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대만에는 전세 개념이 없으며 월세로 임차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통상 최저 2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미리 지불하며 계약 기간 만
료 후 이주할 때 미납 전기/수도요금, 훼손 물품 보수/수리 비용을 제한 나머지 액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집을 구할 때는 전문 부동산 중개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이용해 직접 집을 구할 경우 부
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거주 이후 발생하는 수리/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주인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
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 중개소와 연락을 취해 적정 임차료 수준, 가구/가전 구비조건 등 세부조건을 제시하면 조건에 부합한 다양한 주택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타이완주택임차사이트(www.twhouses.com.tw)의 경우 다국어(영어, 일본)도 지원해 이용이 편리하다.

- 기타 현지 주요 부동산 중개소: (태평양) www.pacific.com.tw, (신이) www.sinyi.com.tw, (용칭) www.yungching.com.tw, (둥
선) www.etwarm.com.tw, (타이완) www.twhg.com.tw, (주상) www.hbhousing.com.tw, (중신) www.cthouse.com.tw

전화
중화텔레콤을 통해 신청한다. (전화/인터넷/방문 신청)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두 종류의 신분증과 도장(서명 대체 가능)을 지참하고 법인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도장을 준비한다.

- 신청방법별 연락처: (전화) 123, (인터넷) https://eshop.cht.com.tw/Web/Personal/call/BuyList_1, (방문)
https://www.cht.com.tw/en/home/cht/about-cht/business-group/store-locator

전압/플러그
전압은 110V 또는 220V이며 주파수는 60Hz이다. 플러그는 3구 또는 2구 형이다. 전압/주파수가 맞을 경우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기밥솥 같은 전열 기구의 경우 변압기를 구비해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식수
수도관 노후로 상수도를 바로 음용하기 보다 정수한 후 끓여 마시는 편이 안전하다. 대만인들은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포장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자동차 판매장을 방문해 흥정, 구매하면 되는데 현지 거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하거나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할부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다. 본인 거류증, 재직증명, 급여명세
외에도 현지인 담보자가 요구된다. 본인 명의 현지 신용카드가 있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도 고려할 수 있는데 수수료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

차량가격
대만에는 도요타 등 일본 차가 많은 편이다. 현지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시중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 SUM: https://www.sum.com.tw/price-01.php
- CarP: http://www.carp.com.tw/tw/select/index.aspx

운전면허 취득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운전할 수 있다. 아래 서류를
구비해 대만 감리소(Motor Vehicles Office)를 방문해 신청한다.

- 신청서(지정병원 신체검사 포함), 거류증(유효기간 6개월 이상, 원본/사본), 여권(원본/사본), 한국운전면허증(원본/사본), 한국운전
면허증 중국어 번역본(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에서 번역 공증 필수), 사진 2매, 수수료 200대만달러
- 타이베이시감리소 홈페이지: https://tpcmv.thb.gov.tw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대만은행(Bank of Taiwan): 대만 공영은행으로 현지 전역에 163개 영업점 분포
ㅇ 캐세이유나이티드은행(Cathay United Bank): 대만 주요 민영은행으로 현지 전역에 163개 영업점 분포
ㅇ 시티은행(Citybank Taiwan): 영업점 수 기준 대만 최대 외국계 은행(대만 전역에 48개)

계좌 개설방법
개인 계좌 개설 시, 두 종류의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 거류증 취득자: 거류증, 기타 신분증(건강보험카드, 여권,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
- 거류증 미취득자: 여권, 아이디 번호 발급증명서(이 서류는 지역별 내정부 이민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신청)
- 특기사항: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 계좌 개설 시 창구 직원 안내에 따라 컴퓨터 캠으로 사진촬영

법인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표자 신분증/도장, 법인 도장,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타이베이한국학교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타이베이
유치원~초등학교 과정
유치원: 80,000대만달러/년
초등학교: 61,000대만달러/년
입학금 별도: 30,000대만달러
http://taipeiks.net

비고

정규 과정 외에 토요한글학교 운영

ㅇ Taipei American School(TA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타이베이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유치원~5학년: 371,468대만달러/학기
6~12학년: 411,970대만달러/학기
https://www.tas.edu.tw

ㅇ Taipei European School(TE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타이베이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영국학교, 프랑스학교, 독일학교를 함께 운영
영국학교 기준
유치원(종일반): 227,300대만달러/학기
초등학교: 276,800대만달러/학기
중학교: 316,700대만달러/학기
고등학교(H1~2): 330,500대만달러/학기
고등학교(H3~4): 336,600대만달러/학기
https://taipeieuropeanschool.com
초등부, 중고등부 캠퍼스 별도 운영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 현지학교
ㅇ Kang Chiao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신베이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유치원: 약 160,000대만달러/학기
초등부: 약 180,000대만달러/학기
중고등부: 약 180,000~300,000대만달러/학기
http://www.kcis.ntpc.edu.tw
현지 명문 사립학교

ㅇ Lih-Jen International Private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타이베이
유치원~중학교 과정

학비
홈페이지
비고

초등부: 약 130,000대만달러/학기
http://www.ljjhps.tp.edu.tw
현지 명문 사립학교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마. 병원

ㅇ 국립대만대학 의학원 부설병원(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No.7, Zhongshan S. Rd., Zhongzheng Dist., Taipei City, Taiwan

전화번호

886-2-2312-3456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대만 최대 대학병원. 어린이병원 별도 운영

ㅇ 매카이기념병원(MacKay Memorial Hospital)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No.92, Sec.2, Zhongshan N. Rd., Zhongshan Dist., Taipei City, Taiwan

전화번호

886-2-2543-353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George Leslie MacKay 선교사(캐나다인)의 의료봉사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병원으로 타이베이 주요
종합병원 중 하나

ㅇ 타이안 병원(Taiwan Adventist Hospital)
도시명
주소

타이베이
No.424, Sec.2, Bade Rd., Songshan Dist., Taipei City, Taiwan

전화번호

886-2-2771-8151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소고(SOGO)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타이베이
No.45, Sec.4, Zhongxiao E. Rd., Da'an Dist., Taipei City, Taiwan
https://www.sogo.com.tw
타이베이 시내에 4개 지점 운영

ㅇ 신광미쓰코시(Shinkong Mitsukoshi)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타이베이
No.19, Songgao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https://www.skm.com.tw
타이베이 시내에 4개 지점 운영(타이베이101 근처 쇼핑단지 포함)

ㅇ 브리즈센터(Breeze Center)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타이베이
No.39, Sec.1, Fuxing S. Rd., Songshan Dist., Taipei City, Taiwan
https://www.breezecenter.com
타이베이 시내에 12개 지점 운영(푸드코트 전문 몰 포함)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 식품점
ㅇ 까르푸(Carrefour)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대만 전역
https://www.carrefour.com.tw/mobile/store.html
각종 식료품
대만 최대 대형마트(대만 전역에 128개 점)

ㅇ 취앤리앤(PX Mar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대만 전역
http://www.pxmart.com.tw/px/map.px
각종 식료품
대만 최대 슈퍼마켓(대만 전역에 984개 점)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편의시설
ㅇ World Gym Fitness Center
도시명

대만 전역

주소

http://www.worldgymtaiwan.com/zh-tw/office

홈페이지

http://www.worldgymtaiwan.com

소개

대만 최대 피트니스센터

비고

1일 이용권 구매 가능

ㅇ Taipei Golf Club
도시명

타오위안

주소

No.34-1, Chituqi, Luzhou Dist., Taoyuan City, Taiwan

홈페이지

http://www.taipeigolf.com.tw

소개

대만 최대 골프장

비고

타이베이에서 약 50분 거리

ㅇ Taipei Songshan Sports Center
도시명

타이베이

주소

No.1, Dunhua N. Rd., Songshan Dist., Taipei City, Taiwan

홈페이지

http://sssc.com.tw

소개

시립 스포츠센터로 수영장, 헬스장을 저렴하게 이용 가능. 야외 운동장이 특징으로 무료 개방 사용

비고

타이베이아레나 옆에 위치
<자료원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신정

날짜

비고

2020-01-01

춘절(설)

2020-01-23

228 평화기념일

2020-02-28

어린이날

2020-04-02

춘절 휴가: 2020.1.23~29
1.23(목)은 대체휴일, 2.15(토)에 대체근무

청명절

2020-04-03

노동절

2020-05-01

법정 공휴일은 아니나 민영기업은 대부분 휴일(학교, 공기관 정상
운영)

단오절

2020-06-25

(음력 5.5)
6.26(금)은 대체휴일, 6.20(토)에 대체근무

중추절(추석)

2019-09-13

(음력 8.15)

국경일

2019-10-10

10.11(금)은 대체휴일

<자료원 : 행정원 인사행정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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