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카타르는 외국인의 경우 펄(Pearl), 웨스트베이 라군(West Bay Lagoon), 알콜 리조트 프로젝트(Al Khor Resort Project) 지역 일부에
한해 구매해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외국인 거주자 사이에서는 주택을 임차해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카타
르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많은 인구가 유입돼 부동산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집값이 아랍에미리트(UAE)만큼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외국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이 지낼 만한 수준의 1인 가구 전용 스튜디오는 도하 기준 4,000~9,000리얄(약 1,098~2,472달러), 방 2개짜리 아파트는 약
12,000리얄(약 3,300달러) 내외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임차료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펄(Pearl) 및 웨스트베이(West Bay)지역이나 외국
인 학교, 녹지 공원, 쇼핑몰 인근 여부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수록 더 비싸진다.

ㅇ 주요 주택 임차 정보 사이트
- Property Finder: www.propertyfinder.qa
- Better Homes: www.bhomesqatar.com
- Qatar Living: www.qatarliving.com

스튜디오나 쉐어형식의 숙소를 구할 경우, 카타르 리빙(Qatar Living)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카타르 리빙을 통해 집
을 알아볼 경우, 사진만으로 집을 판단하기 보다 직접 방문해 내부 및 주변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조건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대부분 1~2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편이며, 렌트비는 수표(Cheque)로 지불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차 시에는 집주인 또는 부동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단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주택 임차 계약을 체결
하기 부담되는 외국인이나, 룸 쉐어를 희망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
1) 휴대 전화 이용

공항 입국장 및 주요 쇼핑몰 등 우레두(Ooredoo), 보다폰(Vodafone) 대리점에 방문해 여권을 제출하여 SIM Card(약 10달러)를 구매할
수 있다. SIM Card 구매 후 희망하는 금액의 충전식 카드(전화 및 데이터)를 구입하거나 월 정액제(Post Paid)를 가입할 수 있다.

2) 내선 전화 설치

내선 전화는 우레두 또는 보다폰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우레두 기준 기본 내선전화 설치비용은 200리얄(약 55달러)이며, 월 요금은
33리얄(약 9달러)부터 시작한다.
피크타임(6:00~23:00)에 전화하는 경우, 분당 45디르함이며, 피크타임 외 시간의 경우 분당 30디르함이 적용된다. 국제전화의 경우, 모
든 국가에 대해 피크타임과 상관없이 99디르함이 적용된다. 전화기는 우레두에서 판매하는 전화기를 사거나,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
해야 한다.

ㅇ 우레두 : www.ooredoo.qa
ㅇ 보다폰 : www.vodafone.qa

전압/플러그
카타르의 전압은 220V~240V이며, 주파수는 50Hz 이다. 플러그는 영국식 3구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다. 세탁기, 냉장고 등 모터를 사용
하는 제품은 주파수에 따라 제품 수명 및 사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자렌지의 경우 가열 불균형이나 트랜스 과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제품에 따라 변압기(트랜스)를 사용하거나, 필요 시 제조/판매사 등을 통해 주파수 부품을 바꿔서 들여온 뒤 사용할 수 있다. 플러그의 경
우 현지 주요 마트에서 제품에 맞는 어댑터나 멀티탭을 구입할 수 있다.

식수
카타르는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식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요리할 때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바로 음용하지는
않는 편이다. 카타르에서는 고객이 생수(통) 쿠폰을 구입하면 생수 공급업체에서 정수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렌탈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식수 소비량이 많지 않은 1인 가구의 경우 필요시마다 생수병을 구입해 음용하는 편이다.

생수(통) 쿠폰은 Al Manhal사 기준 18.9리터(5갤런) 물통 20개가 160리얄(44달러) 가격대로 형성돼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카타르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단기간 거주하고 떠나기 때문에 신차보다 중고차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일본차(도요타, 닛산 등)가 외국
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가격대비 내구성이 좋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다른 브랜드보다 중고차로 판매하기에 용이한
편이다. 카타르 현지인들은 가족구성원이 많은 이유로 큰 차종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오프로드가 많은 카타르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SUV 차종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1)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즉시 결제를 한다면 카타르 신분증(RP)만 필요하며, 할부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급여명세서(Salary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대출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2년에서 4년까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현지 이자율은 2~3%(한국
이자율 기준 약 5%) 사이이며, 차량 구입 시 가격의 20% 지불 후 나머지 80%에 대해 대출을 받는 형태이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차량가격의 4% 수준이다.

ㅇ 주요 신차 시세 (2021년 형, 기본형 기준)
- KIA Sportage : 68,000 리얄
- KIA Sorento : 84,000 리얄
- Hyundai Tucson : 75,400 리얄
- Hyundai Palisade : 168,000 리얄
- Toyota Rav4 : 80,000 리얄
- Toyota Land Cruiser Prado : 134,000 리얄
- BMW 3 Series 330i : 200,300 리얄
- Mercedes-Benz C Class 200 : 170,300 리얄
* 자료원 : Yalla Motors

2)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카타르리빙(Qatar Living) 및 큐모터(Q Motor) 등의 사이트에서 중고차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고
차 거래 시에는 차량 확인 및 시운전을 통해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동차 사고이력이나 정비이력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주요 중고차 시세
- KIA Sportage(2019년형, 주행거리 24,000km) : 59,000 리얄
- Hyundai Tuscon(2019년형, 주행거리 8,600km) : 63,000 리얄
- Toyota Landcruiser Prado(2018년형, 주행거리 76,000km) : 119,000 리얄
- BMW 3 Series 330i(2019년형, 주행거리 14,000km) : 149,000 리얄
- Mercedes-Benz C-class 200(2019년형, 주행거리 77,000km) : 119,000 리얄
* 자료원 : Qatar Sale (2021년 5월 확인 기준, 성능 및 사고여부 등에 따라 가격 상이)

ㅇ 중고차 거래 사이트
- 카타르 리빙(Qatar Living): www.qatarliving.com
- 큐모터(Q Motor): www.qmotor.com/en
- 카타르세일(Qatar Sale): www.qatarsale.com

차량가격
카타르에는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를 포함해 전 세계 약 70종의 자동차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 자동차별 가격 정보는 각 브랜드 매장을 통
해 확인하거나,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가격대를 확인할 수 있다.

ㅇ 얄라모터스(Yalla Motors)
- 홈페이지: https://qatar.yallamotor.com/new-cars
- 내용: 자동차 브랜드 모델별 가격 정보 제공

운전면허 취득
1) 한국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카타르 내무부는 2017년 3월부로 상호주의에 의거,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카타르 운전면허로 별도 시험 없이 교환하고 있다.

2) 한국운전면허 미소지자의 경우
RP(거주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해 현지 공식 운전면허학원에서 일정 시간 연수를 받은 뒤,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3) 국제운전면허증과 임시운전면허증
카타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은 유효한 면허증에 한해 입국 후 6개월까지 인정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렌트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차량보험회사가 개인사유차량의 경우 현지 면허증
(Full Driving License)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주재국 도착 후 6개월간 주재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국제면허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시)하나, 일선 경찰 및 보험회사, 렌트카 회사 등에서 사고 발생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과
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재국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보다 좋다. 카타르에 도착비자(On Arrival Visa)를 받
아 입국하거나 단기비자를 받아 거주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한 임시운전면허증(Temporary Driving License)을 발급받을 수
있다.

4) 현지 운전면허 발급절차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받아야 한다(수수료 16카타르 리얄). 카타르 교통국(Madinat Khalifa) 에서 당일 면허를
발급해주며 5년간 유효(갱신 가능)하다. 필요서류인 운전면허번역본 양식은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 작성 후 대사관에 방문해 공증받는다. 이후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인쇄해 인근 안경점 또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운전면허
를 신청한다. 번호표를 수령 후 진행 및 수수료를 지급(250카타르 리얄, 카드결제만 가능)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거주
자용 운전면허증(Full Driving License)과 임시운전면허증(Temporary Driving License)은 신청 서류 및 절차가 동일하며, 차이점은 거주
허가증(RP)의 제출 여부이다.

ㅇ 운전면허증 신청서류
- 운전면허 번역본(주 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운전면허증 신청서(다운로드 링크 https://hukoomi.gov.qa/en/service/apply-for-new-driving-license)
- 한국 운전면허 원본 및 사본
- 여권 사본
- 카타르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RP) 사본
- 사진 2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카타르 상업은행 (Commercial Bank of Qatar): www.cbq.qa/en/personal/pages/default.aspx
ㅇ 카타르국립은행 (Qatar National Bank): www.qnb.com
ㅇ 도하은행 (Doha Bank): www.dohabank.qa
ㅇ 알리은행 (Ahli Bank): www.ahlibank.com.qa/en/personal
ㅇ 카타르 이슬라믹 은행 (Qatar Islamic Bank): www.qib.com.qa/en/index.aspx
ㅇ 듀칸 은행(Dukhan Bank): www.dukhanbank.com

계좌 개설방법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카타르 거주허가증(RP)이 필요하며, 스폰서(고용주)의 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 레터에는 고용인의 이름, RP
상의 ID 번호 또는 여권번호, 채용일, 직종, 급여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Doha British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도하
영국식
ㅇ Pre-School: 7,565리얄
ㅇ Reception: 11,087리얄
ㅇ Year 1~6: 11,641리얄
ㅇ Year 7~9 : 15,000 리얄
ㅇ Year 10~11: 16,304리얄
ㅇ Year 12~13: 22,173리얄
* Term 기준(1년 = 3 Terms)
http://www.dohabritishschool.com
Ain Khaled Campus 기준
* 1달러 = 3.64리얄

ㅇ Americal School of Doha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도하
미국식
ㅇ Pre-KG: 34,500리얄
ㅇ KG: 57,530리얄
ㅇ Grade 1~5: 57,530리얄
ㅇ Grade 6~8: 74,816리얄
ㅇ Grade 9~12: 74,816리얄
* 1년 기준(1년 = 2 Terms)
http://www.asd.edu.qa
* 1달러 = 3.64리얄

ㅇ Newton British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도하
영국식
ㅇ KG1: 24,907리얄
ㅇ KG2: 29,495리얄
ㅇ Year 1~6: 29,495리얄
* 1년 기준(1년 = 3 Term)
http://www.newtonschools.sch.qa
Al Waab 캠퍼스 기준
* 1달러 = 3.64리얄

ㅇ Doha College
도시명
커리큘럼

도하
영국식

학비

ㅇ Year 1~6: 12,695리얄
ㅇ Year 7~11: 21,616리얄
ㅇ Year 12~13: 23,066리얄
* Term 기준(1년 = 3 Terms)

홈페이지

https://www.dohacollege.com

비고

* 1달러 = 3.64리얄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없음.

마. 병원

ㅇ Hamad General Hospital
도시명
주소

도하
Al Rayyan Road, Doha

전화번호

+974 4439 5777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ㅇ 소개: 603 병상 규모의 국립 종합병원
ㅇ 홈페이지: https://www.hamad.qa

ㅇ Al-Ahli Hospital
도시명
주소

도하
Ahmed Bin Ali Street, Doha

전화번호

+974 4489 8888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ㅇ 소개: 250 병상 규모의 민간 종합병원
ㅇ 홈페이지: http://www.ahlihospital.com

ㅇ Doha Clinic Hospital
도시명
주소

도하
Al Mirqab Al Jadeed Street, Doha

전화번호

+974 4438 4333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ㅇ 소개: 80 병상 규모의 민간 종합병원
ㅇ 홈페이지: https://www.dohaclinichospital.com

ㅇ Al Emadi Hospital
도시명
주소

도하
Al Hilal West, Doha

전화번호

+974 4466 6009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ㅇ 소개: 60 병상 규모의 민간 종합병원
ㅇ 홈페이지: https://alemadihospital.com.qa

ㅇ Aspetar
도시명

도하

주소

Al Buwairda Street, Doha

전화번호

+974 4413 2000

진료과목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

비고

ㅇ 소개: 50 병상 규모의 민간 종합병원
ㅇ 홈페이지: http://www.aspetar.com/index.aspx?lang=en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Mall of Qatar
도시명

Al Rayyan

주소

Al Rayyan, Doha

비고

2016년 개장한 쇼핑몰로 도하가 아닌 알라얀(Al Rayyan) 지역에 위치해 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
기장 중 하나인 알라얀 경기장(Al Rayyan Stadium)과 인접해있으며, 그린라인(Green Line) 전철을 이용
해 몰오브카타르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몰오브카타르는 그린라인의 마지막 정거장인 알리파(Al Riffa)역과
바로 연결돼 있다.

ㅇ Villaggio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Doha
Al Waab
http://www.villaggioqatar.com/
2006년 개장한 대형 쇼핑몰로 라스베이거스의 베네치안 호텔을 연상시키는 150m 길이의 수로가 실내에
설치돼 있으며, 곤돌라를 타고 빌라지오몰 내부 관광이 가능하다.

ㅇ Doha Festival City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Doha
Doha Express Way, Al Khisah, Doha
https://www.dohafestivalcity.com
2018년 개장한 카타르 최대 규모(약 60만㎡) 쇼핑몰이다. 대형 수퍼마켓, 다양한 브랜드 상점 및 식당가가
즐비해 있으며, 대형 가구매장 이케아(IKEA) 매장 건물과도 직접 연결돼 있어 최근 카타르 내에서 가장 인
기있는 쇼핑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및 KOTRA 도하무역관 조사 자료>

- 식품점
ㅇ 한국슈퍼(Korea Food Center, KFC)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도하
Fereej Bin Mahmoud, Doha
한국식품
홈페이지 : https://koreanfoodcentre.com/

ㅇ 비전마트(Vision Mar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도하
Al Sadd, Doha, Qatar
한국식품
홈페이지: www.vision-mart.com

ㅇ 알미라(Al Meera)
도시명
취급 식료품
비고

도하, 와크라 등
한국식품
홈페이지: www.almeera.com.qa

ㅇ 까르푸(Carrefour)
도시명
취급 식료품
비고

도하, 와크라 등
대형 식료품점(쌀, 향신료, 과일, 야채, 음료, 스낵류 등 다양하게 취급)
홈페이지: www.carrefourqatar.com

ㅇ 룰루하이퍼마켓(Lulu Hypermarket)
도시명
취급 식료품
비고

도하, 와크라, 알콜 등
대형 식료품점(쌀, 향신료, 과일, 야채, 음료, 스낵류 등 다양하게 취급)
www.luluhypermarket.com/en-qa/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및 KOTRA 도하무역관 조사 자료>

- 기타 편의시설
ㅇ 도하골프클럽(Doha Golf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도하
West Bay Lagoon, Doha (Near Lusail City)
https://www.dohagolfclub.com
골프장

ㅇ 에듀케이션시티골프클럽(Education City Golf Club)
도시명

도하

주소

Education City, Doha

홈페이지

https://www.ecgolf.com/

소개

골프장

ㅇ 카타르볼링센터(Qatar Bowling Centre)
도시명

도하

주소

Al Khaleej Street, Doha

홈페이지

https://www.qatarbowlingcenter.net

소개

볼링장

비고

이용 요금: https://www.qatarbowlingcenter.net/rates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및 KOTRA 도하무역관 조사 자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스포츠 데이(National Sports Day)

2021-02-09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한 공휴일로,
스포츠데이에는 코니시, 공원 등에서 각종 체육활동과 관련한 행
사가 개최되고 있다.

이드 알 피트르(Eid Al Fitr)

2021-05-13

2021년 5월 13일 ~ 16일
금식월인 라마단(Ramadan) 기간의 성료를 기념하는 휴일

2021-07-19

2021년 7월 19일 ~ 7월 21일
이슬람력으로 12월 8일~10일 행해지는 메카 성지순례가 끝나고
열리는 축제로, 이슬람력 관측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2021-12-18

카타르 내셔널 데이는 원래 1971년 9월 3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을 기념하며 9월 3일 제정되었으나, 2007년 6월 발표된 국왕령
(Emiri Decree)에 따라 12월 18일로 변경되었다. 새로운 내셔널
데이는 카타르의 역사를 더욱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셰이크
자심 빈 모하메드 빈 타니(Sheikh Jassim Bin Mohammad Bin
Thani)는 카타르의 건국자로 내셔널 데이는 1878년 카타르의 건
국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 건국자의 날(Founder's
Day)로도 알려져 있다.

이드 알 아드하(Eid Al Adha)

내셔널데이(Qatar National Day)

<자료원 : Publicholidays.qa, 현지 정부 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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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