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부동산업체 선정

베트남에는 한국인 운영 부동산업체와 현지 부동산업체가 있으며 각각의 장점이 있다. 한국인 운영 부동산업체 이용 시 의사소통에 문제
가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지 부동산업체는 매물이 많다는 이점이 있
다. 단 현지 부동산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베트남 주
택 중개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은 batdongsan, hoozing 등이 있다.

2) 주택 임대 과정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방문해 많은 집을 구경해봐야 한다. 특히 베트남 아파트는 집주인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및 방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한 집만 봐서는 안 된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집주인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베트남도 집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계약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 없이 부동산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의 사기계약 피해자
가 될 수 있다.

집 내부의 시설물, 가구, 에어컨, 수도꼭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구 및 전자제품의 경우 꼭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부동산 및 집주인을 통해 교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습기가 많은 하노이의 경우 벽지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곰팡
이가 있을 시 부동산 업자 및 집주인에게 통보 후 조치를 해야 한다.

3) 거주신고 여부 확인

입주 후 거주신고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이 입주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거주증 신고를 해야 한다. 비자를 받고 부동산을 통
해 집주인에게 여권을 주면 집주인과 부동산업체가 관할 경찰서에 외국인이 자신에 집에 산다고 거주신고할 의무가 있다. 거주 신고는 온
라인 신고와 직접 현장신고, 2가지 방법이 있다.

(참고) 온라인 신고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s://hanoi.xuatnhapcanh.gov.vn/faces/index.jsf

전화
베트남 대표 통신사는 Viettel(비엣텔), Vinaphone(비나폰), Mobifone(모비폰) 등이다. 인터넷, 3G 및 4G, 텔레비전 채널 신청, 전화기
통신망 신청은 3개 통신사들을 통해 가능하다.

이동통신기의 경우 SIM 카드를 구입하면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다. SIM카드는 여권을 가지고 통신사를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또는 휴대
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SIM 카드를 여권 없이도 구입할 수 있으며, 금액은 전화번호별로 가격이 다르다. 통신비 납입은 선불과 후불로
구분되는데 선불카드를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구입해 금액을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전 후 잔여 금액은 문자나 통신사의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Viettel → My Viettel, Vinaphone → My VNPT, Mobifone →
Mobifone NEXT이다.

(참고) 이동통신사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Viettel: https://vietteltelecom.vn/di-dong/goi-cuoc-3g

- Vinaphone: http://4gvinaphone.com/cac-goi-cuoc-4g-vinaphone.html
- Mobifone: https://mobifone3g.info/goi-cuoc-3g-mobifone

베트남 정부는 2017년 6월 지역번호를 변경했으며, 2018년 9월에는 11자리 숫자의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모두 10자리로 통합
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있는 상대에게 전화를 걸 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변경 전 지역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는지 혹은 핸드폰 번호가
10자리가 아닌 11자리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압/플러그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의 전압을 사용하지만 베트남에서는 220V 50Hz 3구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을 그대로 베
트남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낮은 확률로 손상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베트남 전력이 불안정해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거나, 안 좋은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가의 전자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수
베트남 주요 도시 지하수는 이미 각종 불순물과 인체에 위험한 금속 물질들이 섞여 있어 마실 수 없다. 물은 반드시 생수를 사서 마셔야 하
며, 주요 식수 브랜드는 Aquafina(아쿠아피나), Lavie(라비), Dasani(다사니)가 있다.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모조품이 유
통되는 경우가 있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게 안전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정식 노동허가서 소유한 외국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 시 자동차 구입 및 명의 등록이 가능하다. 외국인 소유 차량 등록 시 외국인으로
식별되는 번호판이 장착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이 운전사고가 났을 경우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지 사정에 능숙한 현지인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편리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차량가격
개인 승용차 가격은 각종 세금(수입 관세 및 특소세, VAT, 등록세) 등이 합산돼 2,000cc 기준 최소 2만5,000달러 이상으로 한국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세안 물품무역협정(ATIGA)에 따라 2018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된 완성차량 일부 및
자동차 부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자동차 가격은 점차 하향 추세이다.

베트남에서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현상이 발생해 차량을 먼저 받기 위해 뒷돈이 오가는 일도 발생한다. 차량 구매 경로
는 공식 중개업체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차량 등록은 관할지역 국세청에 등록세를 납부한 후 관할 교통경찰서에 가서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차량번호를 발
급받을 수 있다. 차량 검사 주기는 신차는 처음 30개월(상업용 24개월), 이후 18개월 후 재검사를 받으며, 5년 연식 이상은 1년, 10년 연
식 이상은 6개월로 점차 짧아진다.

운전면허 취득
베트남은 한국 면허 인정국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 면허증을 베트남 면허증으로 변경 가능하다. 이외 외국인은 베트남 정부에
서 지정한 교통시험지국에서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나, 차량면허의 경우 실제 취득자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한국인은 오토
바이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변경한다.

운전면허증 변경 방법은 대행사를 통하는 것과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대행사를 통해 운전면허증 변경을 신청할 시 100달러 이
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면허증의 베트남 면허증 변경 절차는 우선 관할지역 교통지국의 변경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한국 영사기관에서 구비서류 영사 확
인(여권, 신청서 원본과 사본, 수수료 4달러/2~3일 소요)을 받는다. 이어 베트남 공증 사무소에 번역 공증(한국운전면허증, 사본, 공증료
/3~5일 소요)을 한 후 교통지국에 제출(3개월 이상 비자 있는 여권, 한국면허증 공증 서류(사본 2매), 운전면허 신청서, 사진 4매/10일
소요)하면 확인증 수령 후 발급 당일날 가서 확인 및 베트남 면허증을 수령하면 된다.

소요비용은 영사확인 4달러, 공증비용 약 12만 동(6달러), 교통국 수수료 13만5000동(4달러)이 들며 15~20일 소요된다. 신청서 작성
시 베트남 체류를 보장하는 기관의 서명이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증명 사진이 필요하다.

ㅇ 호찌민 교통지국 면허발급소
- 주소: 252 Ly Chinh thang, ward 9, dist 3, HCMC
- 전화: +84-28-3844-2007 / 3843-9775

ㅇ 주호찌민 총영사관
- 주소: 107 Nguyen Du, Dist 1, HCMC
- 전화: +84-28-3822-5757(대표전화) / 3824-8531~4(민원실)

ㅇ 호찌민 현지 공증사무소
- 주소: 47 Le Duan, Dist.1, HCMC
- 전화: +84-28-3829-0421

ㅇ 하노이 교통지국 면허발급소
- 주소: 2 Phung Hung, Ha Dong Dist Hanoi / 16 Cao Ba Quat, Ba Dinh Dist, Hanoi

ㅇ 하노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 전화: +84-24-3831-5111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하노이 한국계 주요 은행
- 기업은행: +84-24-2220-9001
- 신한은행: +84-24-3831-5130
- 외환은행: +84-24-3771-6800

ㅇ 호찌민시 한국계 주요 은행
- 신한은행: +84-28-3823-0012
- 우리은행: +84-28-3821-9839
- 기업은행: +84-28-3823-2660

ㅇ 주요 현지 은행
- Vietcombank https://vietcombank.com.vn

- Techcombank https://www.vietinbank.vn
- Eximbank http://www.eximbank.com.vn

계좌 개설방법
베트남에서 달러 계좌나 베트남 현지화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는 신분증인 여권을 지참하면 된다. 현재 베트남에는 신한은행, 외환은행, 기
업은행 등 한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호찌민시나 하노이 등 대도시 내 한국계 은행 지점에는 대부분 한국인 직원이 있다. 한편, 현지화
는 미화로 환전이 불가능하므로 현지화 계좌에는 적당한 금액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의 경우 미화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에
는 증빙 제출 등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하노이
초중고등과정
입학금 1,200달러
초등 연간 3,100달러
중등 연간 3,300달러
고등 연간 3,900달러
http://www.hanoischool.net/
한국 국제학교

ㅇ Saigon South International School, SSIS(남사이공 국제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호찌민시
대부분의 교사가 북미, 호주, 영국 출신으로 65% 이상이 석사 학위 보유. 교사 한 명 당 약 10명의 학생을
담당,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한 학급당 한 명의 보조교사가 추가 관리
학년별로, 등록비 지급방식 별로 차이
약 16,000-29,500달러
*상세금액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음
https://www.ssis.edu.vn/
미국계

ㅇ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호찌민시
초중고등과정

학비

홈페이지
비고

입학금 1,500달러
초등 750달러; 중학교 900달러; 고등학교 1,005달러
*분기(3개월) 수업료
http://kshcm.net/
한국 국제학교

- 현지학교
ㅇ Truong Tieu hoc Nguyen Dinh Chieu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호찌민시
1~10학년(초등/중등과정)
비공개(학교 문의)
http://thnguyendinhchieu.hcm.edu.vn/
현지학교는 외국인 입학이 제한된다. 입학이 가능하더라도 편입하는 경우 성적 인정 및 졸업증을 받기 어렵
다.

ㅇ THPT Nguyen Thi Minh Khai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호찌민시
10~12학년(고등과정)
비공개(학교문의)
http://thptnguyenthiminhkhai.hcm.edu.vn/Default.aspx
현지학교는 외국인 입학이 제한된다.
입학이 가능하더라도 편입하는 경우 성적 인정 및 졸업증을 받기 어렵다.

ㅇ TRUONG THPT LE QUY DON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마. 병원

호치민
10-12학년 (고등과정)
비공개(학교문의)
http://www.thpt-lequydon-hcm.edu.vn/home.aspx
현지학교는 외국인 입학이 제한된다. 입학이 가능하더라도 편입하는 경우 성적 인정 및 졸업증을 받기 어렵
다.

ㅇ Family Medical Practice
도시명
주소

다낭
96-98 Nguyen Van Linh Street, Hai Chau District, Danang

전화번호

+84-236-3582-699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폐이지 https://www.vietnammedicalpractice.com/kr

ㅇ 롱안 세계로 병원
도시명
주소

롱안(호찌민시 부근 province)
Ap Moi 1, My Hanh, Nam Duc Hoa, Long An

전화번호

+84-272 384-9950

진료과목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등

비고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며, 호찌민시 한인타운에 소재한 소규모 한인 병원보다 진료과목이 다양해 교민사회
에서 상대적으로 평가와 인지도가 높은 병원

ㅇ Family Medical Practice
도시명
주소

하노이
298 I Kim Ma Street, Van Phuc Compound, Ba Dinh District, Hanoi

전화번호

+84-24-3843-0748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폐이지 https://www.vietnammedicalpractice.com/kr

ㅇ 뉴라이프병원
도시명
주소

하노이
239 Xuan thuy Road,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24-3768-6268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한국인 의사

ㅇ Family Medical Practice
도시명
주소

호찌민시
34 Le Duan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전화번호

+84-28-3822-7848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폐이지 https://www.vietnammedicalpractice.com/kr

ㅇ 다솜병원
도시명
주소

호찌민시
J038 So 6, Tan Phuong, Ho Chi Minh

전화번호

+84-28-5412-056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한국인 의사

ㅇ FV Hospital
도시명
주소

호찌민시
6 Nguyen Luong Bang St. Saigon South (Phu My Hung),Dist.7, Ho Chi Minh City,Vietnam

전화번호

+84-28-55411-3333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http://www.fvhospital.com/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Vincom City Towers
도시명

하노이

주소

191 Ba Trieu St., Hai Ba Trung Hanoi

비고

하노이 소재 주요 백화점 중 하나로 현대적이며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있으나 상품이 다양하지는 않으며, 정
가제로 가격도 그리 싸지는 않다.

ㅇ 롯데백화점 (Lotte Center)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하노이
Lotte Center, Lieu Giai, Ngc Khanh, Ba Dinh, Hanoi
https://www.lottecenter.com.vn/eng/

비고

2014년 9월 2일 오픈한 백화점으로 1층에서 6층까지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쇼핑몰과 편의시설을 포함
해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가 있다.

ㅇ Takashimay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호찌민시
65 Le Loi, Ben Nghe Ward, District 1
https://takashimaya-vn.com/en
태국, 중국, 싱가포르에도 지점을 보유한 Takashimaya 그롭의 쇼핑몰이다. Takashimaya 호찌민시 지점은
2016년에 개소했으며, 현재 베트남 남부에서 최대 규모의 쇼핑 센터이다. 다양한 브랜드와 먹거리들이 있
으며, 다른 쇼핑몰에는 입정이 안 된 고급 브랜드들이 있다.

ㅇ Estella Plac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호찌민시
88 Song Hành, Phng An Ph, Qun 2, TP.HCM
http://estellaplace.com.vn/
2018년 12월 22일 오픈한 최신 백화점으로 호찌민시 2군 안푸지역 고급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며 다양
한 브랜드와 볼거리가 있다.

- 식품점
ㅇ 롯데마트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하노이
Lotte Center Hanoi, Toa nha, 54 Lieu Giai, Ngoc Khanh, Ba Dinh, Ha Noi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http://lottemart.com.vn/
배달서비스

ㅇ 벤탄시장(Cho Ben Thanh)
도시명

호찌민시

주소

W. Ben Thanh, District 1, HCMC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보통 외국인들에게는 2~3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제시하므로 흥정을 잘해야 한다.

ㅇ 롯데마트
도시명

호찌민시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469 Duong Nguyen Huu Tho, Tan Hung, Quan 7, Ho Chi Minh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http://lottemart.com.vn/
배달서비스

ㅇ Co.op mart
도시명
주소

호찌민시
189C Cong Quynh, Quan 1, Ho Chi Minh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http://www.co-opmart.com.vn
배달서비스

ㅇ Emar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호찌민시
366 Phan Vn Tr, Phng 5, G Vp, H Ch Minh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http://www.emart.com.vn/
배달서비스

- 기타 편의시설
ㅇ ELITE FITNES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다낭
Tang 7 Vinh Trung Plaza B, 255-257 Hung Vuong, Quan Thanh Khe, TP Da Nang
https://elitefitness.com.vn

소개

브랜드 피트니스 센터

비고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지역별로 센터가 있는 유명 피트니스센터
베트남 상류층,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며, 현대적인 시설 및 기구 구비

ㅇ ELITE FITNES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하노이
Tang 6, Thap C, Vincom Center, 191 Ba Trieu, Quan Hai Ba Trung, Ha Noi
https://elitefitness.com.vn
베트남 피트니스센터

비고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지역별로 센터가 있는 유명 피트니스 센터
베트남 상류층,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며, 현대적인 시설 및 기구 구비

ㅇ San Golf Long Bien(롱 비엔 골프장)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하노이
Khu Trung Doan 918, Long Bien
http://longbiengolf.vn/
하노이 인근 골프장
평일 월요일 오전(15시 이전) 180만 동
평일 화요일~금요일 오전(15시 이전) 190만 동/200만 동
평일 오후(15시 이후) 200만 동

비고
주말 또는 공휴일
오전 (15시 이전) 255만 동
오후 (15:46 이후) 225만 동

ㅇ CALIFORNIA FITNESS &YOG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호찌민시
S 126 đng Hùng Vng, P. 12, Q. 5, TP. HCM
https://www.cfyc.com.vn/

소개

베트남 피트니스센터

비고

베트남 북/중/남 지역별로 센터가 있는 유명 피트니스 센터
베트남 상류층,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며, 현대적인 시설 및 기구

ㅇ Golf club Tan san nhat(떤선녓 골프장)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호찌민시
6 Tan Son, Phuong 15, Go Vap, Ho Chi Minh
https://www.tansonnhatgolf.vn
호치민시 중심가 인근 골프장
평일 월요일 오전(15시 이전) 180만 동(5:30~8:04 식사 포함)
평일 화요일~금요일 오전(15시 이전) 185만 동(5:30~8:04 식사 포함)
평일 오후(15시 이후) 175만 동(식사 포함)

비고
주말 또는 공휴일
오전 5:30-15:47, 240만 동
오후 15:48 이후 185만 동(식사 포함)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신정

2020-01-01

구정

2020-01-24

구정

2020-01-27

구정

2020-01-28

구정

2020-01-29

구정

2020-01-30

Hung Vuong왕 추모 기념일

2020-04-02

베트남 해방기념일

2020-04-30

노동절

2020-05-01

건승기념일

2020-09-02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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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