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ㅇ 주거지역 등급 고려

콜롬비아는 주거 지역에 따라 등급이 1~6등급으로 나뉘는데 이를 에스트라토(ESTRATO)라고 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고급 주거지역에 속
하며, 등급에 따라 수도세, 가스, 인터넷 비용 등이 차이가 난다. 또 해당 지역의 물품가격도 차이가 있다.

ㅇ 주요 주택 중개 사이트

직접 원하는 구역에서 Arriendo라고 광고하는 아파트를 찾아 전화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지역, 등급과 평수를 지정해서
주거지를 고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fincaraiz.com.co 와 metrocuadrado.com이 있다.

ㅇ 주택 임차 과정
① 주택 방문 : 주인이나 중개인과 시간을 정해서 직접 방문해서 집을 확인한다.
② 신청서 제출
- 임대물의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을 때 바로 신청서류(requisitos)를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분 보험
회사를 선임하여 계약을 진행한다. 재직 증명서와 3개월 치 은행 거래 내역(보통 임차 금액보다 2배 이상의 입급내역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다)과 보증금을 내면 된다.
- 보험회사가 없는 경우 재직 증명서, 3개월 치 은행 입금 내역서와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인의 경우도 재직 증명서와 세달 치 은행 입
금 내역 혹은 보증인 본인 명의의 집문서가 필요하다. 중개인을 통할 경우 서류는 비슷하지만, 신청자 순서대로 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이전에 제출한 사람에게 임차권이 넘어갈 수 있다.
③ 보증금 및 임차료 지불: 보증금은 보통 보험회사를 선임하여 계약을 진행할 경우 지불한다. 6개월 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야 하며, 계약이 끝났을 경우 집주인과 집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계약만료 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임차료는 보통 1달에 한 번 지불하지만 집주인과 상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전화
가까운 통신사나 인터넷회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의 인터넷 회사가 전화, 인터넷, TV를 함께 사용하는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모션
을 하고 있으므로 Claro, Movistar, ETB 등 업체에 문의해서 신청하면 설치기사가 약속된 날짜에 설치하러 온다. 다만 주거 지역에 따라
해당 회사 중 회선을 깔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110V이며, 플러그는 미국식이나 가전제품마다 3구식인 것도 있다. 철물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어댑터를 사서 사용하면 된다.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프리볼트 제품이 아니면 변압기가 필요하다.

식수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브리사, 크리스탈, H2OH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와 탄산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요리를 할 때도 생수를 이용하거나 수도를 정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콜롬비아는 온·오프라인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있다.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차종과 가격, 연식을 넣으면 등록된 차들을 보고 중고차 전
문매장 혹은 개인과 직접 거래를 통해 구매하면 된다. 콜롬비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는 쉐보레, 닛산, 르노가 있다.

차량가격
콜롬비아는 자동차가 비싼 편이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차를 보유하여도 이틀에 한 번 꼴로 운행이 가능
하다.
요즘 소비자 경향은 새차를 구입하기 보다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수리해서 사용하는 추세로 중고차 시장이 활발하다.

ㅇ 중고차 매매 사이트
- 뚜까로: www.tucarro.com.co
- 까로야: http://www.carroya.com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국제면허증으로 최대 1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또 면허증이 없더라도 외국인 신분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 운전면허취
득 학원에 등록해서 면허를 딸 수 있다. 기초필기 30시간과 기능주행연습 20시간과 건강검진을 받으면 바로 현지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 2018년 9월 한국-콜롬비아 상호협정이 체결돼 국제 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bancolombia은행: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은행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
ㅇ Davivienda은행: 최근 성장 중인 은행으로 파나마, 미국 등 해외 지점이 있다.
ㅇ Scotia은행: 캐나다 은행으로 Citi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계좌 개설방법
콜롬비아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각종 사업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계
약서, 개인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으면 계좌를 열기 어려울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Anglo Colombian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보고타
콜롬비아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으며, 특히 예술교육 과
정이 유명하다.
1년에 약 4,860달러
https://www.angloamericanobogota.edu.co/

ㅇ Prekinder en el Colegio San Jorge de Inglaterra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보고타
콜롬비아 국민 및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로 유치원에서 초등교육과정만 운영한다.
1년에 약 9,000달러
https://www.sgs.edu.co/wps/portal/bienvenidos-estudiantes-de-prekinder/

ㅇ Colegio Nueva Granada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보고타
콜롬비아 국민 및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하교 과정까지 있으며, 일반교육 과정외에도
언어치료 등 특수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년에 약 10,000달러
https://www.cng.edu
<자료원 :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 현지학교
ㅇ Colegio Santa Francisca Romana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보고타
카톨릭 학교로 여학생만 입학이 가능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다.
1년에 약 8,000달러
https://csfr.edu.co/es

ㅇ Colegio Los Nogale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보고타
초등부터 고등교육 과정이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과정 외에도 컴퓨터공학, 영어/프랑스 문학, 경제학 등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1년에 약 7,130달러
https://www.nogales.edu.co/

<자료원 :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마. 병원

ㅇ 산타페 병원
도시명
주소

보고타
Cra7#116

전화번호

+57 1 603 0303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마를론 베세라 치과
도시명

보고타

주소

Calle 93#13-45

전화번호

+57 1 746 1111

진료과목

치과

비고

약 30개의 분점을 소유하고 있다.

ㅇ 레이나 소피아 병원
도시명

보고타

주소

Calle 127#20-78

전화번호

+57 1 6252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안디노 백화점(C.C.Andino)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보고타
Avcra 11#82-71
https://www.centroandino.com.co

비고

보고타의 고급 백화점 중 하나로 다른 백화점과 다르게 해외 유명 고급 브랜드 매장이 있다.

ㅇ 파르케 콜리나(Parque Colin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보고타
Calle 138 con Av Boyaca
https://www.parquelacolina.com/
비교적 새로 건축된 백화점으로 크기가 크고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ㅇ 우니센트로(Unicentro)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보고타
Avcra 15#124-30
http://www.unicentrobogota.com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볼링장이 있다.

<자료원 : 각 백화점 홈페이지>

- 식품점
ㅇ 팔로케마오 농수산시장(Paloquema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보고타
cra22 # 19
과일, 생선, 고기, 채소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보통 외국인들에게는 2~3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제시하므로 흥정을 잘해야 한다. 또한 시장 주변에 범
죄가 잘 일어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ㅇ 줌보 슈퍼마켓(Jumb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보고타
calle 113#9 Santa Ana
대형 마트로 식료품부터 의류 등 다양한 품목 구입이 가능하다.
김, 뻬뻬로 등 일부 한국, 일본 식품도 구입 가능하다.

ㅇ 이페르마르 수입마트 (Hipermar)
도시명
주소

보고타
Calle 69#19-53

취급 식료품
비고

냉장·냉동 수산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아시아 식재료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마트이다.
라면과 고추장, 된장, 두부, 당면, 간장, 참기름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자료원 : 보고타 무역관 자체조사/KOTRA 보고타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ㅇ 크로스 핏 (Cross Fit)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보고타
cra13 #86A-51
https://crossfitbogota.com/

소개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로 보고타에만 1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19로 입장 인원 수에 제한이 있다.

ㅇ 리가 데 테니스 데 보고타(Liga de tenis de bogot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보고타
Avcra 68 #63
https://www.ligadetenisdebogota.com
테니스 전용 연습장이다.

ㅇ 콤펜사르 종합 센터(Compensar)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보고타
Avcra 68 #49A-47
https://plancomplementario.compensar.com/sedes/Paginas/sede-av-68.aspx

소개

수영, 축구, 탁구, 볼링 등 여러 운동을 전용 운동장에서 싼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비고

코로나19로 입장 인원 수에 제한이 있다.

ㅇ 카히카 링콘 골프 클럽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카히카
Km. 26 Carretera Central Norte Via Sop
https://www.clubelrincon.com/
보고타 근교 카히카에 위치한 골프클럽으로 골프 외에도 테니스, 수영, 축구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
되어 있다.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1-01-01

동방박사의 날

2021-01-11

세 명의 현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날

성요셉의 날

2021-03-22

성모 마리아의 배필인 성 요셉을 기념하는 날

부활절

2021-04-01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사망 후 사흘만에 부활했음을 기
념하는 부활주의 성 목요일

부활절

2021-04-02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사망 후 사흘만에 부활했음을 기
념하는 부활주의 성 금요일

노동자의 날

2021-05-01

주님 승천 대축일 날

2021-05-17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 하늘나라로 올라갔음을 기리는 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1-06-07

예수 그리스도의 몸(성체)과 피(성혈)로 이루어진 성체성사의 제
정과 신비를 기념하는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

2021-06-14

예수의 성심[聖心]을 공경하는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2021-07-05

로마에서 순교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두 사도를 기리는 축일

콜롬비아 독립일

2021-07-20

보야카 전투의 날

2021-08-07

1819년 시몬 볼리바르가 보고타 인근 보야카 다리에서 스페인 왕
실군을 격파하고 보고타를 탈환하게 된 상징적인 전투로 콜롬비
아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빚나는 승리로 기록되는 날

성모 승천의 날

2021-08-16

성모 마리아가 생애를 마친 후 육신과 영혼이 하늘나라로 들어 올
림받은 날을 기리는 축일

인종의 날

2021-10-18

일명 콜롬부스의 날로 크리스토퍼 콜롬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
기념일이나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인이 처음 만날 날로 아메리카
원주민 지배에 대해 비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모든 성인 대축일

2021-11-01

가톨릭 기념일로 순교자와 사도 등 모든 성인들과 신자들을 기념
하는 날

카르타헤나 독립일

2021-11-15

카르타헤나는 콜롬비아 도시 중 스페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첫
번째 도시( 카라카스에 이어 남미 두번째)로 콜롬비아 독립전쟁의
신호탄이 된 날

원죄없이 잉태하신 마리아의 날

2021-12-08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떄 원죄가 없었다는 것을 기
리는 날

성탄절

2021-12-25
<자료원 : Calendario de colombia, wikipedia,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 인터넷 굿 뉴스 가톨릭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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