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방글라데시에서는 주택을 구하는데 있어 치안 상태와 수도 및 전기 공급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굴샨,
바리다라, 버나니)의 경우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임대인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ㅇ 방문 확인
- 방글라데시에는 최근 6~10층 높이의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으나, 외국인이 거주할 만한 아파트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편이다.
지역, 평수에 따라 임차료 차이가 많이 난다. 주택 임차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임차가 가능한 집의 경우 집 앞에 'To Let'이라고 붙여놓
고 전화번호를 남겨놓는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 직접거래도 할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규모가 영세하여 단순히 소
개 정도의 업무에서 머물고 있고 대부분 큰 금액의 소개비를 요구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주택 임대물 검색이 불가능하여 최대한 발품
을 팔아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거주 가능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원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치안 및 편의시설, 수도 및 전기 공급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전화
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데이터 로밍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장이 빈번한 경우 현지에서 데이터 사용옵션이 포함
된 심 카드를 구매해서 충전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심 카드만 교체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데, 국내 및
해외 통화료 모두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2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2구와 3구 콘센트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한국 제품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에 해당
하므로 현지에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며, 2구→3구 어댑터는 현지 구입 가능하다. 전압이 불안정해 200~240V 범위를 수용하는
제품이 수명이 오래 가며 전압에 민감한 전자제품(냉장고, 오디오, 컴퓨터 등)은 Automatic Voltage Regulato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는 12월부터 1월까지의 겨울철에는 전력 수급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만 연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름철에는 심할 때는 하루에도 서
너 번씩 정전이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 자가 발전기를 비치하고 있다.

식수
상수도 처리가 미흡한 방글라데시의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하며 반드시 Bottled Water를 음용해야 한다. 양치질할 때도 호텔에
서 제공하는 Bottled Water를 사용해야 한다. 다양한 미네랄워터가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
용하는 상표는 Aquafina, 사무라이(Samurai), Mum 등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차량 좌측통행 제도로서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으며, 유연(leaded) 휘발유를 사용한다. 관세와 특소세 등 세금이 많이 붙으므로 차량 가격
이 한국에 비해 최소 2배 정도 비싼 편이며, 현지에서는 일본산 중고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다. 한국산은 부품을 구하기 힘들고 수리비가
비싼 데다 승용차 시장을 일본산 중고차가 장악하고 있어 수요가 많지 않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차종으로 VAN이나 SUV를 선호한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로 사정상 직접 운전하기는 힘들며 전문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 중고차 사이트
(https://www.japanesecartrade.com/millecars/)에 직접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가격
차량 가격은 관세가 300~400% 정도 붙기 때문에 한국 가격보다 2~3배 높다. 현대 싼타페의 경우 1억을 호가한다. 싼타페의 현지 시작
가격은 BDT 6,990,000(약 85천달러)이다.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로사정과 사고 발생 시 처리문제로 운전이 권장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기사를 고용해 사
용한다.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은 가능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우리은행과 Standard Chartered 은행이 진출해 있어 보통 외국인들의 경우 이 2개 은행을 통해 거래한다.

계좌 개설방법
외국인의 계좌개설은 까다로워 현지에서 취업이 되어있는 상태이거나, 현지 법인/지사에 소속된 사람만 가능하다. 현지 업체에 취직한 경
우 노동허가서(work permit)이 필요하고 현지 법인/지사에 파견 나온 경우 방글라데시 투자청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AISD(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Dhaka)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다카
IB Program
약 30,000달러/1년(학생 수에 따라 수시 변동)
https://www.aisdhaka.org/

ㅇ International School of Dhaka
도시명

다카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IB Program
약 10,000달러/1년(학생 수에 따라 수시 변동)
http://www.isdbd.org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ㅇ Ebenezer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다카
O-Level, A-Level
약 10,000/1년(학생 수에 따라 수시 변동)
https://www.ebenezeris.com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ㅇ United Hospital
도시명
주소

다카
Plot 15 Road 71, Dhaka-1212

전화번호

+880-2-883-6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Apollo Hospitals
도시명
주소

다카
Plot 81, Block E, Bashundhara R/A, Dhaka-1229

전화번호

+880-17-2927-6556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KOTRA 다카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Jamuna future park

도시명

다카

주소

KA-244, Kuril, Progoti Shoroni, Dhaka-1229

홈페이지

http://www.jamunafuturepark.com/

비고

다카 최대 쇼핑몰

ㅇ Bashundhara City Shopping Complex
도시명

다카

주소

3 No Tejturi Bazar, West, Panthapath, Dhaka 1215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cdl.bg/

비고

다카 소재 쇼핑몰
<자료원 : Jamuna future park 및 Bashundhara City Shopping Complex 홈페이지>

- 식품점
ㅇ Unimart
도시명

다카

주소

House 23-26, Road 90/91, Gulshan 2, Dhaka-1212

취급 식료품
비고

모든 식료품
다카 최대 식료품점
<자료원 : Unimart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ㅇ Blockbuster Cinemas
도시명

다카

주소

Jamuna Future Park, Ka-244, Pragati Avenue, Dhaka 1229

홈페이지

https://blockbusterbd.com/

소개

방글라데시 유일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비고

Jamuna Future Park 내 소재
<자료원 : 영화관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Shaheed Day

날짜
2019-02-21

비고

Sheikh Mujibur Rahman's Birthday

2019-03-17

Independence Day

2019-03-26

Bengali New Year

2019-04-14

Shab e-Barat

2019-04-21

May Day

2019-05-01

Buddha Purnima

2019-05-19

Jumatul Bidah

2019-05-31

Laylat al-Qadr

2019-06-01

Eid ul-Fitr

2019-06-05

2019-06-04 ~ 2019-06-06(3일간)

Eid ul-Adha

2019-08-12

2019-08-12 ~ 2019-08-14(3일간)

National Mourning Day

2019-08-15

Shuba Janmashtami

2019-08-24

Ashura

2019-09-10

Vijaya Dashami

2019-10-08

Eid-e-Milad un-Nabi

2019-11-10

Victory Day

2019-12-16

Christmas Day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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