보조혜택을 받
고 있음.

홈페이지
비고

https://www.archer.org/page
사립학교

ㅇ John Burroughs Middle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Los Angeles, CA
직접문의
학비는 연간 약 $30,000 달러이며 추가로 약 $1,000의 비용이 소요됨.

https://www.burroughsms.org/
공립학교

ㅇ Loyola High School
도시명

Los Angeles, CA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사립 고등학교. 원서, 에세이, 부모 신앙 리포트 제출 필요. 그 외, 학교 증명서, 교장 추천서, 영어 수학 성적
표, 성직자 추천서 필요. 1~2월 입학시험이 있으며 입학시험후 면접이 있음.
연간 약 $21,000 가량
https://www.loyolahs.edu/
사립학교

ㅇ The Archer School for Girl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Los Angeles, CA
여학생 대상 사립 학교로 6-12학년 여학생만 입학 가능. 학생 대 교사 비율은 7:1이며, 약 150개 이상의 교
육 과정 운영
학비는 2018-2019 학기 기준으로 연간 $40,800였으며, 학생의 약 1/4 가량이 학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음.
https://www.archer.org/

ㅇ Lisbon Grade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Newark, IL
일반 중학교 과정
무료(추가 부대비용 제외)
http://www.lisbon.k12.il.us/
공립학교

ㅇ Rochester High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Rochester Hills, MI
미시건주 로체스터 힐즈에 소재한 공립 고등학교로, 교육 과정의 경우 로체스터 교육청 지정 교육 과정을
따름.
무료
http://www.rochesterhighschool.org
공립학교

ㅇ District of Columbia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Washington D.C.
중등 및 고등과정을 지원하며, 수업시간은 8시 20분~18시. 스페인어, 프랑스어 혹은 중국어 수업을 제공
무료

홈페이지
비고

https://dcinternationalschool.org/
공립학교

마. 병원

ㅇ 김형석 치과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Wayne, MI
35836 W. Michigan Ave. Wayne, Michigan 48184
734-728-9300
치과

ㅇ Kaiser Permanente Santa Clara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Califonia
700 Lawrence Expy, Santa Clara, CA 95051

전화번호

408-851-1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비고

Kaiser 보험 필요

ㅇ Stanford Express Care
도시명
주소

Califonia
52 Skytop St #10, San Jose, CA 95134

전화번호

669-294-8888

진료과목

응급병원

ㅇ Good Samaritan Hospital
도시명
주소

Califonia
2425 Samaritan Dr, San Jose, CA 95124

전화번호

408-559-2011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Northwestern Memorial Hospital
도시명

Chicago, IL

주소

251 E. Huron St. Chicago, IL 60611

전화번호

312-926-2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Chicago, IL
1653 W. Congress Parkway Chicago, IL 60612

전화번호

888-352-7874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Chicago, IL
5841 S. Maryland Avenue Chicago, IL 60637

전화번호

888-824-02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Dallas, TX
6201 Harry Hines Blvd., Dallas, TX 75390

전화번호

214-633-5555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Texas Health Presbyterian Hospital Dallas
도시명
주소

Dallas, TX
8200 Walnut Hill Ln, Dallas, TX 75231

전화번호

214-345-6789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Baylor University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Dallas, TX
3500 Gaston Ave, Dallas, TX 75246
214-820-0111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Los Angeles, CA
1300 N Vermont Avenue, Los Angeles, CA 90027

전화번호

213-413-3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Cedars- Sinai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Los Angeles, CA
8700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48

전화번호

310-423-3277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Good Samaritan Hospital
도시명
주소

Los Angeles, CA
12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977-2121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NYU Langone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New York, NY
550 First Avenue, New York, New York 10016
212-263-7300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Lenox Hill Hospital
도시명
주소

New York, NY
210 East 64th Street, New York, NY 10065-7471

전화번호

212-434-2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Mount Sinai Hospital
도시명
주소

New York, NY
1 Gustave L. Levy Place, New York, NY 10029

전화번호

212-241-65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정 소아과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Rochester, MI
930 W. Avon Rd. #17 Rochester, Michigan 48307
248-651-5454
소아과

ㅇ 천종길 내과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Southfield, MI
24293 Telegraph Rd. Southfield, Michigan 48033
248-579-3352
내과

ㅇ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주소

Washington, DC
900 23rd St NW, Washington, DC 20037

전화번호

202-715-4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MedStar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주소

Washington, DC
2131 K St NW, Washington, DC 20037

전화번호

202-715-4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Howard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주소

Washington, DC
2041 Georgia Ave NW, Washington, DC 20059

전화번호

202-865-61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Beverly Hills- Rodeo Driv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Beverly Hills, CA
Rodeo Drive, Beverly Hills, CA 90210
https://rodeodrive-bh.com/
최고급 브랜드 쇼핑이 목표라면 베벌리 힐스의 로데오 거리는 아이 쇼핑에 그치더라도, 꼭 들러야 할 명소.
전 세계의 명품 부티크 샵들이 즐비하고 아름다운 상점들 속 유명 셀럽들도 자주 목격되는 곳임.

ㅇ Water Tower Plac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Chicago, IL
835 N Michigan Ave, Chicago, IL 60611
https://www.shopwatertower.com/en.html

ㅇ Macy'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New York, NY
151 W 34th Street, New York, NY 10011
https://www.macys.com/
중저가 백화점

ㅇ Great Lakes Crossing Outlet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Auburn Hills, MI
4000 Baldwin Rd, Auburn Hills, MI 48326
https://www.greatlakescrossingoutlets.com/

비고

디트로이트 근교인 어번힐즈 (Auburn Hills)에 소재한 아울렛으로, 175개 이상의 매장이 소재하여 있으며,
푸드코트, 영화관등의 편의시설 및 오락시설 또한 이용이 가능함.

ㅇ Woodbury Outlet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Central Valley, NY
498 Red Apple Court, Central Valley, NY 10917
https://www.premiumoutlets.com/outlet/woodbury-common
명품 팩토리 아웃렛

ㅇ Southgate Market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Chicago, IL
1101 S Canal St, Chicago, IL 60607
https://www.mccafferyinc.com/portfolio/southgate-market

ㅇ Galleria Dalla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Dallas, TX
13350 Dallas Pkwy, Dallas, TX 75240
https://www.galleriadallas.com/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635 LBJ Fwy.와 Dallas N. Tollway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갤러리아 달라스는
200여개가 넘는 고급 상점 및 백화점이 들어선 쇼핑몰. 빙상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링크가 유명
하다.

ㅇ NorthPark Center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Dallas, TX
8687 N Central Expy, Dallas, TX 75225-4427
https://www.northparkcenter.com/
유명 디자이너들의 매장이 밀집해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개최되는 달라스 최대 규모 쇼핑몰이다.

ㅇ Fairoaks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Fairfax, VA
11750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https://www.shopfairoaksmall.com/

비고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쇼핑몰로 타이슨스 코너 몰보다 규모는 작지만 Sushi On, Cheese Cake
Factory 등 괜찮은 레스토랑들이 있음.

ㅇ Stonebriar Center
도시명

Frisco, TX

주소

2601 Preston Rd, Frisco, TX 75034

홈페이지

https://www.shopstonebriar.com

비고

북 텍사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쇼핑몰롤 각종 브랜드와 백화점이 밀집해
있다. 이 곳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멀리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의 수도 매우 많다.

ㅇ The Americana at Brand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Glendale, CA
889 Americana Way, Glendale, CA 91210
https://americanaatbrand.com/
총 250개의 매장과 5개의 백화점이 들어선 대형 쇼핑 센터로, 엘에이 관광 도중에 효율적으로 쇼핑하기 좋
은 곳에 위치

ㅇ The Grov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Los Angeles, CA
189 The Grove Dr, Los Angeles, CA 90036
https://thegrovela.com/
2002년에 설립된 옥외 쇼핑몰로, 약 50개의 매장과 백화점, 레스토랑, 영화관 등이 입점. 인근의 파머스 마
켓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구입 가능

ㅇ The Stanford Shopping Center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Palo Alto, CA
660 Stanford Shopping Center, Palo Alto, CA 94304
https://www.simon.com/mall/stanford-shopping-center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 위치한 복합쇼핑몰로 아울렛으로 유명한 사이먼그룹에서 운영함.

ㅇ Fashion Outlets of Chicago
도시명
주소

Rosemont, IL
5220 Fashion Outlets Way, Rosemont, IL 60018

홈페이지

https://www.fashionoutletsofchicago.com

ㅇ Santana Row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San Jose, CA
377 Santana Row, San Jose, CA 95128
http://www.santanarow.com/
실리콘밸리의 가로수길로 아마존북스토어, 테슬라 매장, 부티크호텔,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있음.

ㅇ Westfield Valley Fair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Santa Clara, CA
2855 Stevens Creek Blvd, Santa Clara, CA 95050
https://www.westfield.com/valleyfair
실리콘밸리의 업스케일 쇼핑몰로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등 주요 백화점들과 애플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
갭, 디즈니스토어 등 매장이 위치

ㅇ Somerset Collection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Troy, MI
2800 W Big Beaver Rd, Troy, MI 48084
https://www.thesomersetcollection.com/
디트로이트 근교인 트로이(Troy)에 위치한 쇼핑몰로, 180개 이상의 매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식당과 푸드
코트 또한 위치함.

ㅇ Tysons Corner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Tysons, VA
1961 Chain Bridge Rd, Tysons, VA 22102
http://www.tysonscornercenter.com/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로 디씨 중심지에서 차로 약 30분 소요

- 식품점
ㅇ Federal Plaza Farmer's Market
도시명
주소

Chicago, IL
W Adams St &S Dearborn St, Chicago, IL 60604

취급 식료품
비고

신선 과일, 채소, 꽃 등을 판매

다운타운 지역에서 열리는 파머스마켓. 시카고 근교에서 생산된 과일, 채소, 음식들을 판매한다.

ㅇ Komar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Dallas, TX
2240 Royal Ln #306, Dallas, TX 75229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한국제품

달라스 지역 내 주요 한인 마트

ㅇ Whole Food 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Birmingham, MI
2100 E Maple Rd, Birmingham, MI 48009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
신선한 유기농 제품 및 건강 관련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임. 다른 식료품점보
다 가격대가 있는 편

ㅇ H Mar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Carrollton, TX
2625 Old Denton Rd, Carrollton, TX 75007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한국제품
미국의 주요 한인 마트

ㅇ Mariano’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Chicago, IL
333 E Benton Pl Suite 206, Chicago, IL
대형 마트
일리노이에 본사를 둔 대형 마트이며 식료품, 가공품 등을 판매하며 식사도 가능함

ㅇ J.P. Graziano Grocery
도시명
주소

Chicago, IL
901 W Randolph St, Chicago, IL 60607

취급 식료품

비고

치즈, 소시지 등 각종 이탈리아 식재료

정통 이탈리아식 치즈, 육류, 소시지 등을 판매하며 해당 재료로 만든 샌드위치, 샐러드도 취급한다.

ㅇ Food Bazaar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Long Island City, NY
42-02 Northern Blvd, Long Island City, NY 11101
남미, 한국 식품을 포함한 아시안 식품
미국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식료품을 판매하는 대형 수퍼마켓이며 24시간 운영됨.

ㅇ Trader Joe'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Los Angeles, CA
1600 N Vine St, Los Angeles, CA 90028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다양한 문화권의 특색있는 식재료 판매로 유명. 미각을 자극하는 독특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음.

ㅇ Whole Food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Los Angeles, CA
6350 W 3rd St, Los Angeles, CA 90036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
신선한 유기농 제품 및 건강 관련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임. 다른 식료품점보
다 가격대가 있는 편

ㅇ Galleria 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Los Angeles, CA
325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식료품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마트로 신선식품뿐 아니라 한국의 유명 식품 브랜드 제품들 판매

ㅇ Whole Foods
도시명
주소

New York, NY
10 Columbus Circle Ste Sc101, New York, NY 10019

취급 식료품
비고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
신선한 유기농 제품 및 건강 관련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임. 다른 식료품점보
다 가격대가 있는 편

ㅇ One World 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Novi, MI
42705 Grand River Ave #102b, Novi, MI 48375
일본 식료품 (과일, 생선, 즉석 식품)

ㅇ Safeway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Santa Clara, CA
3970 Rivermark Plaza, Santa Clara, CA 95054
과일, 생선, 고기 등 각종 식료품과 공산품, 유제품 판매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슈퍼마켓 체인

ㅇ Central 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Southlake, TX
1425 E Southlake Blvd, Southlake, TX 76092
육류, 치즈, 와인 등 각종 식료품

ㅇ Hankook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Sunnyvale, CA
1092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한국식료품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마켓

ㅇ H Mar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Troy, MI
2963 E Big Beaver Rd, Troy, MI 48083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한국제품
미국의 주요 한인마트

ㅇ Whole Foods 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Washington, DC
1440 P St NW, Washington, DC 20005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
신선한 유기농 제품 및 건강 관련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임. 다른 식료품점보
다 가격대가 있는 편

ㅇ The Wharf DC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Washington, DC
1100 Maine Ave SW, Washington, DC 20024
수산시장
수산시장과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

ㅇ Trader Joe'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Washington, DC
1101 25th St NW, Washington, DC 20037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다양한 문화권의 특색 있는 식재료 판매로 유명. 미각을 자극하는 독특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편의시설
ㅇ Dyker Beach Golf Cours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Brooklyn, NY
1030 86th St 7th Ave, Brooklyn, NY 11228
https://www.dykerbeachgc.com
브룩클린 공원 안에 있는 18-Hole 골프코스

ㅇ Sheridan Park Poo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Chicago, IL
910 S. Aberdeen St. Chicago, IL 60607
https://www.chicagoparkdistrict.com/parks-facilities/sheridan-park-pool
Sheridan Park에 위치한 공공 수영장

ㅇ Dwight D. Eisenhower Golf Cours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City of Industry, CA
1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https://www.ihgolfclub.com/course-practice/eisenhower-course
18-Hole 골프코스

ㅇ Stevens Park Golf Cours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Dallas, TX
1005 N. Montclair Avenue, Dallas, TX 75208
http://www.stevensparkgolf.com
달라스에 소재한 골프장

ㅇ Bowes Creek Country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Elgin, IL
1250 Bowes Creek Blvd, Elgin, IL 60124
http://www.menahousehotel.com
일리노이 엘긴에 소재한 골프장

ㅇ Texas Star Golf Cours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Euless, TX
1400 Texas Star Pkwy, Euless, TX 76040
https://www.texasstargolf.com
율레스에 소재한 골프장

ㅇ Aroma Spa &Sports LLC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ㅇ Equinox

Los Angeles, CA
368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https://www.aromaresort.com
골프 연습장 및 피트니스 센터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New York, NY
10 Columbus Cir, New York, NY 10019
https://www.equinox.com/
미국 전역에 지점을 갖춘 고급 피트니스 센터. 일부 지점을 수영장을 갖추고 있음.

ㅇ The Golf Club at Chelsea Pier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New York, NY
Pier 59, 18th Street Hudson River Park, New York, NY 10011
https://www.chelseapiers.com/golf/
맨하탄 첼시피어에 위치한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골프 연습장

ㅇ Emagine Royal Oak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Royal Oak, MI
200 N Main St, Royal Oak, MI 48067
http://www.emagine-entertainment.com/locations/royal-oak/
디트로이트 근교 로얄오크(Royal Oak)에 소재한 영화관

ㅇ Royal Oak Golf Center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Royal Oak, MI
3500 Edgar Ave, Royal Oak, MI 48073
http://royaloakgolfcenter.com/
디트로이트 로얄오크 (Royal Oak)에 소재한 골프 연습장

ㅇ Santa Clara Golf &Tennis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Santa Clara, CA
5155 Stars and Stripes Dr, Santa Clara, CA 95054
https://www.santaclaragc.com/
산타클라라에 소재한 골프장 및 테니스클럽

ㅇ Sand Canyon Country Club
도시명

Santa Clarita, CA

주소

27734 Sand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87

홈페이지

https://www.sandcanyoncc.com

소개

27-Hole 골프코스

ㅇ Sanctuary Lake Golf Course
도시명

Troy, MI

주소

1450 E South Blvd, Troy, MI 48084

홈페이지

https://www.golftroy.com/sanctuary-lake

소개

디트로이트 근교 트로이(Troy)에 소재한 골프장

ㅇ East Potomac Golf Course
도시명

Washington, DC

주소

972 Ohio Dr SW, Washington, DC 20024

홈페이지

https://www.golfdc.com/east-potomac-gc

소개

벚꽃을 볼 수 있는 골프코스. 2개의 9-Hole 코스와 1개의 18-Hole 코스가 있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New Year's Day

2019-01-01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2019-01-21

Washington's Birthday

2019-02-18

2월 셋째 월요일

Memorial Day

2019-05-27

5월 마지막 월요일

Independence Day

2019-07-04

Labor Day

2019-09-02

9월 첫째 월요일

Columbus Day

2019-10-14

10월 둘째 월요일

Veterans Day

2019-11-11

Thanksgiving Day

2019-11-28

Christmas Day

2019-12-25

11월 넷째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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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