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요르단 디나르(Jordanian Dinar)로 약칭은 "JD"이다. 지폐로는 JD 1, 5, 10, 20, 50가 사용되고 있다. 주화로는 1, 5, 10,
25, 50끼르쉬(Qirsh)가 있으며 100끼르쉬는 1요르단 디나르와 동일하다.

다만 1끼르쉬 동전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지불할 시에 끼르쉬의 일의 자리는 반올림하거나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50끼르
쉬는 "누스 디나르", 25끼르쉬는 "루브으 디나르"라고 불린다.
일부 아랍 국가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인 "디르함"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환전방법
암만에는 환전소 점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환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주로 호텔 혹은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시중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환전소로는 Abu Sheikha Exchange, Alawneh
Exchange, Al-Alami Exchange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점포별 환율은 유사한 편이나, 2~3개 점포의 환율을 비교한 후 환전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은행 ATM 기계에서도 요르단 디
나르 출금이 가능하나 약 3~4요르단 디나르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은행 환율은 1달러는 0.708요르단 디나르 정도이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는 그동안 통용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구좌를 개설한 은행을 통해 마스터, 비자 등 신용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신용이 구축된 후 발급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입국 후 즉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우며, 이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요르단에서는 외국 기업명의 법인카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보통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처럼 암호를 4자리로 설정하며 SMS 내역도 송부받을 수 있고 전기세 및 수도세 등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요르단의 교통 상황은 매우 열악한 편으로 재정비가 시급하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차를 소
유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이 암만에 집중되어 있어 암만의 인구 밀집도가 높다.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
로 암만 전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다. 또한, 차선의 구분이 거의 없으며 도로의 상태 역시 한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요르단에서 차량은 우측통행하며, 일반차량 번호판은 백색, 영업용은 녹색, 정부 차량은 붉은색, 국제기구단은 파란색, 외교단은 노란색이
다. 요르단은 다른 중동 국가와는 달리 차선이 그려져 있었으나 최근 재정적자로 신규 페인트 공사를 못하여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교차로에 영국식 라운드어바우트(현지어로 ‘두아르’ 또는 ‘서클’)가 있다. 라운드어바우트는 왼쪽 차량에게 진입 우선권이 주어진다. 일단
라운드어바우트에 진입하면 진입하려고 하는 차들보다 주행에 우선권이 있게 된다. 라운드어바우트에 진입한 후, 빠져나갈 때는 우회전
신호를 먼저 주어야 한다. 라운드어바우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동시 신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요르단인의 운전 습관은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항만 교통의 경우, 요르단은 해안선 길이가 총 26km밖에 되지 않으며, 주요 도시들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 항만 및
국내 교통의 발달 수준은 낮은 편이다. 국내의 항만은 남부 홍해에 면한 아카바 항이 유일하다. 1948년까지 요르단은 지중해에 하이파 항
(지금은 이스라엘 영토)을 이용해왔으나,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후 홍해의 아카바 항을 새로운 항구로 개발했다. 아카바 항은 이란-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이라크로 들어가는 물자 수송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1994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중해와 내륙국가
를 잇는 요충지로 발돋움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버스
가.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운행되긴 하나 노선이 굉장히 제한적이며 버스 운행 대수도 굉장히 빈약하다. 버스 노선 및 배차와 관련된 정보가 거의 알려지
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버스 차량 상태도 한국과 비교해 매우 불량한 편이다. 버스 사용 시
여성은 앞쪽 좌석, 남성은 뒤쪽 좌석을 이용해야 한다. 요금은 0.5요르단 디나르 안팎으로 노선에 따라 다르다.

나. 시외버스

요르단의 고속관광버스인 JETT의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JETT 버스 관련 정보는 https://www.jett.com.jo/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시외버스는 JETT 버스를 이용한다. 제라쉬, 사해, 아카바, 마다바, 느보산, 와디럼, 페트라 등 주요 관광지는 10~30요르단 디나르로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도 가능하여 위에 기재되어 있는 서버로 접속하여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시외버스 안에는 승무원
도 있어 커피 및 간단한 샌드위치도 구입할 수 있다.

다. 고속버스 시스템

현재 암만시에서는 버스 기반시설 및 교통운영체제 개발을 목표로하고 있는 고속버스시스템(The Bus Rapid Transit)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암만시의 교통혼잡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 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택시
가. 택시 소개

택시는 요르단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대부분 노란색 차량이다. 택시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되며 주간 기본요금은 25
끼르쉬, 야간 할증(22:00~06:00)이 붙는 경우에는 30 끼르쉬부터 시작한다. 암만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요금은 최대
4요르단 디나르이다. 택시 내에는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와 가격을 흥정하는 것보다는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남성은 조수석부터 채워 앉으며 여성은 뒷자리에만 앉는다.

'세르비스'라고 불리는 흰색 쉐어링 택시도 있다. 정해진 노선으로만 다니는 택시이며 가격은 주로 40~80끼르쉬이다. 대다수의 택시 차
량의 상태는 열악한 편이며 일부 택시 기사는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내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

나. 공항-시내 이동

공항에서 시내 방향으로 택시를 탈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항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20요르단 디나르 내외이며, 목적지
마다 요금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흥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시내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보통 일반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
부분 택시기사와 흥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18~25요르단 디나르를 지급한다.

공항 택시는 공항 내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으나 일반택시는 승객을 기다리기 위한 정차가 허락되지 않는다. 공항 택시 승차장
은 입국장 바로 앞에 있다. 참고로, 공항에서 암만 시내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는 6시부터 익일 3시까지 매 30분~1시간마다 운행하며 편도
요금은 2.65~3.5요르단 디나르이다. 입국장 바로 앞이 승차장이다. 시내까지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내려주지만 외국인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

택시의 경우, 미터기를 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UBER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다. 우버를 이용할 경우, 출국장 앞에
GATE에서 탑승하여 거리당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을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협상이나 추가비용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
만, 택시보다 비용은 조금 비싸다.

다. 콜택시

요르단에는 Al Moumayaz(알무마이즈‘특별한’, ‘차별화된’ 이란 뜻의 아랍어)라는 일종의 모범 콜택시가 있는데 24시간 운행하며 통상 출
발 1시간 전에 부르면 약속 장소로 차가 온다(전화: 06-579 9997). 일반택시보다 요금은 30% 정도 비싸지만, 승차 거부와 요금을 속이
는 행위로 만연된 기존 택시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부터 운행되고 있다.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며 차량마다 내비게이
션이 장착돼 있으며 영수증도 발행한다.

차종은 최신 모델의 도요타와 메르세데스 벤츠이며 도요타의 경우 주간에는 기본 요금이 0.58요르단 디나르(약 930원)이다. 심야시간
(2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본 요금은 0.70요르단 디나르(약 1,120원)이며 53m마다 0.01요르단 디나르(약 16원)이 할증된다. 메르세
데스 벤츠는 주간에는 기본 요금이 1요르단 디나르이고 심야시간은 1.2요르단 디나르이며 26m마다 0.01요르단 디나르가 할증된다.

기타 교통수단
가. 글로벌 카쉐어링 서비스

글로벌 카쉐어링 서비스인 Uber와 중동 카쉐어링 서비스인 Careem이 있다. 일반 택시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으나 차량 상태 및 서비스
부분에서 택시와 큰 차이가 있다. 기본요금은 1.5요르단 디나르이며 손쉽게 원하는 위치에서 픽업 및 하차가 가능하다. 현지인들도 주로
애용하고 있다. Google 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 및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나. 렌터카

요르단에서 외국인이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국제면허증(한국 면허증으로는 렌트 불가), 여권 사본 그리고 예치금 250요르단
디나르(약 350달러 정도) 또는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요르단에서 렌트한 차량은 시리아, 이스라엘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주요 렌트카 회사는 다음과 같다. Layan Cars(www.hertzjordan.com), AVIS Jordan(www.avis.com.jo), Hertz
Jordan(www.hertzjordan.com) 등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약 및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다. 지하철 및 기차

요르단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지하철 및 기차는 전무하다. 국내 이동 시 차량 또는 비행기(아카바만 해당)가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

다. 통신

핸드폰

요르단의 핸드폰 통신사는 Orange, Zain, Unmiah이며, 이 세 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전화기를 사용하는 가구 수는 적은 편이다.

통신업체 가입을 위해서는 간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원하는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USIM을 구입한 뒤 요
금제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요금제는 한 달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슈퍼마켓이나 전자
기기 판매점에서 통신사별 요금제 충전 카드를 구입하여 요금제를 갱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리점 방문이 더 저렴하다. 통신 속도는 한국
에 비해 느리지만,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인터넷(와이파이)
와이파이 역시 Orange, Zain, Umniah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가입 절차는 원하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와이
파이 공유기용 USIM을 구입한 뒤 서비스에 가입하고 원하는 제품 및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와이파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1년, 혹은 2년 단위의 약정제가 있는데, 장기 체류 계획이라면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와이파
이 역시 핸드폰과 동일하게 한 달 단위로 요금제를 갱신해야 하는데,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요금제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용 와이
파이 공유기뿐만 아니라 포터블 공유기도 구매가 가능하다.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니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관광명소

ㅇ 아카바(Aqaba)
도시명

명소소개

Aqaba, Jordan
암만 남쪽 365km에 위치한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도시로 솔로몬 왕 시절 남방으로부터 각종 보석과 향품,
백단목 등을 수입한 항구이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보잘 것 없는 항구에 불과했으나 1958~1960년에 새
로운 항구가 건설되고 1965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공항 및 호텔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
로 발돋움했다. 이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도 등장한다. 특히 이곳은 겨울에도 평균 20도 내외의 따뜻
한 수온을 가지고 있어 거의 1년 내내 해상 스포츠(낚시, 수영,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바닥이 유리인 유람선
)를 즐길 수 있으며 근해에는 물이 깨끗하고 140여 조의 각종 산호림이 울창해 수중 다이버들이 즐겨 찾고
있다.

ㅇ 제라시(Jerash)
도시명

Jerash, Jordan

운영시간

6시~18시

명소소개

암만시 서북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암만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반나절 관광이
가능하다. 기원전 332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기초를 세운 도시로 SELEUCID 시리아 왕에 의해 발전됐고, 기
원전 63년에 폼페이 로마 왕에 의해 수도로 사용됐다가 나중에 데카폴리스(10개 위성 도시 중의 하나)가
됐다. 기원후 1~2세기가 전성기였으며 6세기경에는 14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었을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
했다. 1806년 독일인에 의해 발견돼 1902년부터 발굴이 시작됐다. 로마의 위성 도시로서는 전체가 원형
그대로 보전된 유일한 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여름에는 매우 무더우며 그늘이 없어 3~5월에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입장료는 8요르단 디나르(이까마 or 요르단대학교 학생증 소지 시 0.5요르단 디나르)이다. 제라쉬
내부를 모두 둘러보는 데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ㅇ 느보산 및 마다바(Mt. Nebo &Madab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마다바
Madaba, jordan
6시~18시
느보 산은 암만 남쪽 약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신
명기 34장에 언급된 것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후 이곳에서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기원후 6세기경의 모세 기념 교회가 남아있으며, 근처에
는 당시에 모세가 물이 나오도록 했다는 모세의 샘이 있다. 모세 기념관 앞에는 뱀 모형의 모조 놋뱀 탑이 세
워져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역병이 돌 때, 이를 치료하는 데 쓰인 뱀 십자가를 상징한다. 입
장료는 2 요르단 디나르이다.

명소소개
마다바는 암만 남쪽 32km 지점의 왕의 대로(King's Road)상에 위치한 도시이며 청동기 시대부터 형성됐
던 도시로 74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폐허가 됐다가 19세기 초 카락 지방에서 약 2,000명의 기독교인이 이
주함으로 재개발됐는데 비잔틴시대 모자이크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곳에 있는 St. George 기념교회 바
닥에는 AD 560년경에 만든 세계 최고 최대(25m X 50m)의 모자이크 지도가 있는데, 이는 천연돌 약
200만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색깔과 도형으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뿐 아니라 이집트 나일 강부
터 터키까지를 나타내는 성서지리학의 중요한 자료가 됐다. 입장료는 1 요르단 디나르이다.

ㅇ 마인 온천(Ma'in Hot Spring)
도시명
주소

마인
Ma'in, Jordan

운영시간

9시~21시

명소소개

사해 인근에 위치한 폭포 형태의 온천이다. 온천의 평균 수온은 약 56~60도이며 황염이 다량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피부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도 수많은 방문객들이 독특한 경험을 위해 방문하
는 지역이다. 암만에서 남쪽으로 70km 지점, 사해 동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온천으로 특히 해저 150km
지점에 위치한 계곡의 현무암 사이에서 솟아 나와 낙하하는 폭포형태를 취한 온천이다. 온천의 평균 수온은
약 56~60도이며 황염이 다량 내포돼 피부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며, 예수 시대 당시 헤롯왕이 피부병
치료차 자주 이곳에서 목욕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방문객들이 피부병 치료 또는 폭포
가 돼 낙하하는 온수의 마사지를 받는 독특한 경험을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다.

비고

전화: +962-5-324-5500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visitjordan.com/Wheretogo/HammamatMain.aspx

ㅇ 사해(Dead Sea)
도시명
주소

사해
Dead Sea Rd., Jordan

지구 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알려진 사해는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편도 약 40분가량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사해의 염도는 일반 바닷물보다 5배 정도 높으며 사해 바닷물은 각종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병 및 류머티즘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서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사해에 잠겨 있다
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사해 근처에는 켐핀스키, 뫼벤픽 등의 고급 리조트 호텔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
르단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

명소소개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바다이던 곳이 막힌 후 바닷물의 유입이 없게 되자
소금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된 죽어버린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편도 약 40분이 소
요돼 반나절 관광이 가능하다. 현재는 지구 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만큼 산소가 많은 지역이다. 사해는
길이 65km, 폭 16km의 규모로 해저 400m 지점에 위치하며 보통 바다보다 약 5~6배의 염도를 함유해 어
떠한 생물도 생존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각종 유기물을 함유해 피부병 및 류머티즘에 효험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유럽 등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1924년 사해 동남쪽에서 기원전 2500~2000년경의 유물이 발견돼 기원전 2000년까지는 주거지였으나
갑자기 폐허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사해에 잠겨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
해 남쪽 끝에는 롯의 아내로 유명한 소금 기둥이 많이 남아있다. 사해에는 캠핀스키, 뫼벤픽, 쉐라톤 등 고급
리조트 호텔이 갖추어져 있어 요르단 최고의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다.

ㅇ 예수 세례터(JESUS BAPTIS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사해 주변
Dead Sea Rd., Jordan
6시~18시
암만 남쪽 약 40km, 사해 동쪽 10km에 위치한 요단 강 동편 지역으로 성경상 2000년 전 세례요한이 예수
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4~5세기경 비잔틴 시대 때의 유적이 발굴됐는데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던 물 저장 탱크 및 교회터, 예수가 세례를 받았던 곳과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는 내용이 희랍어로 새겨진 모자이크 바닥 등이 발견됐다.

명소소개

2000년 3월 21일 교황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해 정식으로 예수 세례지로 인정했다. 특히, 이곳은 예루
살렘과 느보 산의 중간 지점으로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곳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10시부터 16시까지 매시간
30분과 정각에 입구에서 입장권을 12요르단 디나르에 구입하고 여행객 증명서와 안내 통역장비를 받고 버
스로 세례터로 이동하며 세례터에서 약 1시간을 보내게 된다.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어 긴 소매 옷이 필요하
다.
예수님 세례터와 성경상의 요단강(요르단 강)에는 물이 말라 없어서 새로운 물길을 내었고, 이스라엘(현지
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거부반응을 보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름)과의 국경 사이에 폭이 약 8m의
요단강 세례터가 있다.

ㅇ 암만 성터(Citade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암만
citadel, amman, jordan
6시~18시

암만은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성경상 랍바암몬으로 BC 1200년경 암몬족의 수도였으며, 그 후 로마 시
대에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데카폴리스 중의 하나로 번창해 당시의 유적들이 남아있다. 특히
랍바암몬 시절, 이스라엘 왕 다윗은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충복이요 그녀의 남
편인 우리아를 이곳 랍바암몬의 최전선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다.
명소소개
6,000명 수용규모의 야외 원형극장이 AD 2세기에 건립돼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공법은 현대인
에게도 어려운 정교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터 안에는 헤롯왕이 헤라클레스에게 바친 신전 및 비잔틴
식 정문이 서 있고 물 저장탱크 및 성곽 그리고 교회의 잔해들이 남아있다. 시타델에서 요르단 구도시(다운
타운)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 경치는 요르단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꼽힌다.

ㅇ 레인보우거리(Rainbow st)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암만
rainbow st, amman jordan
암만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홍대 거리 같은 곳이다. 식당, 물담배 카페 등 각종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ㅇ 와디 무집(Wadi Mujib)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와디 무집
wadi mujib, jordan
6시~18시
해수면 아래 410m 지점에 있는 사해(Dead Sea)로 들어가는 협곡이다. 약 70km에 이르는 광대한 곳으로
'요르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도 불린다. 성서에도 모세가 따라 걸었던 ‘아르논(Arnon)계곡’으로 묘사돼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하다.

명소소개

1987년 사해 동쪽 산지, 면적 약 22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특히 조류의 서식지로 국내외에서 매
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과 암석지대, 사막, 협곡, 절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곳은 해발고도가 900m 이상이다. 1,300m에 이르는 높이 변화와 이곳으로 흘러드는 7개의 지류들이 합해
져 이 계곡에는 300종이 넘는 식물들과 10종 이상의 육식동물, 수많은 철새와 텃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대
표적인 육식동물로는 줄무늬하이에나, 시리아 늑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염소인 누비안 아이벡스
(Nubian ibex) 등이 있으며, 조류로는 유럽을 대표하는 맹조인 수염수리, 이집트 독수리, 아라비아고리치
레 등이 산다. 입장료는 13요르단 디나르이다.

ㅇ 와디럼(Wadi Rum)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와디럼
Wadi Rum Village, Jordan
8시~16시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사막 지대로 붉은빛 모래로 유명하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마션'이 촬영된 장
소로 유명하며, 페트라와 함께 묶어서 여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르단 관광지 중 하나이다. 여행객들은 와
디럼에서 지프 투어, 트레킹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전통 아랍 베두인 텐트에서 아랍식 식사와 음악, 춤 등을
즐길 수 있다. 입장료는 5 JD(약 7달러)이며, 텐트 숙박 비용은 시설에 따라 다르며 최소 15 JD에서 최대
200 JD로 다양하다.

명소소개

와디(Wadi)는 아랍어로서 비가 오는 겨울에는 강이 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우기에는 마른 계곡이나 땅이
돼 버리는 곳, 럼(Rum)은 산을 말한다. 와디 럼(Wadi Rum)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남쪽으로
3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1998년에는 요르단 정부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총 720㎢의 넓은
지역이며 약 3억 년 전 지각작용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아래층에 화강암층이 있고 그 위에 석회암 그리고 가
장 상부에 사암으로 형성돼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745m의 럼 마운틴(Rum
mountain)이며, 평지로 보이는 곳도 해발 1,000m 정도이다. 와디 럼은 오래 전부터 아라비아 상인들의
교역로 역할을 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올라오는 카라반(대상)들이 시리아와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지역
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고 당시에 이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에
도 유목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남겨놓은 암벽화 등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와디 럼은 1916년부터 아랍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라비아의 로렌스(Thomas Edward Lawrence)가 이곳
을 통과해 요르단 최남단의 아카바 항구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의 무대로도 유명
하다. 와디 럼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트레킹이나 암벽 등반 또는 낙타나 자동차를 이용한 사막투어 등을 즐
길 수 있고, 베두윈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베두윈식 식사와 벨리댄스 및 아랍전통 음악 연주와 노래도
즐길 수 있다. 트레킹이나 암벽등반의 경우는 반드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동해야 안전하다. 이 지
역은 사막여우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 보호구역일 뿐 아니라 암벽등반 등은 오로지 이용자 스스
로 안전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량을 통해 와디 럼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는 1인당 5 요르단 디나르이며, 와디 럼의 여러 레저들과 베
두인 캠프에서 지내는 비용은 35~80 요르단 디나르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예약할 경우, 베두인
과 협상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비고

전화: +962-3-209-0600
홈페이지:
http://www.aqaba.jo/Pages/Details/Attraction?AttractionID=177&AspxAutoDetectCookieSuppo
rt=1

ㅇ 페트라(Petr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와디무사
Tourism St., Wadi Musa, Jordan
하계: 6시~18시
동계: 6시~16시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페트라는 자동차로 편도 3시간가량이 소요된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및 한국 tvN 드
라마 미생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페트라에는 암벽을 깎아 만든 신전 및 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UNESCO 세계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관광지이다. 페트라 전체 지역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수일에 걸쳐
관광해야 하나, 알카즈네 근처까지만 관광할 경우에는 총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요르단 거주증이 없을 경
우 입장료는 50 JD(약 80불)이다. 암만시 남쪽 26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편도
3시간가량이 소요돼 관광에 하루 전일이 필요하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 장소로 사용되기도 해 유명
해진 곳이다.

명소소개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으로 기원전 600년에 나바티안족에 의해 세워진 교역 중심 요새 도시이다. 에돔과
모압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페트라는 기원전 1400~1200년 기간에는 쉘라로 알려졌었으며 기원전 600년
~기원후 100년 기간에는 에돔족과 나바티안족의 수도였다. 기원후 106년에 로마군에 의해 점령돼 제라시
-다마스쿠스를 잇는 교역의 중심 도시가 됐으나 로마제국의 멸망과 수자원의 고갈로 폐허 도시가 됐다. 페
트라는 암벽을 깎아 만든 각종 신전 및 무덤들이 자연 소재 그대로의 색상과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페트라
입구 직전에 ‘모세의 샘’이 있으며 페트라 안에는 모세의 형 ‘아론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아론의
무덤’은 산꼭대기에 있어 상당한 등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어 관광객이 당일에 여행하기에는
복장이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장료는 50 요르단 디나르(이까마 혹은 요르단 대학교 학생증 소지 시
1 요르단 디나르)이며 입구에서 페트라 계곡까지는 마차나 말을 이용해 약 500m를 이동하는데 팁으로
3~5달러가 필요하다.
계곡 안에서도 마차를 이용해 가장 유명한 ‘알 카즈네’까지 약 1km를 이동할 수 있는데 마차 이용 시 편도
2~5 요르단 디나르 정도이다. 시간이 충분하면 알카즈네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 원형경기장, 로마 신
전 터를 볼 수 있고 뷔페 점심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여기에서 알카즈네까지는 당나귀를 타고 이동
할 수 있는데 보통 5달러 정도이다. 페트라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일정으로 페트라를 둘러
보고, 근처 뫼벤픽 리조트 호텔에서 1박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고

전화: +962-3-215-7093
홈페이지: http://www.visitpetra.jo/
<자료원 : KOTRA 7월 기준 암만 무역관 자체 조사 내역 >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사라와트(Sarawat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Wasfi Tal Wasfi At-Tall St., Amman
+962-6-551-1512

주소

12시~익일 2시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20~25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아랍식 코스로 식사 가
능

영업시간

12시~익일 2시

소개

아랍식 전통 식당

비고

아랍식 구이 요리가 유명하며 현지인들이 가족 외식으로 즐겨 찾는 식당이다.

ㅇ 암만 쿠브라( Amman Al-Kubra)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6-581-8829

주소

Al Izz Ben Abed Al Salam,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20~25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아랍식 코스로 식사
가능

영업시간

12시~24시

소개

아랍식 전통 식당

비고

가격대는 메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고급 아랍 레스토랑에 속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 손님들이 많다. 양고기 구이가 가장 유명하다.

ㅇ 하심 레스토랑(Hashem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463-6440

주소

King Faisal Street,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15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아랍식 코스로 식사 가능

영업시간

24시간 영업

소개

아랍식 전통 식당

비고

암만 시내에 위치한 전통 아랍식 식당으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다. 요르단 국왕도 방문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ㅇ 주와나( Jwana)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534-9797

주소

Ahmad At-Tarawenah St.,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5 정도를 지불할 경우, 식사가 가능

영업시간

11시~23시

소개

아랍식 패스트푸드

비고

요르단 대학교 북문 근처에 위치한 식당으로 아랍식 샤와르마, 샌드위치, 피자 등을 판매한다. 한국인 입맛
에 잘 맞아 한인 유학생들이 즐겨 찾는다.

ㅇ 오션( Ocean Sea Food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암만
+962-79-9766-1100
AlMadena AlMonawarah st . Building No. 130 Amman

가격
영업시간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30~40 정도를 지불할 경우, 해산물 코스로 식사가 가능

9시~22시

소개

해산물

비고

고급 해산물 전문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가족 단위의 손님이 대부분이다.

ㅇ 렌차이(RENCHAI)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78) 853-0961

주소

3번 Circle 주변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2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중국식 코스 요리 식사 가
능

영업시간
소개

11시~23시
중식

ㅇ 차이나타운(CHINA TOWN)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79) 980-2293

주소

메르디안 호텔 내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30~4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중국식 코스 요리 식
사 가능

영업시간
소개

11시~23시
중식

ㅇ 인도차이나(INDOCHINA)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77) 783-2003

주소

하얏트 호텔 내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20~3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중국식 코스 식사 가
능

영업시간
소개

11시~23시
중식

ㅇ 차이니스 빌리지(Chinese Village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 554 9297

주소

Muhammad Al-Amin Al-Moumani St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10~15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중국식 코스 요리 식
사 가능

영업시간
소개

11시~23시
중식

ㅇ 베니하나(BENIHANA)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 569-6511

주소

메르디안 호텔 내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30~5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일본식 코스요리 식사
가능

영업시간
소개

9시~22시
일식

ㅇ 사무라이(SAMURAI)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 465-1234

주소

로얄 호텔 내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30~5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일본식 코스 요리 식
사 가능

영업시간
소개

9시~22시
일식.

ㅇ 누다시아(Noodasia)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582-5798

주소

Abdoun Cir.,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2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아시아식 식사 가능

영업시간

9시~22시

소개

일식+중식+태국식

ㅇ 라쿠치나(LA CUCINA)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593 3344

주소

La Cucina Restaurant, Mohammad Ali Jinnah St 7,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3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이태리식 식사 가능

영업시간

9시~23시

소개

이태리식

ㅇ 로메로(ROMERO)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464 4227

주소

Romero Restaurant / The Living Room Restaurant, Mohammad Hussein Haykal St 3,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3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이태리식 식사 가능

영업시간

9시~23시

소개

이태리식

ㅇ 비바체(VIVACE)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593-6999

주소

포시즌 호텔 내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30~4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이태리식 식사 가능

영업시간

9시~22시

소개

이태리식

ㅇ 센트로(Centro)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 464-4227

주소

4번 Circle 근처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1인당 USD 30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이태리식 코스 식사 가능

영업시간

9시~22시

소개

이태리식
<자료원 : 2019년 7월 기준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 조사 내역>

- 한국식당
ㅇ 드림하우스 (Dream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79-630-8230

주소

#8, At-Tabashir St, Amman

가격

2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12시~22시
없음

소개

가정식 스타일의 한식

비고

민박 겸업

ㅇ 소호(Soho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962-6-592-2432

주소

Ahmad Al-Arousi St., Amman

가격

주문 가격에 따라 달라짐(단품 20 USD(달러) 정도)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2시~22시
없음
한식 레스토랑

ㅇ 마루(Maroo Restaurant)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77-783-2003

주소

Mecca St, Amman

가격

2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2시~22시
없음
가정식 스타일의 한식

비고

민박 겸업

ㅇ 비빔(bibim)
도시명
전화번호

암만
.

주소

Rainbow St. 34, Amman

가격

단품 7~20달러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소개

일요일
비빔밥, 전, 곰탕 등 한국 음식을 팔고 있으며 다운타운인 레인보우 시티에 위치해있다.
<자료원 : 2019년 7월 기준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 조사 내역>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제네바 호텔 암만(Geneva Hotel Amman)
도시명
주소

암만
Abdulla Ghosha St., Amman

전화번호

+962-6-585-8100

홈페이지

https://genevahotel-amman.com/

숙박료

USD 92(싱글룸)

소개

KOTRA 사업으로 요르단을 방문하는 한국 출장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4성급 비즈니스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크라운 플라자 암만(Crowne Plaza Amman)
도시명
주소

암만
K. Faysal Ben Abdul Aziz St., Amman

전화번호

+962-6-551-0001

홈페이지

https://www.crowneplaza.com/hotels/gb/en/reservation

숙박료
소개

USD 190(싱글룸)
암만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비즈니스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포시즌 호텔(Four Seasons)
도시명
주소

암만
P.O.Box 950344, Amman 11195, Jordan

전화번호

+962-6 550-5555

홈페이지

http://www.fourseasons.com/amman/

숙박료

USD 275(싱글룸)

소개

암만 시내에 소재한 최고급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인터콘티넨털(Intercontinental)
도시명
주소

암만
P.O.Box 35014, Amman 11180 Jordan

전화번호

+962-6 464-1361

홈페이지

http://www.ihg.com/intercontinental/hotels/gb/en/amman/ammha/hoteldetail

숙박료

USD 122(싱글룸)

소개

암만 시내에 위치한 호텔로 객실이 다소 좁으며 주차장이 협소함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세라톤 암만(Sheraton Amman)
도시명
주소

암만
P.O.Box 840064, Amman 11184 Jordan

전화번호

+962-6 593-4111

홈페이지

http://www.sheratonammanalnabil.com/

숙박료

USD 144(싱글룸)

소개

최신 건물이나 주차장 협소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랜드마크(Landmark)
도시명

암만

주소

P.O.Box 6399, Amman 11118, Jordan

전화번호

+962-6 560-7100

홈페이지

http://landmarkamman.com/en/index.php

숙박료

USD 129(싱글룸)

소개

객실, 주차장이 넓고 조망 우수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홀리데이 인 암만(Holiday Inn Amman)
도시명
주소

암만
P.O.Box 991825, Amman 11194 Jordan

전화번호

+962-6 552-8822

홈페이지

http://www.ihg.com/holidayinn/hotels/us/en/amman/ammma/hoteldetail

숙박료

USD 100(싱글룸)

소개

암만 시내 위치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켄핀스키(Kempinski)
도시명
주소

암만
Al Shmesane – Abdalhamee Shoman Street-Front of Jordan Bank

전화번호

+962-6 520-0200

홈페이지

http://www.kempinski.com/en/amman/hotel-amman/welcome/

숙박료

USD 127(싱글룸)

소개

암만 시내 위치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르 로얄(Le Royal)
도시명
주소

암만
Jabal Amman-Zahran Street 3rd Circle P.O.Box 52, Amman 11118 Jordan

전화번호

+962-6 460-3000

홈페이지

https://www.leroyal.com/en/MIDDLE-EAST/amman

숙박료

USD 127(싱글룸)

소개

암만 시내 위치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그랜드 하얏 암만(Grand Hyatt Amman)
도시명
주소

암만
P.O.Box 831159, Amman 11183 Jordan

전화번호

+962-6 465-1234

홈페이지

http://amman.grand.hyatt.com/en/hotel/home.html

숙박료

USD 148(싱글룸)

소개

암만 시내 위치 4성급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데이스 인(Days Inn)
도시명
주소

암만
AL Rabyeh OmarBin Abdulaziz Street

전화번호

+962-6 5519011

홈페이지

http://www.daysinn.com.jo/

숙박료

USD 70(싱글룸)

소개

암만 시내 위치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컴포트(Comfort)
도시명
주소

암만
Al Suefia, Ali Nasuh Altaher Street- Between Jordan Bank and Cairo Bank

전화번호

+962-6 5856184

홈페이지

http://www.comforts.com/rates.htm

숙박료

USD 100(싱글룸)

소개

암만 시내 3성급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암만 로타나(Amman Rotana)

도시명
주소

암만
"Al Sawosana Al Sawoda Street - Abdali

전화번호

+962 6 520 8888

홈페이지

https://www.rotana.com/rotanahotelandresorts/jordan/amman/ammanrotana

숙박료

USD 162(싱글룸)

소개

무역관 인근지로 최근에 지어진 호텔이며 많은 출장자들이 숙박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ㅇ 암만 메리어트 호텔(Amman Marriott Hotel)
도시명
주소

암만
Issam Al-Ajlouni St., Amman

전화번호

+962-6-560-7607

홈페이지

http://marriott.hotels-amman.com/ko/

숙박료

USD 176(싱글룸)

소개

암만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비즈니스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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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
ㅇ 드림 게스트하우스(Dream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암만
#8, At-Tabashir St, Amman

전화번호

+962-79-630-8230

홈페이지

http://www.dreamhouse-jordan.com

숙박료

1인실 100달러

소개

암만 시내 소재

ㅇ 마루 게스트하우스(Maroo Guest House )
도시명

암만

주소

Mecca St, Amman

전화번호

+962-6-592-5546

숙박료

1인실 100달러

소개

암만 시내 소재
<자료원 : 2019년 7월 기준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 조사 내역>

사. 치안

치안상황
가. 국내 치안 상황

ㅇ 여행경보 단계: 요르단은 여행경보 1단계로 여행 유의 국가이다. 단, 시리아 및 이라크 국경과 접해있는 10km까지는 2단계(여행자제
구역)로 지정됐다.

ㅇ 요르단은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 속에서도 주변 아랍 국가에 비해 낮은 테러 발생률을 유지하는 등 치안이 양호하다. 그러나 몇 년 전
부터 시리아 및 이라크 사태로 요르단에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시리아 및 이라크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국경 지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에 요르단-시리아 국경이 개방되었으나 우리 국민의 시리아
입국은 금지되어있으며, 시리아 입국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ㅇ 보통 혼자 시내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택시를 이용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예는 거의 없다. 다만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택시를 탄
다거나 혹은 늦은 밤에 으슥한 곳 또는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홀로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3년 상반기에는 요르단 북부에 위치
한 제2의 도시, Irbid에서 한국인 여대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특히 여성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ㅇ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이 일부 암만 시내로 유입돼 구걸과 물건 강매 요구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여행 시 정상적인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요르단대학교가 위치한 Jubeiha 지역은 현지인들에게도 우범지대라는 인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
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및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암만 동부 지역(다운타운 기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암만 교외
도시들은 야간통행 시 유의해야 한다.

ㅇ 또한, 최근 물가 인상, 세금 인상, 높은 실업률 등의 이유로 4 서클 근처에서 매주 목요일 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목요일이 아닌
경우에도 시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주변국 치안 상황

ㅇ 요르단은 1946년 독립 이래 이스라엘과 두 차례 전쟁(1967년 6일 전쟁,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을 겪었으나, 1994년 요르단-이
스라엘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며, 후세인 전 국왕 및 압둘라 현 국왕의 평화적 대외정책과 관용적인 대내 정치를 바탕으로 중동지역에서 가
장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11월 테러(알카에다에 의한 호텔 3곳 자살폭탄테러로 80여 명 사망) 이후 요르단 정부
의 테러위험 방지 및 치안 강화 노력으로 현재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ㅇ 요르단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 보호를 위해 테러 예방 및 공공안전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인이 느끼는 위험
요소는 그리 크지 않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을 제외한 살인, 강도, 납치 등 사상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급격히 악화된 시리아 정세 및 이라크 정정 불안에 따른 정세 악화 등으로 인하여 양국가의 국경이 폐쇄되었으
나 2017년 8월, 2018년 10월 이라크-요르단, 시리아-요르단 국경은 재개하였다. 주변 안보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나 위험
요소가 있어 국경 근처는 절대적으로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여행 제재 국가로의 여행은 또한 추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다. 기타 주의사항

ㅇ 요르단은 일반 형사사건은 형법, 교통법 등으로, 종교 관련 범법행위는 종교법으로 규율한다. 이슬람 국가로서 경건한 생활습관과 여
성에 대한 보호의식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주 사고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 등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특히 밤에 여성이 홀로 다니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ㅇ 신용카드는 호텔, 유명식당에서 활발히 통용되나 가끔 일부 식당 등에서 관광객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카드를 맡
기지 말고 직접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기다리는데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이 다가와 가방 등을 낚아채 가는 경우와 같은 소매치기, 도난, 강도사건도 있
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현지 범죄 행위로 인해 인신구속을 당할 경우 언어소통 문제로 인해 뜻밖의 불이익이 초래될 위
험이 있으므로 대사관(영사: 079-560-0316)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ㅇ 라마단 기간에는 특히 테러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2018년 8월 라마단 이후 살트 테러 사건
발생)

응급상황 대처요령
가. 교통사고

사고 현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과 동
영상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신고서(Police Report, 아랍어 : 크로카)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유지한 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의료검진을 요청해야
하며, 진단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도로설치물을 파손했을 경우 경찰에서는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운전자를 구류 후 요르단
국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요르단 국적의 보증인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다.

나.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 번호, 발행 연원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
다. 여권 분실 시,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는다. 그 후, 현지 경찰서에서 여권분실 증명
서를 만든 후에 재외공관에 해당 증명서와 여권 사진 2매, 여권 번호, 여권 발행일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다.

지갑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물을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에 관해 영사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911, 199
- 범죄 신고:911, 192
- 의료(응급차량):911, 193
- 한국 영사:+962-79-750-0358
- 한국 대사관:+962-593-0745
- 앰뷸런스:193
- Blood Bank:474-9121
- 교통경찰:고속도로 경찰:194
- 전화 안내:1212
- 공항 안내:4010168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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