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독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 중에서는 Immobilienscout24(http://www.immobilienscout24.de)가 가장 많이 쓰이며, 주재원들의 경우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의 2.38배인데, 2015년 전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으나 2015년부터는 임대인 책임이 되
었다. 임차인은 임차료와 보증금을 부담하는데, 임대료는 순수임대료(Kaltmiete)와 이에 부대경비를 합한 총임대료(Warmmiete)가 있
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순수임대료는 1m²당 평균 월 16.07유로(독일 2번째 높음www.wohnungsboerse.net, 2019.6월 기준)이다.

임차료는 계약 체결 1년 후부터, 해당 지역 ‘평균 임차료’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으나, 임차료 인상의 상한선은 3년 내 20%이다. 집주인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3개월 내로 인상을 승낙하거나 집을 비울 수 있다. 보증금(Gesetzliche Mietkaution)은 대부분 임
대료 3개월 수준으로 현금으로 주인에게 지불하거나 임차보증금 통장을 주인에게 맡기는 식으로 한다. 주거래은행에 임차계약서를 제출
하면 보증금 통장을 발급해준다. 임대기간 동안 발생된 손상에 대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부대경비는 전년도에 비용을 평균으로 환산하고, 당해년도의 비용을 예측해 미리 자동이체(Dauerauftrag)로 지급하고, 다음 해에 실질
사용 금액을 근거로 정산한다.

임차계약 체결에 요청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여권, 재직증명서(또는 학생증), 지난 3개월간의 소득증명서 등이다. 임대계약서상 불공평
한 점은 집주인과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합의내용을 추가로 기록해 놓는 데, 이를 프로토콜(Protokoll)이라 하고,
작은 문제점, 작은 손상도 명확히 쓰고 집 주인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사진을 찍어두면 더욱 좋다.(열쇠갯수, 온수 사용가능여부, 곰
팡이 존재여부, 바닥 카페트 상태등). 특히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기돼 있을 경우, Protokoll에 기재 안된 입주 전부터 존재하던 사
항을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공제 단체인 Deutscher
Mieterbund e.V. (https://www.mieterbund.de/startseite.html)에 가입해두면 권익 보호에 좋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변해도 이미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이 출산이나 중병
혹은 고령으로 인해 이사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차인은 주택의 보존을 위해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부엌, 욕조, 샤워실은 3년, 침실, 거실, 복도, 화장실은 5년, 기타 공간은 7년에 한 번씩 새로 페인트칠하고 수리해야 한다. 집을 잘못 관리
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집 앞 도로 눈을 치울 의무와, 정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 위반시 행정관청
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절대휴식기간 (오후 1시~3시, 밤 10시~아침 7시)에는 부모는 아이들의 소음을 제재할 의무가 있다. 난방기간
(10월 1일부터 4월 1일)중, 임대인은 실내온도를 20~22도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난방기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난방시간 (6~24시) 동안 실내가 16~18도를 넘지 않을 경우 20~25%의 임대료 차감을
요구할 수 있다.

전화
대부분 전화와 인터넷, 때로는 케이블 TV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독일에 유선망을 제공하는 업체는 Deuttsche Telekom,
Vodafone, Unitymedia 등이 있는데, 독일에서 활동하는 나머지 통신사는 상기 3개 업체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사용한다. 각 통신사에서
웹사이트 또는 매점 방문을 통해 전화/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가 당일 또는 다음날 이루어지는 한국과 다르게 독일
전화/인터넷 개설은 빨라도 1주일, 길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거주지가 확정되는 즉시 신청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2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현지 변압기 구입이 비싸기 때
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특히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날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식수
물은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한다. 가정용 정수기는 필터식인 브리타(Brita)를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돗물은 석회
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수를 구입하여 사
용하는 문화이다.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독일에서 신규/중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사이트는
Autoscout24(www.autoscout24.de)이며, 이 사이트에서 매수 희망하는 차량의 가격을 파악한 후 대리점 또는 중고차딜러를 방문하여
시승을 해볼 것을 추천한다.

신차의 경우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고차는 또는 중고차 전문
매장이나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나, 향후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직거래시 소비제품 판매법규(Vorschriften des Verbrauchsgueterkaufs)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거래법(Kaufrecht)’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간의 법정 개런티 적용을 받지 못하며, 또한 매매계약서에 'Das Kraftfahrzeug wird unter Ausschluss der
Sachmaengelhaftung verkauft'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구입 후 고장이 나도 법률상의 청구권한이 없으나, 위와 같은 문구가 없을 경
우 마모로 인한 손상(Verschleiss-), 일반 사용(Abnutzung-), 차량의 노화로 인한 손상(Alterungschaeden)을 제외한 다른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차량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중고차량 판매자는 사고차량의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데 판매자가 이를 숨기거나 속였을 경우 증명하면 차량을 반환할 수 있다. 사고차량인 것 같다는 의심이 생길 경우 차량상태의 검사를 요
구할 수 있고, 독일교통클럽(ADAC)이나 일반 정비소에 의뢰할 수 있다.

중고차 전문 매장을 이용할 경우 1년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유통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비제품 판매법규
(Vorschriften des Verbrauchsgueterkaufs)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인은 ‘중고차량의 매매에 있어서의 물적 하자에 관한 책임
(Sachmaengelhaftung beim Gebrauchtwagenkauf)’을 회피할 수 없다.

차량가격
독일은 자동차 가격이 비싼 편이라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하는 주재원들은 대부분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4~5년 된 중고 차량
을 구입하며, 이 경우에도 차량에 따라 15,000~25,00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운전면허 취득
독일 체류 기간 중 운전면허는 독일에서 취득하는 방법,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 내에 거주지가 없는 무비자 여행객의 경우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단, i)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ii) 동 면허증에 대한 재
외공관 발행의 번역공증서, iii)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독일에 장기간 체류를 위하여 거주등록(Anmeldung)을 한 이후에는 이 시점부터 6개월간만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 내에서 독자적 의미가 없고, 우리 면허증에 대한 재외공관 발행의 번역공증서를 대신하는 영문번역서 정도의 기능

을 수행할 뿐이다. 보통 렌트카 회사나 경찰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면 한국 면허증을 제출하라고 한다.
독일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한국 운전면허를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담당 독일 면허증발급기관(Fuehrerscheinstelle)을 방문하여,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거주등록증
(Anmeldung),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여권용 사진, 수수료를 제출하
면 된다.

한국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은 독일 국내 운전면허 학원 수강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 학원비용은 한국에 비해
3~4배 정도 비싼 편(약 1,500~2,000유로)이고, 필기 및 주행시험도 한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며, 운전학원에 직접 가서 의무적으로 이론
수업에도 참석해야 한다. 주행시험에 탈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추가 주행연습을 해야 하며, 연습 비용과 재시험 등록 비용에 약 500유로가
소요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www.deutsche-bank.de)가 독일 제1의 시중은행, 코메르츠방크
(Commerzbank(www.commerzbank.de)가 독일 제2의 시중은행이다.
또한 도시마다 저축은행(Sparkasse)이 있으며, 최근에는 ING-Diba, DKB, Comdirect, Consorsbank, Advanzia Bank 등 수수료가 저
렴한 온라인은행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으로 외환은행(www.kebhana.de), 신한은행(online.shinhan.de)과 우리은행(eng.wooribank.com)이 있
다.

계좌 개설방법
계좌를 개설할 때 경우 여권 및 거주지 등록증(Anmeldung)을 제출해야 한다. 계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따로 은행 직원과 약속을 해
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종이 통장이 없으며, 계좌 개설 후 우편으로 한국의 체크카드 같은 EC카드, EC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가 각각 2주 정도에 걸쳐서 개별 송부된다. 계좌이체 시 한국처럼 OTP를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개별적
으로 송부되는 'TAN'이라고 하는 비밀번호가 널리 사용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앱으로 고유 QR Code를 읽으면 이체번호가 뜨는 PhotoTAN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계좌 개설 시 소득수준에 따라 한국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도 가능하다. 독일에는 계좌 유지비가 있
어서 월 5~8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될 경우 게좌 유지비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대부분에 은행에서 만 30세 이하인 사람들은 계좌 유지비가 없는 계좌(Girokonto)를 개설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FIS Frankfurt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Frankfurt am Main
8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수업이고 오후 5시까지 돌봄과정 및 특별활동이 이루어진다.
18,860~23,380유로
https://www.fis.edu/index.cfm

비고

1961년에 설립되었고 1997년에 정식 인가되었다. 오버우어젤과 비스바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비스
바덴은 한국의 초등학교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ㅇ ISF international school in the Frankfurt-Rhein-Main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Frankfurt am Main
오전 8시20분부터 학년에 따라 수업은 오후 4시까지, 돌봄은 오후 6시까지 있다.
12,450~19,875유로
https://www.isf.sabis.net/
1995년에 설립되었고, 프랑크푸르트 서쪽 외관인 Sindlingen 구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ㅇ Strothoff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Dreieich
오후돌봄이 있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나, 독일어 입문반이 운영된다.
15,000~19,000유로
https://www.strothoff-international-school.com/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 중간쯤인 Dreieich에 2009년에 개설된 학교로 교복을 착용한다.

ㅇ Metropolitan School Frankfurt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Frankfurt am Main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하루 1시간 독일어 수업을 한다.
11,844~16,488유로
https://www.m-school.de/
2007년 설립되었고, 프랑크푸르트 서쪽 지역 뢰델하임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ㅇ European School Rhein-Main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Niederursel
오전 8시30분부터 학년과 요일에 따라 대략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있다.
9,600~12,000유로
https://www.es-rm.eu/index.php/de/
2013년에 프랑크푸르트 니더우어젤(Niederursel)에 개설된 신설학교로 독일어 학교와 영어 학교로 나뉘
어 있어 독일어 학부의 경우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ㅇ MIS(Munich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Starnberg
PRIMARY YEARS PROGRAMME(1~4학년), MIDDLE YEARS PROGRAMME(5~10학년), DIPLOMA
PROGRAMME(11~12학년)
14,374 ~ 21,434유로
https://www.mis-munich.de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기관 홈페이지>

- 현지학교
ㅇ Mendelssohn Bartholdy Schule
도시명

Bad Soden

커리큘럼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오전 7시30분부터 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수업시간은 오전
7시45분에서 16시이다. 특별 활동에는 연주, 미술, 독서반, 화학, 합창, 밴드, 승마, 배구, 탁구, 연극 등이
있고 독일어 입문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
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비고

http://www.mbs-mtk.de/
프랑크푸르트 인근 Bad Soden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ㅇ Heinrich von kleist
도시명

Eschborn

커리큘럼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수업시간은 오전 8시에서 13시 25분까지이며 방과 후에는 특별 활
동(foerderkurs)을 할 수 있다. 특별활동 중에는 Kpop춤 따라하기 반이 있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 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
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비고

https://www.kleist-schule.de/
프랑크푸르트 인근 에쉬본에 위치해 있다. 8학년제로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9학년제로 변경되었다.

ㅇ Bettinaschul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9학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업이 있고, 제1외국어가 영
어이고, 제2외국어로 불어, 라틴어, 스페인어가 있고, 제3외국어에 중국어가 있다. 음악중심 인문계 학교로
오케스트라반이 운영된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 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
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비고

https://www.bettinaschule-frankfurt.de/
프랑크푸르트 시내 Westend에 위치해 있고 괴테대학과 가깝다.

ㅇ Goethe-Gymnasium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9학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오전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제1외국어는 영어이고 제
3외국어에 일본어가 있다. 오후 돌봄과정이 운영된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 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
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비고

http://www.gg-ffm.de/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위치해 있고 인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김나지움 중에 하나이다. 문과계열에 집중해
서 철학, 일본어, 불어, 라틴어, 러시아어 등을 다룬다.

ㅇ IBMS International Bilingual Montessori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Frankfurt am Main
자율적인 교육으로 알려져 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 및 돌봄이 있다.시험 대신에 담임의 관찰
이 평가의 주를 이루며, 중고등과정을 일반 학교로 간다면 적응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창의력을 키
우는 커리큘럼을 운영한다고 평가받는다.
월 600유로
https://www.ibms-frankfurt.com/
이탈리아 소아과의사인 안나 몬테소리의 교육이념을 따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과정의 사립학교이다.
1996년에 설립되었다.

ㅇ Freie Waldorfschule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Frankfurt am Main
학생별 발달차이에 따른 교육을 추구하고, 담임이 8년간 지속되는 전통이 있다. 안전문제를 제외한 규율에
서 자유롭기에 창의력을 키우는 커리큘럼이라고 평가받고, 일반 김나지움으로 진학시 적응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월 332유로, 둘째랑 같이 다니면 월 554유로(학생당 277유로)이다.
https://waldorfschule-frankfurt.de/
오스트리아 인지학자 발도로프의 이념을 따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사립학교이다. 독일에 약
250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산재해 있다.

ㅇ FCSF Freie Christliche Schule
도시명
커리큘럼

Frankfurt am Main
오전 8시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한다. 기독교 예배가 필수다.

학비
홈페이지

비고

월 225유로인데 둘째아이를 보낼 때는 110유로로 낮아진다(넷째 아이부터는 무료이다).
http://www.fcsf.de/
1981년에 설립되었고 기독교 재단의 초등,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이다. 입학에 부모의 세례여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다.

ㅇ Gymnasium Christianeum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Hamburg
김나지움 과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수업을 한다.
학비 없다.
http://www.christianeum.org/
1738년 당시 덴마크 왕인 크리스티안 6세(Christian VI.)가 설립한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이며, 제
1외국어로 라틴어를 배운다. 함부르크 지역에서 요하네움(Johanneum)과 더불어서 가장 명문 김나지움으
로 알려져 있다.

ㅇ Gymnasium Johanneum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Hamburg
김나지움 과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수업을 한다.
학비 없다.
https://www.johanneum-hamburg.de/
1529년에 설립된 함부르크에서 가장 오래 된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이며 제 1외국어로 라틴어를 배
운다. 함부르크 지역에서 크리스티아네움(Christianeum)과 더불어서 가장 명문 김나지움으로 알려져 있다
.

ㅇ Hamburg Internatioanl School(ISH)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Hamburg
김나지움 과정으로 모든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며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반을 편성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

고등학생 10학년 기준으로 연간 약 23,000유로(기부금 일부 포함) 정도임

https://www.ishamburg.org
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Admission Office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입학 학생의 수행 능력을 테스트하며,
이를 근거로 학생의 학년과 학년별 학업 수준을 정하여 줌

ㅇ Albert Einstein Schule
도시명

Schwallbach

커리큘럼

김나지움 과정으로 수업은 오전 7시55분에서 오후 13시15분까지이며 5,6학년의 경우 숙제를 하는 오후지
도반에 가거나. 바로 특별 활동 등을 수행한다, 특별활동에는 미술, 음악, 춤, 연극, 언어 등이 있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하며 특별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비고

http://www.aesmtk.de/cms/index.php
Schwallbach 지역에 위치해 있다. 김나지움중에서도 이과 계열 중심 학교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마. 병원

ㅇ Dr.김지현소아과
도시명
주소

Liederbach am Taunus
Eichkopfallee 55A, 65835 Liederbach am Taunus

전화번호

+49 (0) 6196 5255600

진료과목

소아과

ㅇ Dr.송지은 피부과
도시명
주소

Bad Homburg
Zeppelinstrasse 24, 61352 Bad Homburg

전화번호

+49 (0) 6172 98780

진료과목

피부과

비고

예약시 Dr. Song과 치료를 원한다면 미리 알려야 함

ㅇ Charité – Universittsmedizin Berlin
도시명
주소

Berlin
Charitéplatz 1, 10117 Berlin, Germany

전화번호

+49 (0) 30 450 50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Dr.박정숙 치과
도시명
주소

Frankfurt am Main
Kelsterbacherstrasse 2a, 60528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79709

진료과목

치과

ㅇ Dr.문영혜 내과
도시명
주소

Frankfurt am Main
Grueneburgweg 12, 60322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5908410

진료과목

내과

ㅇ Dr.이정훈 내과
도시명
주소

Frankfurt am Main
Nidacorso 1, 6043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571005

진료과목

내과

ㅇ Dr.김송해 의사
도시명
주소

Frankfurt am Main
Friedberger Landstrasse 47, 60316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59797470

진료과목

가정의학

ㅇ Dr.김민아 치과
도시명
주소

Frankfurt am Main
Hasengasse 23, 60311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8 39 59

진료과목

치과

비고

예약시 Dr.Kim에게 진료를 받고 싶을 경우 사전에 이야기 할 것

ㅇ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Universitaetsklinikum Frankfurt)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Frankfurt am Main
Haus 1, Theodor-Stern-Kai 7, 60590 Frankfurt am Main
+49 (0) 69 63 01 0

진료과목
비고

종합병원
현지 병원으로서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의 남쪽 강가지역에 위치

ㅇ 엘리자베스 종합병원(St. Elisabethen Hospital Frankfurt)
도시명
주소

Frankfurt am Main
Ginnheimer Strasse 3, 6048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939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현지병원으로서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을 기준으로 북쪽지역에 위치

ㅇ Asklepios Kliniken
도시명
주소

Hamburg
Lohnmühlenstr. 5, 20099 Hamburg, Germany

전화번호

+49 (0) 40 1818 85236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Dr.김민성 치과
도시명
주소

Hochheim
Mainzer Strasse 7, 65239 Hochheim

전화번호

+49 (0) 6146 8160999

진료과목

치과

비고

어린이 및 청소년환자 전문, 여의사

ㅇ Dipl. 신숙경 상담사
도시명
주소

Mainz
Eibenweg 36, 55128 Mainz

전화번호

+49 (0) 6131 364917

진료과목

심리상담

ㅇ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부속 병원 (Klinikum der Universitt München)
도시명
주소

München
Marchioninistraße 15, 81377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 4400-0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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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뮌헨공대 부속병원 (Klinikum rechts der Isar)
도시명
주소

München
Ismaninger Straße 22, 81675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4140-0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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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도손 한의원(Dr. 윤국현 원장)
도시명
주소

Oberursel
Holzweg-Passage 2A, 61440 Oberursel

전화번호

+49 (0) 6171 9784412

진료과목

한의원

ㅇ Dipl. 강동협 치료사
도시명
주소

Schwalbach
Ringstrasse 23, 65824 Schwalbach

전화번호

+49 (0) 152 0856 4280

진료과목

물리치료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각 병원 홈페이지 >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퓐프 회페(Fuenf Hoef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München
Theatinerstraße 15, 80333 München
http://www.fuenfhoefe.de
북경 올림픽 주경기장 설계 회사인 스위스 Herzog &de Meuronanola 사의 설계로 2003년 완공한 연면
적 48,000 평방미터 규모의 현대식 쇼핑몰

ㅇ MyZeil 자일 쇼핑센터
주소
홈페이지
비고

An der Hauptwache, 60313 Frankfurt am Main
http://www.myzeil.de/
구시가지 안에 있는 쇼핑센터로 특이한 외관으로 프랑크푸르트의 관광명소

ㅇ Skyline Plaza 플라자 백화점
주소
홈페이지
비고

Europa-Allee 6, 60327 Frankfurt am Main
http://www.skylineplaza.de/
비교적 최근에 생긴 쇼핑센터

ㅇ Galeria Kaufhof 갤러리아 백화점
주소
홈페이지
비고

Zeil 116-126, 60313 Frankfurt am Main
http://www.galeria-kaufhof.de/
독일에 대도시마다 있는 백화점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쇼핑몰 홈페이지>

- 식품점
ㅇ Kims Laden 김씨 상회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Eschborn
Bremer Strasse 2-6, 65760 Eschborn
식료품
에쉬본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가 큰 편

ㅇ Green Mart 그린마트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Eschborn
Rudolf-Diesel-Strasse 7, 65760 Eschborn
식료품
에쉬본에 위치

ㅇ Asia Markt 한인 아시아마트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Hohenstaufenstrasse 11, 60327 Frankfurt am Main
식료품
중앙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ㅇ Seoul-Lebensmittel 서울슈퍼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Frankfurt am Main
Kreuznacher Strasse 50, 60486 Frankfurt am Main
식료품
중앙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ㅇ Taisan (태산)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Frankfurt am Main
Fahrgasse 95, 60311 Frankfurt am Main
식료품
구시가지 인근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ㅇ 한독마트 2호점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Frankfurt am Main
Leonardo-da-Vinci-Allee 4-8, 60486 Frankfurt am Main, Germany
식료품
독일마트 Tegut 안에 위치하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이다.

ㅇ 신세계 마트(Shinsege Asia Mark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Frankfurt am Main
Hohenstaufenstraße 11, 60327, Frankfurt am Main, Germany
식료품
Messe 근방에 있는 중간규모이 식료품점이다.

ㅇ 한독마트(본점)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Oberursel (Taunus)
Im Rosengaertchen 43, 61440 Oberursel (Taunus)
식료품

비고

오버우어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편

ㅇ 한독마트 3호점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Sulzbach
Wiesenstr. 17, Tor 3/4, 65843 Sulzbach, Germany
식료품
시내에서 먼 곳에 위치하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이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 기타 편의시설
ㅇ Sportschule Seou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Frankfurt am Main
In der Schildwacht 11, 65933 Frankfurt am Main
http://www.taekwondo-seoul-frankfurt.de
태권도장

ㅇ DSV-Jugend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Frankfurt am Main
Wilhelmshoeher Strasse 34, 60389 Frankfurt am Main
http://www.wasserfloehe.de/

소개

어린이 수영강습

비고

현지시설

ㅇ SSF Schwimmschule Frankfurt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Frankfurt am Main
Rhoenstrasse 117, 60385 Frankfurt am Main (사무실)
http://www.schwimmschule-frankfurt.de/

소개

어른 수영강습

비고

현지시설, 강습장소는 홈페이지 참조

ㅇ SPV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홈페이지

Egenolffstrasse 40, 60316 Frankfurt am Main
http://2015.schwimmpaed.de

소개

어린이 수영강습

비고

현지시설, 강습장소는 홈페이지 참조하여 가까운 곳으로 고를 수 있음

ㅇ Golf Range Frankfurt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Frankfurt am Main
Am Martinszehnten 6, 60437 Frankfurt am Main
http://www.golfrange-ffm.de/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ㅇ Frankfurter Golf Club e.V.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Frankfurt am Main
Golfstrasse 41, 60528 Frankfurt am Main
https://www.fgc.de/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ㅇ 뷰티 박
도시명

Kronberg

주소

Sodener Strasse 70, 61476 Kronberg

홈페이지

http://beautyparkhair.blogspot.com/

소개

헤어샵

ㅇ 찰리 권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Oberursel
hohemark Strasse 12, 61440 Oberursel
http://www.charlykwonhair.de/
헤어샵

ㅇ Offenbacher Golf-Club
도시명

Offenbach am Main

주소

Dreieichring 18, 63067 Offenbach am Main

홈페이지

https://offenbacher-golf.club/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Neujahr)

2019-01-01

독일 전역

주현절(Heilige Drei Koenige)

2019-01-06

대상 지역 : Baden-Wuerttemberg, Bayern, Sachsen-Anhalt

성금요일(Karfreitag)

2019-04-19

독일 전역

부활절(Ostern)

2019-04-22

독일 전역

노동절(Tag der Arbeit)

2019-05-01

독일 전역

예수승천일(Christi Himmelfahrt)

2019-05-30

독일 전역

성령강림절(Pfingsten)

2019-06-10

독일 전역

성축제일(Fronleichnam)

2019-06-20

대상 지역 : Baden-Wuerttemberg, Bayern, Hes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성모승천일(Maria Himmelfahrt)

2019-08-15

대상 지역 : Bayern, Saarland

통일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

2019-10-03

독일 전역

종교개혁일(Reformationstag)

2019-10-31

대상 지역 : Brandenburg, Bremen, Hamburg, MecklenburgVorpommern, Niedersachsen, Sachsen, Sachsen-Anhalt,
Thueringen

만성절(Allerheiligen)

2019-11-01

대상 지역 : Baden-Wuerttemberg, Bayer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속죄의 날(Buss- und Bettag)

2019-11-20

대상 지역 : Sachsen

성탄절(Weihnachten)

2019-12-25

독일 전역, 26일까지 2일간

<자료원 : Ferienkalender und Feiertag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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