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ㅇ 외국인용 주택 임차가 어렵지 않은 편임.

ㅇ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며 통상 1개월분의 임차료를 소개 비용으로 지불

ㅇ 계약 시 유의사항
- 가능한 보증금 없이 계약하고 상호 1~2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이 바람직

ㅇ 입주 시 유의사항: 입주 전 상태점검 필요
-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관련 필요 시 사전 명문화 필요

ㅇ 가구 등 비품 포함 여부
- 대부분 부엌시설, 냉장고, 전기오븐, 그릇세척기, 세탁기 등 및 기본 가구가 갖추어진 경우가 많음.

ㅇ 주택 관련 보험제도
- 화재, 도난, 누수 등은 일반적으로 임대주가 부담하나 주택 내 비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보험 가입

ㅇ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비싼 편이므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전화
송수신 상태는 양호하나 이동전화의 경우 외곽도로, 고속도로 지역 등 통화 불가능한 지역이 많으며, 도시 내에서도 회선 수 부족으로 통
화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요금 수준은 국제전화의 경우, 한국에 비해 50% 이상 비싼 수준이며 일반 전화 설치 시 초기 설치비용은 회선당 600쿠나(약 100달러)이
며, 전화 회선을 반환하더라도 해당 설치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전화 회선 설치 신청 후 설치비를 납부하고도 1~2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전화 설치 작업이 오래 걸린다.

전압/플러그
전기 규격은 50HZ, 230V이며 한국에서 사용한 전기 코드도 현지 전기 콘센트와 호환된다.

식수
현지의 수돗물에는 석회가 많이 포함돼 있어 미네랄 워터를 사서 마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가스가 있는 경우와 가스가 없는 경우가 있
으므로 주의해서 사야 한다.
호텔에서의 미네랄 워터는 비싸므로 호텔 체크인 시 인근 슈퍼에서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자동차 공식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중고차의 경우도 공식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이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검증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크로아티아는 아직 수동변속 차량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자동변속 중고차는 구입하기가 다소 어려운
편이다.

한국과 상이한 자동차 검사 기준으로 인해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지고 올 경우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자동차 운전석은 한국과 같이 왼쪽에 위치
- 현지 구입 시 각종 세금 등으로 차량 가격이 비싼 편이고 차량 구매 후 인도 시까지 통상 약 2개월 소요

차량가격
폭스바겐, 르노, 스코다가 가장 대중적인 자동차이며, 폭스바겐 골프모델 가격은 약 21,400 달러 수준이다.
중고차의 경우 하기 사이트에서 매물을 비교할 수 있다.

ㅇ 참고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
- http://www.oglasnik.hr
- http://www.auti.hr
- http://www.vidiauto.com
- http://www.mojauto.net
- http://www.njuskalo.hr/auti
- http://www.neostar.hr
- http://www.trcz.hr
- http://www.saz.hr(최대 자동차 거래 사이트, 실제로 시장에 가서 차량 확인 후 구매 가능)

ㅇ 자동차 매매 관련 잡지
- AUTO BLIC: http://www.blic.rs/Auto
- AUTO KLUB: http://www.jutarnji.hr/autoklub

운전면허 취득
1) 크로아티아 자동차운전면허 교환 발급 요건

ㅇ 크로아티아 체류허가(6개월 이상) 소지
ㅇ 유효한 한국 여권 소지
ㅇ 유효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종별 무관)

2) 구비서류

ㅇ 교환(발급) 신청서
ㅇ 크로아티아 체류허가(6개월 이상)
ㅇ 한국 여권
ㅇ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ㅇ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번역본(공증본 또는 인증본)
- 면허증 번역의 경우,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체검사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 크로아티아 내무부 운영 보건소, 지자체 운영 보건소 및 일부 사립 병원에서 발급 가능함.
- 크로아티아 내무부 운영 보건소(http://www.dzmup.hr/default.aspx?id=9) 및 지자체 운영 보건소(http://dzzcentar.hr/medicina-rada/medicina-rada)에서 정보 확인 가능
ㅇ 컬러사진 1매(3.0cm*3.5cm)
ㅇ 수입인지세 70쿠나
ㅇ 면허발급 수수료(일반: 151쿠나, 급행: 200쿠나, 긴급: 450쿠나)

3) 담당기관

ㅇ 크로아티아 내무부 산하 교통경찰
- 자그레브 제1교통경찰서(01-6333-410, Heinzelova ulica 98, 10000 Zagreb)
※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통경찰서에 문의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Hrvatska narodna banka) - http://www.hnb.hr
- 자그레바치카 은행(Zagrebaka banka) - http://www.zaba.hr
- 스플리트스카 은행(Splitska banka) - http://www.splitskabanka.hr
- 크로아티아 재건·개발은행(Hrvatska banka za obnovu i razvitak) - http://www.hbor.hr
- 크로아티아 우체국 은행(Hrvatska potanska banka) - https://www.hpb.hr
- 상업 은행(Privredna banka) - http://www.pbz.hr
- 라이파이젠 은행(Raiffeisen banka) - http://www.rba.hr
- 에르스테 은행(Erste banka) - https://www.erstebank.hr

계좌 개설방법
크로아티아 내 은행들 중 대형 은행에서 외국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 시외환 계좌와 현지화 계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보
통이다.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계좌에 외환만 있어도 예금 인출 시 자동으로 현지화로 환전해 예금 인출
이 가능하다.
단, 계좌 이체 등에 수수료가 비싼 편이며 여행자 수표도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고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Zagreb
도시명
커리큘럼

자그레브
영국 학제를 따름

학비

홈페이지
비고

- 유치원 : 5,600 유로
- 초등학교(Grade 1~6) : 11,200 유로
- 중학교(Grade 7~9) : 12,300 유로
- 고등학교(Grade 10~12) : 13,400유로
- 입학비 : 7,700쿠나
https://www.britishschool.hr
2013년부터 자그레브 명문 사립 초등학교인 Kreativan razvoj와 파트너쉽을 맺으면서 설립되었음

ㅇ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Zagreb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자그레브
비영어권 학생은 ESl 을 수강하거나, 영어/수학 능력평가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유치원 : 6,470 유로
- 초등학교(Grade 1~5) : 15,310 유로
- 중학교(Grade 6~8) : 16,400 유로
- 고등학교(Grade 9~12) : 16,890 유로
- 입학금 : (유치원) 500 유로, (초~고등학교) 1,500 유로
http://www.aisz.hr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ㅇ Privatna klasicna gimanzija
도시명

자그레브

커리큘럼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중시함.

학비

33,600쿠나(약 4,500유로)

홈페이지
비고

http://gimnazija-privatna-klasicna-zg.skole.hr/
크로아티아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함.

마. 병원

ㅇ Klinicki bolnicki centar Zagreb(KBC Zagreb)
도시명
주소

자그레브
Kispaticeva 12,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2388-888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Klinicki bolnicki centar "Sestre milosrdnice(KBC Sisters of Mercy)"
도시명
주소

자그레브
Vinogradska cesta 29,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2902-444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Klinicka bolnicka "Dubrava(KB Dubrava)"
도시명
주소

자그레브
Avenija Gojka Suska 6,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2902-444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대사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아레나몰
주소
홈페이지
비고

Ul. Vice Vukova 6, 10000 Zagreb, Croatia
https://www.arenacentar.hr/hr/
자그레브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서 영화관, 음식점 등이 함께 입점해 있음.

ㅇ 아베뉴몰
주소
홈페이지

비고

Avenija Dubrovnik 16, 10020, Zagreb
http://avenuemall.hr/
아레나몰보다 규모는 작으나, 역시 영화관, PC방,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어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쇼핑몰임.

- 식품점
ㅇ 돌라츠 시장(Dolac Market)
도시명
주소

자그레브
Dolac 9, 10000, Zagreb, Croatia

취급 식료품
비고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자그레브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관광명소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들도 애용한다.

ㅇ 콘줌(Konzum)
도시명

크로아티아 전역

취급 식료품
비고

대형 쇼핑몰로서, 모든 식료품 취급
크로아티아 대표 마트

- 기타 편의시설
ㅇ Riverside Golf Zagreb(골프장)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Jadranska ul. 6,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www.riversidegolf.hr/

소개

자그레브 소재 골프장

ㅇ Bowling Centar Zagreb(볼링장)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Trg Drage Iblera 10,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bowling-zagreb.hr/

소개

자그레브 시내 소재 볼링장

ㅇ Sporting Gym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Nova ves 17,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orlandofit.hr/en/

소개

자그레브 시내 소재 헬스장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신정

날짜
2019-01-01

비고

주공헌 대축일

2019-01-06

부활절

2019-04-21

부활절 후 월요일

2019-04-22

노동절

2019-05-01

그리스도 성체 축일

2019-06-20

반전체주의의 날

2019-06-22

건국 기념일

2019-06-25

추수 감사일

2019-08-05

성모 승천 대축일

2019-08-15

독립 기념일

2019-10-08

모든 성인의 날

2019-11-01

성탄절

2019-12-25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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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