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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생활 및 여행 정보
1. 현지 치안 상황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보스턴 지역은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경기 도중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코플리
광장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서 사제 폭발물 두 개가 터지면서 3명이 숨지고 260여명이
다쳤습니다.
ㅇ 테러란 항상 예기치 않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소 치안 정세에 관심을 두고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2015년 1월~2월 보스턴 지역에 기록적 폭설로 인해 비상상태, 휴교 및 휴업이
선포되었습니다.

나.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피해 가능성 등 치안상태
ㅇ 일부지역(Dorchester, Roxbury)을 제외하고 안전한 편이나, 늦은 시간에 어두운 곳을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 하셔야 합니다.
※ 통계 : 2016년 Boston 범죄 발생 건수
도시

인구

강력범죄

재산 범죄

Boston

639,594

707

2,150

살인
과실치사
7.3

성폭행

강도

폭행

강도(가택침입)

절도

차량 절도

41.3

227.0

431.8

272.6

1,696.0

181.5

※ 범죄률(100,000명당 2016년도 기준 발생건수로 계산됨_ 2016 FBI's uniform crime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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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비상연락망)
ㅇ 범죄 피해시
– 각종 범죄, 화재 발생, 긴급 의료지원 필요상황 발생시 911번에 연락해 관련 상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시 연락망:
- 담당영사 휴대폰 : +1-617-991-6945
- 담당행정직원 휴대폰 : +1-617-264-0404

ㅇ 체포·구금시
- 사소한 오해나 경범죄로 체포·구금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수사관의 요청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포가 되고 나면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비용의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나 문서에
대해 함부로 답변이나 서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 특히 주의해야 할 곳
ㅇ 보스턴 지역은 대부분 치안이 양호한 편이나, Dorchester, Roxbury 등의 지역은
평소 강력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므로 야간에 동 지역을 방문 시 가급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Boston 지역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엄중하므로 경찰의 지시를 받는 경우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단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강하게 항의할
경우, 사안의 옳고 그름에 무관하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금 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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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가. 대중교통
1) 지하철
ㅇ 노선 : 총 다섯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외곽에서 도심지로 가는 것을
inbound, 그 반대를 outbound라고 말합니다.

- Red Line : Alewife Station-Mattapan Station, Braintree Station
* JFK/UMass Station에서 Ashmont Station 방향과 Braintree Station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 Orange Line : Oak Grove Station-Forest Hills Station
- Green Line : Lechmere Station-Kenmore Station

· B Boston College station
· C Cleveland Circle Station
· D Riverside Station
· E Heath Street Station
* Copley Station에서 B부터 E까지 나눠집니다.

- Blue Line : Wonderland Station-Bowdoin Station
- Silver Line
· Boylston Street Station-Dudley Square Station (SL5)
· South Station- Design Center (SL2)
· South Station-Logan Airport (SL1)

ㅇ운행시간 : 대략 5:00AM-1:00AM
(각 구간별로 상이하므로 http://www.mbta.com 에서 스케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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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

ㅇ 전동차와 일반버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ㅇ 운행시간 : 대략 6:30AM-8:00PM
(각 구간별로 상이하므로 http://www.mbta.com 에서 스케줄 확인)
* 대중교통 요금 및 지불방법
ㅇ 역마다 있는 무인발매기에서 티켓 혹은 카드를 사거나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① 찰리티켓(Charlie Ticket)
- 지하철 탑승시 1회마다 $2.75
- 버스탑승시 1회마다 $2.00부터 시작(Express $5.00, Outer Express 7.00)
② 찰리카드(Charlie Card)
- 지하철 탑승시 1회마다 $2.25
- 버스탑승시 1회마다 $1.70(Express $4.00, Outer Express 5.25)
※ 버스 탑승의 경우 버스 안에서도 찰리카드 충전이 가능합니다.

3) 철도

ㅇ 미국 전역을 운행하는 AMTRAK이 있습니다.
ㅇ북미 일부 지역은 캐나다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유럽의 유레일패스처럼 기간별 정액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ㅇ 자세한 정보는 암트랙 한국사무소(http://www.amtrak.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여행자에게 유용한 교통패스 정보

ㅇ 여행자들에게 유용한 대중교통 승차권이 있으며, 지하철, 버스 구분 없이 그 기간 내에는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고속버스 및 일부 구간은 제외)
- 1개월 패스 : $84.50 / 1주일 패스(7days) : $21.25 / 1일 패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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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1살 이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료.
ㅇ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1회 이용요금이 $0.85이며, 1개월 패스는 $30에 구입이 가능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시 매사추세추주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나. 도로교통
ㅇ보스턴은 국제 운전 면허증이 통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많은 경찰관들이 국제
운전면허증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위반 및 사고시 무면허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스턴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매사추세츠주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을 획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셔야 할
경우 반드시 국제 면허증, 한국 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하셔야 합니다.

ㅇ 매사추세츠주 차량등록국(RMV)은 한국과 매사추세츠주간 상호 운전면허 교환 약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유학생, 직장인, 영주권자 등 1년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보스턴총영사관을 먼저 방문하셔야 합니다. 총영사관에서 한국 면허증
번역본 영사확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와 함께 차량등록국에 제출하면 매사추세츠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usa-boston.mofa.go.kr/korean/am/usa-boston/consul/driving/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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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와 자연재해
가. 기후
ㅇ 봄 : 봄은 한국보다 짧고 4월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월 중순이 되면 완연히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지만 일교차가 심한 편입니다.
ㅇ 여름 : 낮 기온은 섭씨 32도 전후가 되는 때도 있으나 한국에 비해 습하지 않아 쾌적한
편이며, 열대야 현상도 거의 없습니다.
ㅇ 가을 : 9월 초순이 지나면 가을이 시작되며,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 일주일 정도
일명 Indian Summer로 불리는 더위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름다운
단풍시즌이 시작됩니다.
ㅇ 겨울 : 내륙에서 오는 찬 기류의 영향으로 몹시 추우며, 눈이 자주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나. 자연재해
ㅇ 보스턴 지역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겨울철에 대형 눈보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ㅇ Boston 경찰은 마약, 음주 운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운반 부탁을 받는 등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거나 오인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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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 영사연락망
※ 긴급 상황 발생시 연락망:
- 담당영사 휴대폰 : +1-617-991-6945
- 담당행정직원 휴대폰 : +1-617-264-0404

가.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 : One Gateway Center Suite #251,
300 Washington St. Newton, MA 02458, USA
ㅇ 전 화 : +1-617-641-2830
ㅇ 팩 스 : +1-617-641-2831
ㅇ E-mail : kcgboston@mofa.go.kr
ㅇ 홈페이지 : http://usa-boston.mofa.go.kr/

나. 총영사관 근무시간
ㅇ 월-금요일 : 9:00AM-5:00PM
- 점심시간 : 12:00PM-1:00AM
⇒ (점심시간의 경우, 급한 용무의 민원실 방문자에 한해 민원업무는 처리 가능합니다.)
(단, 공증업무는 점심시간에는 처리가 안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월요일 민원실 연장근무 : 05:00PM-6:00PM
- 월요일 민원서비스 사전예약제 시행: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이전 방문이 불가능한
민원인은 당일 정오 12시까지 성명, 민원내용, 방문시간 및 연락처를 알리고 민원
처리를 사전에 예약, 예약전화 (617-64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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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휴무일
미국 공휴일

한국 공휴일

1월 1일

New Year's Day

3월 1일

삼일절

1월 3번째 월요일

Dr. Martin Luther King, Jr. Day

8월15일

광복절

2월 3번째 월요일

Washington's Birthday

10월 3일

개천절

5월 4번째 월요일

Memorial Day

10월 9일

한글날

7월 4일

Independence Day (observed)

9월 1번째 월요일

Labor Day

10월 2번째 월요일

Columbus Day

11월 11일

Veterans Day

11월 4번째 목요일

Thanksgiving Day

12월 25일

Christmas Day

6.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테러 예방 및 대응 강화 목적으로 미 당국이 공항 검색을 강화한 만큼 기내 반입 금지품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ㅇ 미국 입국심사 시 외국인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시행 중이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ㅇ 비자면제 프로그램

1) 개요
o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광 및 상용 목적 - 90일 이내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008.11.17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 72시간 전 미 국토안보부 웹사이트를 접속, 전자여행허가(ESTA) 취득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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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무비자 입국
및 체류 가능 (기존 30일)
- 단,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 취득 필요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조건
o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입국
o 90일 이내 단기 체류
o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
o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ESTA :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따라 승인을 받
은 사람
o 과거 미국 입국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o 미국 국경 인접 지역 (멕시코, 카나다, 버뮤다, 캐러비안)에 소재하지 않은 국가로 가는(한
국 귀국 포함) 항공권을 보유․제시한 사람

3) 이용 절차
o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o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 여행 허가 확인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주소 등 선택
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
- ‘입국’ 또는 ‘불허’,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기“ 등 3가지로 판정

4) 유의사항
o 출국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72 시간 전에 전자여행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
- 전자여행 허가제도 시행 관련, ‘대기’ 판정이 나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점 감안
o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체류 도중 학생, 취업
등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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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유학, 취업 등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시
키는 것이 가능

5) 기타 참고사항

① 전자 칩이 훼손, 작동되지 않는 경우
o 미 입국심사관이 수작업으로 입국심사를 진행

② 기존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o B1/B2 비자의 경우, 6개월을 최장으로 하되, 입국심사관이 판단하여 체류기간 조정 가능
- 따라서, 필요시 입국심사관에게 구두, 서면 등으로 별도 설명 필요

③ 캐나다, 멕시코, 캐리비언 국가등 방문시 VWP 체류기간 계산
o 30일이하의 기간동안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VWP 체류기간인 90일에 포함 계산
- 예) 미국에 20일간 체류 + 캐나다에 20일 체류시, 추후 재입국시 50일간 체류 가능
o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새로 90일간 체류가능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waiverinfo.asp
-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esta_2010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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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o 출국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거나 현지 건강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치과의 경우 별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o CVS, Walgreens 등 현지 약국에서 기본적인 비상약은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 및 전문약품
구입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긴급 상황 연락처
o 경찰(일반), 화재신고, 응급환자 : 911
o 보스턴 견인센터 : 617-635-3900
o 보스턴 로건공항 : 800-235-6426
o 광역 보스턴 교통국(MBTA) : 617-222-3200
o 독극물 센터 : 1-800-222-1222
o 각 주별 경찰
-

MA주 : 508-820-2300

-

ME주 : 207-624-7200

-

RI주 : 401-444-1000

-

NH주 : 603-223-4381

-

VT주 : 802-244-8781

O 각 주별 재난 관리국
-

MA주 : 508-820-2000

-

ME주 : 207-624-4400

-

RI주 : 401-946-9996

-

NH주 : 603-271-2231

-

VT주 : 802-244-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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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병원
-

매사추세츠주 병원(MGH) : (617) 726-2000
Boston Children's Hospital : (617) 355-6000
*각 주별 병원 전체 목록 및 연락처는 주보스턴 총영사관 홈페이지 “정보마당”
“여행자 관광 정보” 3번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한국과의 시차
ㅇ 서머타임 실시기간인 3월말부터 10월말까지는 한국보다 13시간 늦으며, 10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14시간 늦습니다.
- 예: 하절기 - 한국 9:00AM / 미국 8:00PM
동절기 – 한국 9:00AM / 미국 7:00PM

다. 전력사용 현황
ㅇ 110v/60HZ를 사용하며, 현지에서 한국 전자제품을 사용하려면 110V-220V겸용인 경우
문제가 없으나 220V 전용인 경우 변압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ㅇTV 및 Video : NTSC 방식 사용

라. 은행 계좌 개설
ㅇ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서 ID(여권)를 제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권, 비자 서류, I20, 대학 입학 허가서, 미국 거주 증명서, 최소 보증금 등이 기본적인 서류이며, 계좌 개설
전 해당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택 임차
ㅇ 계약은 보통 1년 주기로 임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따라 다년, 1년 미만 갱신 계약도
가능합니다.
ㅇ 일반적인 임대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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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Deposit Amount 보증비
- Monthly Rent 월세
- Lease Terms 임대계약 조건
- Building Rules and Special Clauses 건물 규율과 규칙 사항
- Utilities/Services 시설과 서비스
- Conditions for rent increases 임대비 증가의 조건
ㅇ 입주 또는 계약 종료시 유의 사항
- 입주시 어떠한 하자 및 스크래치, 얼룩, 찢김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모든 사항은
리스트에 기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하자가 나중에 보증비를 환불 받을 때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 리스트의 경우 임차인의 서명 후 임대자가
보관하며 계약 종료시 이를 근거로 보증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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