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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체코체코체코체코    공화국에서의공화국에서의공화국에서의공화국에서의    생활생활생활생활 

1989 벨벳혁명 이후, 체코 공화국은 매우 인기있는 장소가 되었다. 높은 삶의 수준과 낮은 비용의 배합을 
만끽하며 수만명의 외국인들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생활방식생활방식생활방식생활방식     

전반적인 체코의 생활 수준이 서부유럽의 생활 수준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는 서부유럽보다 상당히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연방은행에 따르면, 프라하의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은 뉴욕의 70.5% 
차지하고, 프라하의 국내 구매력은 뉴욕수준의 58.7%를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국내국내국내 구매력과구매력과구매력과구매력과 상품상품상품상품 및및및및 서서서서비스에비스에비스에비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총총총총 비용비용비용비용    (2008, New York = 100) 
 

                     
자료자료자료자료: Prices and Earnings, Union Bank of Switzerland, 2008 년 
 
55 개국의 생활의 질(생활환경)지표중에 체코공화국은 19 위에 올라있으며, 동유럽국가들중에 최고의수준를 
기록하고있다. 
 
생활의생활의생활의생활의 질질질질(생활환경생활환경생활환경생활환경) 지표지표지표지표, 2008 년년년년  

순위순위순위순위 나라나라나라나라 기록기록기록기록 

1 스위스 9.71 
2 오스트리아 9.64 
3 오스트레일리아 9.28 
4 캐나다 9.27 
19 체코체코체코체코 공화국공화국공화국공화국 7.59 
25 슬로베니아 6.81 
28 슬로바키아 6.30 
38 헝가리 5.25 
49 폴란드 4.26 
51 불가리아 3.53 
54 루마니아 2.68 
 

출처출처출처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41.243.241.1
34.9

44.1

66.5

58.7

81.780.377.9
82.2

68.1

79.6

70.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프라하프라하프라하프라하 류블랴나류블랴나류블랴나류블랴나 브라티슬라바브라티슬라바브라티슬라바브라티슬라바 모스크바모스크바모스크바모스크바 부다페스트부다페스트부다페스트부다페스트 탈린탈린탈린탈린 바르샤바바르샤바바르샤바바르샤바

국내국내국내국내 구매력구매력구매력구매력 상품과상품과상품과상품과 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총총총총 비용비용비용비용



 

Fact Sheet No.24 – Life in the Czech Republic Last update: January 2009 

 

 
 

주거주거주거주거     

체코 공화국에 있는 프라하와 모든 대도시들은 중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부터 잎이 우거진 교외의 넓은 
마을까지 국외이주자와 그들의 가족을위해 임대를 제공하는 집과 임대를 제공하지 않는 집들로 
이루어져있다. 많은 부동산업계들은 1~2 달의 임대책임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물(점포)의 판매와 
임대료 가격은 도시, 위치, 크기 및 질에 따라 폭넓게 변화될 수 있다. 방 3 개짜리 아파트의 구매가격은 
제곱미터당 미국달러 700 부터 4000 까지, 브르노에서는 달러 300 부터 1,100, 오스트라바에서는 달러 
200 부터 900 에 달한다. 전형적인 방 3 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프라하에서는 미국달러 660, 
브로노에서는 390, 오스트라바에서는 350 달한다. 다른도시들의 가격은  프라하나 브르노보다 낮은 
실정이다.  
 

건강의료건강의료건강의료건강의료 

체코의 보건의료시스템은 공공사업과 주요한 공공수단을 기반으로한 유럽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체코의 
의사들은 최소한 서부유럽국가들과 동일한 자질을 가진다. 프라하와 그밖의 다른 도시들에는 다양한 공적 및 
개인적 병원들과 진료소들이 있다. 영어로된 모든 목록들을 다음 링크에서 볼 수있다 - 
www.czech.cz/en/czech-republic/health-and-health-care/healthcare-system. 개인적인 병원과 진료소들의 
수는 증가하고있다. -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 Top Moravia Health Brno (www.tmhklinika.cz), Doctor Health 
Centre Prague (www.doctor-prague.cz), GHC Clinic Prague and Brno (www.ghc.cz), Canadian Medical 
Care Prague (www.cmcpraha.cz/en/index.shtml).   
 

교통교통교통교통 

체코의 공공운송(교통)기관은 서유럽과 비교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적당한 가격이다. 큰 도시들은 
우수한 지역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체코에서 1 년중 185 일 이상을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하며, 지방자치제에서 발행한 
초기의 면허증을 의미하는 면허증까지 소지해야한다. 체코 면허증의 신청만료일은 장기비자의 
발행일로부터 90 일이다.  
 

흥행흥행흥행흥행, , , , 예술예술예술예술    및및및및    음식음식음식음식     

체코의 수도 프라하와 다른 많은 도시들은 건축적 유산뿐만아니라 (예를들면, 체코의 12 장소가 
지정되어있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의 목록인 whc.unesco.org/heritage 를 통해 알수있다.) 박물관, 
영화관, 미술관, 역사적인 정원 및 카페로도 유명하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과 뛰어난 연극 전통은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화 행사를 대표한다.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를 더불어 영국의회에서부터 괴테협회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문화가 중심이된다.(아래의 “다른 여가활동들”도 참조) 
체코에는 the Prague Post, Prague Business Journal, The Prague Tribune (English) and Prager Zeitung 
(German) 포함한 다양한 외국어 발행까지도 이루어진다. 
체코의 음식점들은 다양한 감정인들은 고용한다. 대도시에는 체코의 새로운 전통요리에서부터 아시아의 
특선요리까지 모든 국제적인 요리가 가능하다. 유명한 체코 술집들과(유명한 체코맥주의 브랜드들과 함께) 
대도시 및 프라하는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아일랜드의 술집부터 인디아의 음식점까지 아우르는 값비싼 
술집들과 음식점들의 수를 자랑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위해, 음식점 정보인 www.restauraceonline.cz 
또는 www.czrb.cz 를 참조 
 

쇼핑쇼핑쇼핑쇼핑 

프라하와 대도시의 소매는 현재 도시내부와 주변에 위치한 큰 쇼핑센터를 더불어 지난 몇 세기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쇼핑과 고객 서비스에대한 지역적 개념은 현재 서부유럽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는 실정이고, 
소규모의 전문적인 상점들과 더불어(예를들면, Tesco, Billa, Makro, IKEA, OBI, Bauhaus 등등) 주요한 
국제적인 소매 체인점들까지(예를들면, Zara, C&A, Marks & Spencer, Promod, H&M, Next, Max Mara 등등) 
다양하게 아우른다.  
 

스포츠스포츠스포츠스포츠 

스포츠로써 높이 평가받은 명성을 세워, 체코 공화국은 스포츠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들은 모든 지역마다 있는 클럽 및 경기장들을 갖춘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 테니스, 발리볼, 수영 및 
탁구등이 있다. 이 스포츠들 뿐만이 아니라, 보트경주, 카누경주, 스쿼스, 비치 발리볼, 야구, 글라이더 경기, 
패려글라이딩, 파라슈트, 범지 점프, 유모차 경주, 펜인트볼, 컬링과 같은 여러종류의 스포츠들도 포함한다. 
더 많은 정보들은 체코 스포츠 협회 사이트인 www.cstv.cz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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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골프골프골프     

골프는 유행에 걸쳐 급속하게 성장하고있다. 119 클럽에는, 36 홀 코스들, 27 홀, 18 홀, 9 홀 콜스, 실내코스, 
골프연습장 및 체코를 통한 골프과정들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체코 골프 연합 사이트인 www.cgf.cz 를 
참고하거나 CzechInvest 웹사이트에 있는 골프과정 표를 참조하자. 
 

 
 
 
 
 
 

그그그그    밖의밖의밖의밖의    활동활동활동활동     

대부분의 대사관들은 전국(경기)대회를위해 클럽과 동호회 및 바를 운영하고, 가족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프라하와 브르노 및 필스너에있는(www.britishcouncil.cz) 영국 
문화 협회와 괴테 협회(www.goethe.de/ins/cz/pra), 미국문화와  무역센터 및 Österreichisches Kulturinstitut 
Prag, L'Institut Français de Prague (www.ifp.cz), 일본정보와 문화센터,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Praga 
(www.iic-praga.cz)와 같은 예로, 프라하와 다른 도시에는 국제적인 문화 협회가 많이 있다.  
프라하의 국제적인 여성 협회(www.iwa-prague.com)는 체코에서 꽤 대중적인 국가 협의체이며 사회계층과 
국제적인 활동, 자선, 사회적 이슈 및 모든 종류의 아동문제를 대표하는 외국 여성을 읽컫는다.  
 
체코의 생활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www.expats.cz 웹사이트를 이용하자. 
 

날씨와날씨와날씨와날씨와    기후기후기후기후     

체코공화국은 북반구의 온화한 지리적인 위도에 위치한 내륙국이다. 체코공화국의 날씨는 따뜻하지만, 
연도에 따라 지역적 차이가 크다.  
 
기후는 바다수면의 고도에 따라 지역마다 표기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바다수면의 고도가 
높을수록 평균 온도는 더 많이 떨어지고, 강수량은 늘어난다. 또 다른 한 예로, 산맥의 경계가 낮은 층의 공기 
기류와 강수량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중 지속적으로 바뀌는 태양의 고도는 온도와 강수량에 따라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북부의 모든 
온난한 밴드와 마찬가지로, 체코공화국의 첫해 또한 추운 겨울이 특징이었다. 그 후에, 봄이 왔고, 따뜻한 
여름과 쌀쌀한 가을도 이어졌다.  
 
 
 
 
 
 
 
 
 
 
 

Source: European Golf Association, 2009 

 

출저출저출저출저::::    Czech Golf Federation, 2009년 

나라나라나라나라 
골프코스골프코스골프코스골프코스 

(야외야외야외야외) 
등록자수등록자수등록자수등록자수 

 

체코체코체코체코 
공화국공화국공화국공화국 

74 35 369 

폴란드폴란드폴란드폴란드 24 1 726 

헝헝헝헝가리가리가리가리 8 2 140 

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 9 4 057 

 

9- 9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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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선발선발선발((((택택택택))))된된된된    국제학교국제학교국제학교국제학교 

유치원유치원유치원유치원  
Bumble Bee http://www.bumblebee.cz/ English Prague 

Deutsche Schule http://www.dsp-praha.org/ German Prague 

Die Grundschule der deutsch-tschechischen 
Verständigung 

http://www.gtmskola.cz/ German Prague 

KIDS Company http://www.kidscompany-praha.eu/ English/German Prague 

Riverside School http://www.riversideschool.cz/en/early-years/ English Prague 

    

초등교육초등교육초등교육초등교육 

Bernard Bolzano Grundschule http://www.skolabolzano.cz/ German Tabor 

Deutsche Schule http://www.dsp-praha.org/ German Prague 

International School of Music & Fine Arts http://www.musicschoolprague.com/ English Prague 

Riverside School http://www.riversideschool.cz/en/primary-school/ English Prague 

School at the Japanese Embassy http://www.jschool.cz/ Japanese Prague 

The English International School http://www.eisp.cz/ English Prague 

The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http://www.isp.cz/ English Prague 

The Prague British School http://www.pbschool.cz/ English Prague 

Thomas Mann Gymnasium http://www.gtmskola.cz/ German Prague 

    

중등교육중등교육중등교육중등교육 

Deutsche Schule http://www.dsp-praha.org/ German Prague 

Lycée Francais http://www.lfp.cz/ French Prague 

Lycée Jan Neruda http://www.gjn.cz/ French Prague 

Lycée Matyáš Lerch http://www.gml.cz/fr/index.htm French Brno 

Lycée Pierre de Coubertin http://www.gymta.cz/informace/resume_fr.html French Tabor 

Lycée Slave http://www.sgo.cz/ French Olomouc 

Riverside School http://www.riversideschool.cz/en/high-school/ English Prague 

The English College http://www.englishcollege.cz/ English Prague 

The English College http://www.englishcollege.cz/ English Prague 

The English International School http://www.eisp.cz/ English Prague 

The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http://www.isp.cz/academic/ms.htm English Prague 

Thomas Mann Gymnasium http://www.gtmskola.cz/ German Prague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공립과 사립을 포함하여 40 개가 넘는 대학교들이 있고, 외국어로도 진행을 하며(대부분 영어로), 현재 
MBA 를 교육하는 23 개의 기관도 있다. 그 교육과정들은 보통 학비를 내야 하지만, 예외들도 상당히 
있다(예를 들면, 장학금제도의 언어과정). 언어와 진학준비과정(www.ujop.cz)을 위한 제도는 외국인들과 
대학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체코 언어 수업을 제공한다. 
외국인 학생들은 양국간의 국제적인 합의(체코 공화국의 교육부와 청소년 및 스포츠의 장관이 제공하는) 및 
외국인성장원조의(체코 공화국 정부가 제공하는) 체제 안에서 장학(육영)제도를 받을 수 있다. 
장학운영제도에 관해 정보는 체코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가능하다. 높은 교육 제도는 양자 대학간의 협조아래 
학생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에게 장학제도를 
수여한다. 유럽학생들은 교환 프로그램에서(예를 들면, Erasmus, EEA/Norway Financial Mechanisms, 
Aktion, Ceepus)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he Erasmus Mundus 프로그램은 장학제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유럽인 학생들에게도 선택한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더 많은 장학제도의 
기회는 아래에 소개된 웹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출처출처출처출처 : Source: CzechInvest, 2009; National Agency for European Educational Programmes,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