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ㅇ 주택 임차 방법

도미니카공화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별도의 중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들도 주요 활동지역 및 특화 분야가 있으므로, 적절한 에이전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성격을
미리 정의하는 것이 좋다. 주택의 타입(아파트,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위치(직장, 학교 등 주요 시설과의 거리 고려), 필수 시설(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주요 부동산 포탈 사이트(www.remaxrd.com, https://mudate.net 등)에서 검색할
경우, 원하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포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확인한 경우 해당 에이전트와 접촉하여 본인의 선호 사항을 설명하고 유사한 물건들을 추가로 확보
해 오도록 요구하면 효율적이다. 에이전트가 후보 물건을 추려오면, 약속 시간을 정해 후보지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결정하면 된다.
중개 에이전트를 통해 임대료 협상 및 추가 조건(가구, 집기, 계약기간 등) 협의도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계약기간이 2년 이상
인 경우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임차료 자동 인상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대주와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차료에는 공동관리비까지 포함되며, 전기료 등 유틸리티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다. 구축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
로 해당 서비스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서비스 계약자 명의는 유지하되 입주일을 기산점으로 임차인이 해당 비용
을 부담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올 수 있다. 서비스 계약자 명의를 유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신축 또는 장기간 비어있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기, 수도 등의 공공서비스가 차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연결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여 입주 이후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한인들은 전통적인 중산층 거주지역인 베야비스타(Bella Vista) 지역과 대사관 인근인 까시까스고(Cacicazgo), 쇼핑센터와 식당, 아파트
들이 많이 들어선 신흥 개발지역 나코(Naco), 피안티니(Piantini) 지역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ㅇ 주택 임차시 유의사항

- 24시간 경비 및 비상발전기 설치 여부 확인

도미니카공화국은 치안과 전력사정이 불안정하므로 경비와 단지 내 비상발전기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24시간 경비가 상
주하면서 차량 및 입주민 출입을 통제하는 곳으로 임차하여 안전사고 및 도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발전기가 없을 경우 정전
시 냉방기나 냉장고의 사용이 중단되거나, 양수 펌프의 가동이 중단돼 상수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등 생활에 불편이 올 수 있으므로 비
상발전기 설치는 필수이다.

- 인벤토리 및 사전점검 철저

통상적으로 임차계약 시 2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별도의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동 금액은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임대주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반환 거부 사유가 입주 동안 임차인에 의한 집기 분실, 주택 훼손 등에 대한 원상 복구비용 발생이므로, 주택 임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 서명 및 열쇠 인계 직전에 임대주, 중개업체와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한 인벤토리 및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추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가구와 집기가 포함된 임차 계약의 경우 품목별 수량과 브랜드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여 양자가 확인 서명하도
록 하고, 시설상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계약 일자를 조정하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거나, 해당 사항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경미한 하자로서 입주 및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임대주와 협의로 하자를 명시(내용 기재, 사진촬영 등)하고 퇴거 시 해당 하자에 관
해 임차인 면책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큰 하자의 경우, 입주 후 수리를 약속할 경우 처리가 늦어지는 경
우도 있으므로, 하자보수 완료 후로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를 늦추는 편이 낫다.

퇴거 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불가피하게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주가 제시한 복구비용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별도로 견적을 확보하여 이의 제기 및 협상하여 손실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화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일반 유선전화 사용이 감소하였으나, 통신사에서 출시하는 인터넷, 케이블TV, 유선전화 복합 상품이 인터넷, 케이블
TV 등을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복합상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Claro와 Altice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며, 이 외에 중소형 통신 서비스사로 Viva Telecom, Wind
Telecom에서도 인터넷-TV, 인터넷-유선전화 등의 복합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전화, 인터넷,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5일 이내에 설치 기사가 사전 연락 후 방문하여 설치한다. 거주지
역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인터넷 속도, 케이블 TV 옵션 등)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을 위해 접수원에게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현지 거주증이 없더라도 여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핸드폰은 선불 요금제인 Prepago와 후불제 Postpago로 운영된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후불제 USIM 카드를 구입하여 체류 기간 및 용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 후 사용하면 되며, USIM카드 구
입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USIM카드 구입 후 충전금액을 활용하여 인터넷 무제한 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유선통화료가 발생하지 않고 SNS를 이용한 무료통
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다.

인터넷 무제한 이용권은 1일권(50페소, 약 U$1), 3일권(95페소, 약 U$2), 5일권(140페소, 약 U$2.8) 등으로, 사용량에 제한을 두는
요금제 대비 저렴하다.

전압/플러그
일반 가정용 전원은 110V 60Hz를 기본이며, II 자형 소켓을 사용한다. 프리볼트 가전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을 콘센트 어댑터
만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으나,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력 소비량이 큰 제품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강압기(220V → 110V용)를 사
용하는 것이 좋다.

식수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돗물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음용수뿐 아니라 끓여서 사용하는 조리수의 경우도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집 주변의 미니마트인 콜마도에서 보테욘(Botellon)이라고 하는 5갤런짜리 플라스틱 통에 든 물
을 배달받아 냉온수기나 거치대에 꽂아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용 정수기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신차, 중고차를 막론하고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명의 이전, 번호판 발급 등과 같은 절차를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차량의 등록부를 확인하여 담보설정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차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 설정이 해제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거나 다른 차량을 알아보는 편이 좋다. 또한, 경찰청 산
하의 Plan Piloto라는 기관을 통해 해당 차량의 도난 여부, 차대번호 일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약 1주일 소요).

계약 체결 후에는 국세청에 차량 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딜러를 통한 거래인 경우 해당 이전 절차를 딜러가 대행한다.

- 구비서류: 매도인/매수인 정보가 명시된 차량매매계약서(변호사 공증 필),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사본(양면), 매도인 명의의 차량등록
증, Plan Pilot에서 발행한 차량
- 소요비용: 이전등록세(차량 가격의 2%), 차량등록부 발급비용 RD $100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등록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등록세에 대하여 첫 1개월 차에 10%, 이후 납부 시까지 매월 4%의 과태료가 가
산되며, 1.1%의 연체 이자도 부과된다.

차량가격
중산층의 경우 도로사정, 강수 등 기후 환경을 고려하여 SUV 차종을 선호하는 편이나, 자금 여력이 낮은 서민층은 해외에서 택시, 렌터카
등으로 사용되다가 수입된 중고 승용 차량을 선호한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가성비 측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차량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차량 가격 및 연료품질 수준으로 인해 현지에서 디젤차량의 수요와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대표적인 차량 검색 포털 사이트인 SuperCarros (https://www.supercarros.com/)에서는 지역별 주요 딜러, 신차 및 중고차의 연식/모
델별로 차량 가격 검색이 가능하다. 딜러별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파이낸싱 조건까지 동시에 비교 검색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회한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은 다음과 같다.
중고차의 경우 마일리지, 차량의 기존용도(택시, 렌터카), 색상(주황색 서울 택시 여부 등)에 따라 동일 차종이라도 가격 차가 많이 발생한
다.

ㅇ Santa Fe 2021, 2.4, 7인승, 가솔린, 2WD
- 상표 및 중고차 여부: 현대, 신차
- 가격: US$40,900~ US$59,900 (옵션 여부, 세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판매업자별 포스팅 가격 다름)

ㅇ Santa Fe 2020, 2.2, 7인승, 디젤, 4WD
- 디젤차량 매물 없음

ㅇ Sonata 2018, 2.0, LPG, 주행거리 미공개
- 상표 및 중고차 여부: 현대, 중고차
- 가격: DOP645,000 (LF 소나타)~ DOP970,000(SE 소나타)

ㅇ K5 2018, 2.0, LPG, 주행거리 미공개
- 상표 및 중고차 여부: 기아, 중고차

- 가격: DOP555,000 (주황 택시) ~ DOP740,000

운전면허 취득
ㅇ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영문 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지 출장 또는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올
경우 국내 운전면허 보유자는 출국 전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오는 것이 좋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90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 적법한 국내 체류비자 확보 후 국내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아래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내용 참조)

ㅇ 현지 운전면허 취득 방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운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구비서류를 제출 후 시력검사, 도로교육 강의
수강, 필기시험을 거쳐 필기시험 70점 이상 득점 시 임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 탈락 시에는 16일 이후 200페소의 응시료를
내고 재응시할 수 있다.

- 발급기관: 교통국(INTRANT)
- 구비서류: 신분증, 신원조회서(무범죄증명), 신청료 납입 영수증(교통국 건물에 입주해 있는 BanReservas 은행에서 징수 및 발행)
- 소요비용: RD $1,890 + 신원조회서 발급비용 RD $600

임시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면허증을 보유한 동반자 탑승 하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임시면허 발급 후 16일 차부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 응시료는 1,490페소이며, 합격 시 4년짜리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임시면허증의 효력은 6개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1,200페소를 납부하고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최초 6개월 및 6개월 연장 기간을 합산하여 총 1년까지 유효하며, 1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임시면허증 발급부터 모든 과
정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임시면허증과 정식면허증 발급 시 현장에서 직접 사진 촬영하므로, 별도로 사진을 준비해 갈 필요가 없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운전
면허증에 운전자의 혈액형을 표기하는데, 이를 위해 교통국에서 채혈검사를 한다. 원하지 않을 경우 적십자 등에서 발급한 혈액형 증명서
(헌혈 증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

ㅇ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합법적인 거주허가(Permiso de residencia)를 취득한 사람은 교통국(INTRANT)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기관: 교통국(INTRANT)
- 구비서류: 유효한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에 대한 대사관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도미니카공
화국 외교부 공증필), 거주허가증 사본, 근로계약서, 공증비용 지불 영수증(교통국 건물에 입주해 있는 BanReservas 은행에서 징수 및 발
행), 세금 및 서비스료 지불 영수증(교통국 건물에 입주해 있는 BanReservas 은행에서 징수 및 발행)
- 소요비용: RD $950

사진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므로 별도로 준비해 갈 필요가 없으며, 혈액형 확인을 위한 채혈검사를 원치 않을 경우 적십자 등에서 발급한
혈액형 증명서(헌혈 증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BanReservas(www.banreservas.com)

1941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은행으로 국책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 298개 지점, 737개의 현금 자동인출창구를 운영 중이다.

ㅇ Banco Popular Dominicano(www.popularenlinea.com)

도미니카공화국 최초, 최대의 민간상업은행으로 1963년 설립되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 184개 지점, 1,024개의 현금 자동인출창구
를 운영 중이다.

ㅇ Banco BHD Len(www.bhdleon.com.do)

2014년 Centro Financiero BHD와 Grupo Financiero Len 합병으로 출범한 민간상업은행으로 Banco Popular Dominican에 이은 전
국 2위 민간은행이며, 2020년 말 기준 전국 129개 지점, 727개의 현금 자동인출창구를 운영 중이다.

도미니카공화국 내 한국계 은행은 없으며, KEB 하나은행 파나마 지점에서 현지 기업 대상 여신 업무를 일부 취급하고 있다.

* 주요은행 지점/ATM창구 수 출처: 각 은행 2020년 운영실적 보고서(21년 기준 최신자료)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는 크게 저축예금(Cuenta de Ahorro)과 당좌예금(Cuenta Corriente) 계좌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저축예금은 잔고 범위 내
에서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송금 및 입출금이 가능하며, 당좌예금은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외에 일련번호가 표
시된 별도의 수표책을 활용한 지급도 가능하다. 단, 계좌 유지비용이 저축예금보다 높고, 잔고를 초과하여 수표가 발행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지화는 저축예금 및 당좌예금 개설이 가능한 반면, 외화 계좌의 경우 저축예금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이 비교적 간단한 BanReservas 은행의 경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다.

ㅇ 개인계좌: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최초 예치금(현지화 저축예금: 최소 500페소, 현지화 당좌예금: 최소 2,000페소, 미
화: 최소 300달러)
ㅇ 회사계좌: 신청서(계좌 서명권자 명시), 회사 관계 서류(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대표자 혹은 주주들의 신분증, 최초 예치금
(현지화 저축예금: 최소 500페소, 현지화 당좌예금: 최소 7,000페소, 미화: 최소 300달러)

Banco Popular 은행의 경우, 요구 서류가 좀 더 복잡하며 심사과정이 까다롭다.

ㅇ 개인계좌: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재정능력 입증서류(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서, 잔고증명 등), 최초
예치금(현지화 저축예금: 최소 500페소, 현지화 당좌예금: 최소 2,000페소, 미화: 최소500 달러)
ㅇ 회사계좌: 회사 관계 서류(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정관, 국세청 증명서 등), 대표자 혹은 주주들의 신분증, 계좌개설 및 서명권자를 의
결한 주주총회 의결서, 최초 예치금(현지화 저축예금: 최소 500페소, 현지화 당좌예금: 최소 10,000페소, 미화: 최소 1,000달러), 외국
기업의 경우 본국의 모기업 설립 서류(해당국 소재 도미니카공화국 영사관의 영사 인증 필, 영사관 부재 지역은 외교부 확인필), 본국 정부

가 발행한 기업 설립확인서 원본, 도미니카공화국 내 계좌 개설 및 서명권자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의결서, 2건의 커머셜 리퍼런스(고객사
등) 추가 제출 필요.

최초 예치금 외에, 계좌 종류별로 최저 잔고 기준 금액이 따로 있으며, 잔고가 최저 기준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은행 수수료가 비싼 편이며, 카드사용 또는 온라인 송금 등 은행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의 0.15%의 세금이 별도로 발생
한다.

계좌 개설 절차 및 필요 서류, 소요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조건이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계좌개설을 희망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정확한
구비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요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계좌개설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은 해당 은행에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캐롤 모건 스쿨(Carol Morgan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현지의 대표적인 국제학교로서 스페인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유치부 1년 / 초등학
교 1~5학년 / 중등학교 6~8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진행된다. 컴퓨터실, 과학실 등 다양한 수업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체육, 음악, 댄스
, 미술 등의 방과 후 수업도 진행된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장 비싼 학교로, 2021-2022학년도 기준
기부금 US$6,300 (가족당 1회, 자녀수 무관),
입학금(최초 입학시 1회, 유치원~고등학생 US$6,500~US$10,995, 3자녀시 저학년 1자녀 면제),
수업료(매년 납부, 초등 US$17,875~고3 US$21,325)
이 외에 Optimal Learning Center 수업료 (레벨에 따라 반기 US$395~US$825) 등 부대비용 발생
6년 이상 장기 재학생에게는 재학기간에 따라 2~10% 수업료 할인 적용
https://www.cms.edu.do/
담당자 : Thairy Tiburcio
전화: +1-809-947-1000
이메일 : admissions@cms.edu.do

ㅇ St. George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산토도밍고
학제는 유치부 1년 / 초등학교 1~5학년 / 중등학교 6~8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학급당 학생 수는 보통 16-20명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 수업에 IGCSE(Cambridg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체육, 음악 등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며 토론 클럽도 있다.
2021년 5월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교과과정을 화상수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2022학년도 기준
입학금(최초 입학시 US$2,000, 가족당 1회, 자녀수 무관)
수업료(매년 납부, 초등 US$12,808~고등 US$16,432)
이외에 특별수업 등 별도 비용 발생

홈페이지

비고

http://stgeorge.do/
담당자 : Desiree Gomez
전화: +1-809-562-5262
이메일 : info@saintgeorge.do

ㅇ St. Michae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이며, 하루에 7개의 수업을 듣는다. 정규수업 외에도 리더십 프로그램, 모의 유엔
(MUN)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1년 5월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교과과정을 화상수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2022학년도 기준
입학금(최초 입학시 1회, 유치원~고등학생 US$1,900~US$2,500)
수업료(매년 납부, 초1 US$7,850~고등 US$9,975)
이외에 외국인 학생의 경우 ESL(US$500)을 추가로 수강해야 함
https://sms.edu.do/
담당자 : Farah Vidal
전화: +1-809-563-1707
이메일 : fvidal@sms.edu.do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 현지학교
ㅇ Colegio Bilingue New Horizon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Bilingue 학교로서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교민 자녀들이 상당수 수학하고 있는 사
립학교다. 도미니카공화국 중산층 자녀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스페인어 과목 및 일부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페인어 및 영어 학습 향상에 효과적이다. 유치부 1년 / 초등학교 1~5학
년 / 중등학교 6~8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체육, 미술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도 진행한다.
2021년 5월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교과과정을 화상수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2022학년도 기준
입학금(최초 입학시 1회, 유치원~고등학생 US$1,027~US$2,469)
수업료(매년 납부, 초등 US$5,135~고등 US$12,345)
https://cbnh.edu.do/
담당자 : Lorena Basilis
전화: +1-809-533-4915
이메일 : info@gcnewhorizons.net

ㅇ Colegio San Judas Tadeo
도시명

산토도밍고

커리큘럼

유치부 1년 / 초등학교 1~5학년 / 중등학교 6~8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영어 수업을 제공한다.
2021년 5월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화상수업과 일부 출석수업을 병행하고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anjudas.edu.do/

비고

가톨릭 재단 학교. 동 학교 홈페이지 링크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으나, 국내 접속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담당자 : Niurka Marte
전화:+1-809-368-0055
이메일 : sanjudas@sanjudas.edu.do

ㅇ MLC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Bilingue 학교로서 수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며 4주간의 여름캠프도 진행돼 신청 시 수
학, 영어 등 추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비는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
2021년 5월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교과과정을 화상수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의처 : Christopher Suazo, christophersuazop@mlc.edu.do
https://www.mlc.edu.do/
전화: +1-809-566-4775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연결>

마. 병원

ㅇ Clinica Corazones Unidos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alle Padre Fantino Falco 21,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67-442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24시간 운영

ㅇ CEDIMAT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edimat, Av Ortega y Gasset,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65-9989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24시간 운영

ㅇ Centro Medico Real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Av. Romulo Betancourt 515,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37-394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24시간 운영
<자료원 :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블루몰(Blue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Av. Winston Churchill No.80, Santo Domingo
https://www.bluemall.com.do/
상류층 공략 쇼핑몰로 Louisvuitton, Cartier와 같은 명품부터 Mac, L'occitane과 같은 화장품 그리고
Zara, Bershika 등 의류브랜드까지 다양한 중·고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다. 푼타카나에도 지점이 있다.

ㅇ 아고라몰(Agora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Av. John F. Kennedy esq. Av. Abraham Lincoln, Santo Domingo
https://agora.com.do/
중상류층을 위한 쇼핑몰로 2012년에 생긴 백화점이다. 카페, 가구점뿐만 아니라 Zara, Zara Home,
Mango, Bershka, Pull&Bear, Victoria secret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제일 높은 층인 4층은
한국과 같은 푸드코트가 자리해 있다.

ㅇ 다운타운센터(Downtown Center)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Av. Nunez De Caceres Esq. Romulo Betancourt, Bella Vista, Santo Domingo
http://www.downtowncenter.com.do/
1층에는 마트(Carrefour)와 Mac, Swarovski, Zavekia, epk와 같은 브랜드들이 입점해있으며, 최근
Coway도 입점함. 2층에는 pizzarelli, green bowl 등의 푸드코트와 영화관(Carribean Cinema)이 있다.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 식품점
ㅇ 코리안마트(K-Food Antenna Shop)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산토도밍고
D.N, Av. Sarasota #110 casi esq. 12 de julio, local #4, Santo Domingo 10114
김치, 라면, 컵반, 김, 한국 과자, 음료수, 소주
산티아고에 2호점, 산토도밍고 NACO지역에 3호점 운영
월요일~금요일 09:30~20:00, 토요일 9:30~19:00
일요일 휴무
*단, 코로나19 이후 통행금지 시간 조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수시 변동되고 있으며, 2021년 5월 기준 영업
시간은 월~금 09:00~209:00, 토 09:00~19:00로 임시 조정 운영중

ㅇ 나씨오날(Nacional)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산토도밍고
Avenida 27 de Febrero esq. Abraham Lincoln, La Esperilla, Santo Domingo 10108
각종 열대과일, 채소류, 육류 등 모두 취급하는 대형마트
월요일~토요일 08:00~22:00
일요일 09:00~20:00 오픈
*단, 코로나19 이후 통행금지 시간 조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수시 변동되고 있으며, 2021년 5월 기준 영업
시간은 월~금 07:00~22:00, 토 07:00~21:00, 일요일 07:00~20:00로 임시 조정 운영 중이며, 매일
07:00~08:00는 65세 이상/임산부/보건업종사자 전용

ㅇ 브라보(Brav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산토도밍고
Av. Winston Churchill 202, Santo Domingo
각종 열대과일, 채소류, 육류 등 모두 취급하는 대형마트
월요일~토요일 07:00~00:00 오픈
일요일 휴무
*단, 코로나19 이후 통행금지 시간 조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수시 변동되고 있으며, 2021년 5월 기준 영업
시간은 월~금 05:00~22:00, 토 05:00~21:00로 임시 조정 운영중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ㅇ 카야코아 골프클럽(Cayacoa Golf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산토도밍고
Carretera a Palamara, Santo Domingo
http://cayacoagolf.com/

소개

산토도밍고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골프장이다.

비고

한인골프회 활동 거점

ㅇ 나코클럽(Naco Club)
도시명

산토도밍고

주소

Calle Gracita Alvarez esquina, Calle Salvador Sturla, Santo Domingo 10122

홈페이지

http://www.instagram.com/clubnacord
유도, 풋살, 수영, 탁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도팀 등 전문 체육클럽을 운영하는 도미니
카공화국 고급 스포츠 사교클럽

소개

ㅇ 바디샵(Body shop)
도시명

산토도밍고, 산티아고, 푼타카나

주소

Bella Piazza, Avenida Sarasota, Calle Bohechio, Santo Domingo 10111

홈페이지

http://www.clubbodyshop.com/

소개

개인 트레이닝, 사이클링, 스쿼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형 스포츠센터

비고

산토도밍고 3개 지점, 산티아고, 푼타카나 각1개 지점 운영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신년

날짜

비고

2021-01-01

신년 (요일 변동 없음)

동방박사의 날

2021-01-04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준 것에서 유래, 부모가 자녀에
게 선물하는 날로 서양의 어린이날이라고 볼 수 있음 (1월 6일을
월요일인 4일로 이동 휴무)

알타그라시아 성모의 날

2021-01-21

도미니카 공화국 수호성녀 기념일 (요일 변동 없음)

두아르테 기념일

2021-01-25

독립영웅인 두아르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1월 26일을 월요일
인 25일로 이동 휴무)

독립기념일

2021-02-27

1844년 아이티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 (요일 변동 없음)

성 금요일

2021-04-02

부활절 연휴

노동절

2021-05-01

요일 변동 없음

그리스도 성체축일

2021-06-03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성체성사의 제정 등을 기념하는
카톨릭 공휴일 (요일 변동 없음)

공화국 수복 기념일

2021-08-16

1844 아이티로부터 독립 후 1861년 도미니카공화국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편입시키기로 자원하는 조약에 서명한 Pedro Santana
장군의 조치에 대응하여 그레고리오 루페론(Gregorio Lupern)
장군이 수복전쟁을 선포한 날(1863.8.16) 기념 (요일 변동 없음)

메르세데스 성녀축일

2021-09-24

메르세데스성녀를 기리는 카톨릭 휴일 (요일 변동 없음)

제헌절

2021-11-06

1844년 11월 6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

크리스마스

2021-12-25

요일 변동 없음

<자료원 : El Ministerio de Trabajo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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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