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임차방법

일반적으로 주재 지상사의 경우,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할 경우 연간 임차료의 5%씩을 집
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지불한다. 주택은 요르단 건축 법규상 대부분 한 건물에 5층을 넘지 않으며, 10가구 내외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행
태가 일반적이며 한국에서와 같은 10층 이상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없다.

2) 계약 방식

집 계약 방식은 연간 계약 방식이 보편적이며 1년 치를 선지급한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해야 하며 가구가 완비된 집의 경
우에는 주요 가구와 비품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고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 종료 시 발생 가능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
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주 전 이미 손상된 부분은 미리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임대주와 서로 확인하면 좋다. 요르단 최고 부
촌 지역인 압둔(Abdoun)은 근처에 각국 대사관이 많아 치안이 안정된 편이고, Taj Mall 등 대형 쇼핑센터도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
한다.

3) 가격

암만 시내에서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주재 지상사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압둔과 4써클 주변을 살펴보면, 1년 치 렌
트 비용은 200 s/m의 경우, 20,000~26,000불, 120 s/m의 경우, 16,000~20,000불 수준으로 구할 수 있다. 건물의 연식, 위치, 주변
상가 시설 등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저정도 가격 수준으로 고려하면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부동산 렌트 시장이 긍정
적이지 않아 협상의 여지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요르단인들의 렌트 환경 특성상, 큰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며 일부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 압둔 외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은 디에르그바(Deir Ghbar), 스웨이피(Sweifieh), 쉬미사니(Shmeisani), 압달리(Abdali) 등
이 있다. 유학생들은 주로 요르단대학 근처의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하는데 1개월에 평균 250 요르단 디나르 내외로 임차를 하고 있다.

4) 유의사항

첫 번째는 가격 협상이다. 가격 협상 부분에서 보통 현지에서 같은 아파트라도 외국인에게 가격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요르
단 현지 직원이 있다면 현지 직원을 먼저 보내 가격을 어느 정도 협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는 난방이다. 집은 대부분 석재로 지어져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춥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사 올 때 겨울옷(내복, 점퍼)을 넉넉
히 가져와야 하며, 무더운 중동지역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겨울난방 준비(전기장판, 문풍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요르단의 집은 한국보
다 크고 천정이 높으므로 한국보다 춥다. 집은 대부분 개별난방 형태로서 등유를 사용한다. 요르단의 겨울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
지만, 집 자체의 단열재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추운 편이다. 주로 난방하는 방식은 라디에이터나 온풍기인데, 요즘 들어 한국처럼
Ground-Heating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집도 종종 있다. 되도록이면 그라운드 히팅 시스템이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200
s/m 기준, 따듯하게 지낼 경우, 가스비용 약 400~500불(한 달 기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리스(건물 관리 용역료) 비용도 유의해야 한다. 하리스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1가구에 하리스가
있으며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좋은 지역은 최대 50요르단 디나르를 지불하고 평균 비용은 30~40 요르단 디나르이다.

네 번째는, 싱크대의 물 Purifier 설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요르단은 옥상의 물탱크에 물을 채워 집으로 조달하는 방식인데 물탱크가
낡은 경우가 있어 수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싱크대에 설치되어 어느 정도 정수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메인 도로와의 거리도 생각해야 한다. 요르단의 집은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이기 때문이다. 소음이 고스란히 안으로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도로에서 떨어지는 곳에 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벽에는 도로에서 드리프트나 굉음을 내면서 과속 질주하
는 사람들이 많다.

여섯 번째, 집 층수이다. 맨 꼭대기 층의 경우, 물탱크로 인하여 시끄럽거나 천장에 누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맨 아래층의 경우는 정원이
대부분 딸려 있어 관리가 힘들 수 있다. 때문에 2~3층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전화
1) 휴대전화

핸드폰 보급률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가정용 전화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통신사는 Zain, Orange, Umniah 등 3개
사 있다. 전체 시장의 99%가 GSM 방식이며, 시내 소재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 혹은 통신사업자 매장에서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이용
은 Pre-paid phone(선불카드 이용방식) 혹은 월 사용료 징수 방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통신업체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을 지참하여 원하는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한 뒤 USIM을 구입하고 요금제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선물 카드 이용 방식의 경우, 요금제는 한 달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슈퍼마켓이나 전자기기 판
매점에서 통신사별 요금제 충전 카드를 구입하여 요금제를 갱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리점 방문이 더 저렴하다.

통신 속도는 한국에 비해 느리지만,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주요 정보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사별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ㅇ Zain: https://www.jo.zain.com/english/zainservices/Pages/default.aspx (동 링크 접숙불가 시 구글에서 Zain Jordan 검색 및
접속 요청)
ㅇ Orange: https://www.orange.jo/en/pages/default.aspx
ㅇ Umniah: https://www.umniah.com/en/

2) 일반전화

신규 가설의 경우 Orange Tele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가설비(36 요르단 디나르) 및 보험료
(150 요르단 디나르, 외국인에 한정)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 해지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전화선이 이미 연결된 집을 구했을 경우
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이는 주택의 소유주 명의로 전화가 이미 가설된 경우로서 입주자는 매월 전화 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 대부분은 편의상 소유주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압/플러그
요르단 전기 규격은 220V, 50Hz이다. 전력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흔치 않게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암만 시내나 호텔에서는 24시
간 전력이 공급된다. 한편,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요르단의 규격과 상이하기 때문에 요르단에서는 어댑터가 있어야 한
다. 시내 상점에서 2~5달러 내외로 구입할 수 있으며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가형은 1 요르단 디나르 제품도 있다.

식수
보통 가정 식수는 옥상의 물탱크에 물을 채워 사용한다. 물탱크는 낙후되어 있고 보통 석회 물질이 많기 때문에 식수로는 부적합하다. 물

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 권장되는 생수 상호는 Ultra, Purelife, Aquafina 등이 있다.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도 불량
한 편이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도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중에 판매하는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또는 수도꼭지 하단에 필터를 설치하여 1차적으로 정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1) 신차 구입 방법

요르단은 전 세계 차량을 대부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 아우디, 현대, 기아, 벤츠,
BMW 등 웬만한 브랜드는 주로 에이전트를 통하여 요르단에 진출해 있다. 현대, 기아 자동차도 요르단 에이전트를 통하여 구입이 가능하
고 해당 에이전트를 통하여 보험도 패키지로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 마일리지 사용 수에 따라 정기점검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 중고차 구입 방법

중고차는 개인을 통하거나 중고차 매장 혹은 자르카 자유무역지대(암만 북쪽 30Km 지점에 위치)에서 구입한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대
부분의 차량이 수입 판매되고 있어 구입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 일부 주재 상사 중에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렌트하는 경우도 있
다. 렌트료는 비싸지 않으며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다. 또한, 현지 인터넷에 오픈마켓이 있어 개인이 자신의 중고차량을 업로드하여 판매
도 가능하다.

차량가격
1) 차량 가격

한국 주재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현대 차량의 경우, 현대 소나타 신형은 2만~3만 달러(옵션 및 면세 혜택에 따라 차이) 수준이다. 아반떼
신형의 경우, 약 1만 4천~1만 9천 달러다. 또한, 기아 차량의 경우, K5는 2만~3만 달러(옵션 및 면세 혜택에 따라 차이), 쏘렌토는 3만
~4만 불(옵션 및 면세 혜택에 따라 차이) 이며 보통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 경우 한국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이유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관세, 판매세, 특별세)가 다른 국가 대비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르카 자
유무역지대의 매물들의 경우, 잘 찾아보면 연식도 낮고 옵션도 많은 외제차, 국산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2) 보험료 가격

연간 종합보험료(모든 것을 커버하는)는 보통 준중형 승용차의 경우 약 600~700달러, 중형 승용차의 경우 약 800~1,000달러, SUV의
경우 약 1,000~1,400달러에 달한다. 다만, 해당 비용은 자동차 대물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통 교
통경찰을 부르면 교통경찰은 차량 사고 사진을 찍고 크로카(사고경위서)를 전자패드로 작성한다. 그리고 인쇄된 크로카를 수령한 후에 보
험사로 가면 보험사들은 차량 과실에 따라 보험 범위를 정한다.

운전면허 취득
1) 국제운전면허증

요르단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국 국제 운전면허증은 1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 운전면허증의 사용에 제약사항은 없다.

2) 현지 운전면허증 발급

요르단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통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지 운전면허증
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이 아니라 현지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해주므로 한국인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과 요르단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수 있다. 2017년 규정이 개정돼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약 350달러 비용이 소요된다. 해당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몇몇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3) 현지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ㅇ 준비물 :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본 1부,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거주증(이까마), 여권과 거주증 사본 2장, 발급 수수료

ㅇ 대사관에 상기 준비물을 지참해 운전면허증 공증을 신청한다(처리 기간 1일, 수수료 약 4.2달러, 번역본 필수 지참). 대사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서류와 다른 모든 서류를 지참해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교통 안전과(Traffic Safety Dep.)에 방문한 후 면허증 교환 협
조 공문을 발급받는다.
- 내무부 위치: 두아르 다클리아 근처 리젠시 호텔 뒤편(혹은 Royal Cultural Center 옆)
- 교통안전과 위치: 내무부 건물 내 B1

ㅇ 발급받은 모든 서류와 증명사진(2매 이상)을 준비해 MARKA에 있는 교통면허과(Traffic Licence Dep.)를 방문한다. 같은 장소에서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력검사를 받는다. 요르단 운전면허증은 신청한 당일에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5년 혹은 10년으로 발급된
다. 수수료는 자주 변경되며, 대략 약 350달러 내외이다. MARKA, Traffic License Dep. 접수일은 일~목, 13:00까지이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Bank of Jordan: 지난 1960년 암만에 설립된 은행으로 요르단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다.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지점과
150개 이상의 ATM이 분포되어 있다.
ㅇ Arab Bank: 지난 1930년에 설립된 중동 최대 금융 기관으로 본사는 암만에 위치해 있다. 전 세계에 60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다.
ㅇ Jordan Ahli Bank: 지난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Jordan National Bank로도 알려져 있다. 다양한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그 밖의 은행은 Standard Charted Bank, Bank Al Ethihad 등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1) 은행 계좌 개설 방법

정상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다면 요르단 현지 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에서 현지화 계좌 혹은 미화 계좌를 간단히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수령하고 송금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경우 현금카드와 수표(개인 당좌 수표 성격)를 발급받
을 수도 있다. 온라인 뱅킹 시스템도 현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월 전기 및 수도세도 자동으로 납부하는 등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이
다.

2) 신용카드 발급 방법

신용카드는 그동안 통용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통해 마스터, 비자 등 신용카드 발
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신용이 구축된 후 발급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입국 후 즉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우며 이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현재 요르단에서는 외국 기업명의 법인카드 발급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보통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처럼 암
호를 4자리로 설정하며 SMS 내역도 송부받을 수 있다.

3) 모바일 지갑 개설 방법

은행 계좌 생성이 어려운 유학생들의 경우, ZAIN CASH, ORANGE MONEY 등 7개 공식 모바일 지갑 사업자들을 통하여 간단히 어플리
케이션을 다운받고 지갑을 생성할 수 있다. 입출금은 시중에 있는 환전소에서 입출금할 수 있어 계좌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King's Academy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마다바(암만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만 입학할 수 있다. 입학 시 SSAT 시험을 응시해야 하나, PSAT, SAT, ACT 등의 미
국계 시험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험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은 08시 30분부터 15시 35분까
지이며 정규 수업 이후에 방과 후 활동이 진행된다.
2020/2021 학년별로 상이하나 고등학교의 경우 통학 42,000 USD, 기숙사 53,250 USD
http://www.kingsacademy.edu.jo/
왕립 국제학교

ㅇ American Community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암만
수업은 8시부터 16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학교는 암만 시내에 위치해 있다. 신학기는 8월 말에 시작되며 익
년 6월 초에 1년 과정이 끝난다. 온라인에서 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에 Level Test를 거친 후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어 가
능한 한 속히 신청서를 제출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학교의 학제는 5-3-4년으로
돼 있다. (대부분 적정 학년을 결정하기 위한 Test임)

2020/2021년도 학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년 1인 기준)

학비

홈페이지
비고

Early Years Program: US$ 8,850
Kindergarten: US$ 12,490
Grades 1 - 5: US$ 15,570
Grades 6 - 8: US$ 19,610
Grades 9 - 12: US$ 24,510
Bus: US$ 1,910 round trip
Capital Fund Assessment Fee: US$ 7,500 (non-refundable, non-transferable)
Registration Fee: US$ 3,600/ child or US$ 5,700/family (non-refundable, non-transferable)
Application Fee: US$ 150 paid online upon completion of the application (non-refundable, nontransferable)
http://www.acsamman.edu.jo/
미국계 국제 학교

ㅇ American Modern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암만
압학 시 학부모 면담 및 배치고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업은 9:00부터 15:00까지 진행되며 신학기는 8월 말
에 시작되며 익년 6월 초에 1년 과정이 끝난다.
2020/2021 수업료는 https://www.mas.edu.jo/admissions/tuition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http://www.mas.edu.jo/
미국계 국제 학교

ㅇ Whitman Academy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암만
입학 시 간단한 영어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며 입학 후 신입생은 ESL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수
업시간은 8시부터 15시까지이며, 방과 후에는 합창단, 연극, 악기 수업, 축구 등의 특별 활동이 진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는 등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활동이 진행된다.
2020/2021 학년 수업료는 학년별로 상이하나 평균 약 5,000 USD 소요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application 제출 및 문의가 가능하다.
http://whitmanacademy.org/
미국계 기독교 재단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 현지학교
ㅇ Al-Omariyah
도시명
학비

암만
약 3,000요르단 디나르(4,230달러)

비고

암만 시내에 위치한 현지 학교

ㅇ Baptist School
도시명
홈페이지

비고

암만
https://www.baptist.edu.jo/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현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ㅇ Al-Hoffaz Academy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암만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있으며 높은 교육 수준이 특징임.
약 6,000요르단 디나르(8,460달러)
http://alhoffaz.com/
암만 남부에 위치한 사립 현지 학교로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나 학비가 비쌈.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마. 병원

ㅇ Arab Medical Center
도시명
주소

암만
Khalil Mizel St, Amman

전화번호

+962-6-592-1199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Jordan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주소

암만
Queen Rania St, Amman

전화번호

+962-6-535-3444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요르단대학교 학생증 소지 시 무료

ㅇ Magic Tooth Dental Center

도시명
주소

암만
157 Zahran St, Amman

전화번호

+962-79-607-8771

진료과목

치과

ㅇ Jordan Hospital
도시명
주소

암만
An-Nuzha St. 9, Amman

전화번호

+962 6 560-8080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AL Khaledi Hospital
도시명
주소

암만
Ibn Khaldoun St. 39, Amman

전화번호

+962 6 464-4281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Al Mubasher Hospital
도시명
주소

암만
Ibn Khaldoun St. 39, Amman

전화번호

+962 6 566-7227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Shmeisani Hospital
도시명
주소

암만
Shmaisani Hospital, Obadah Bin Al Samet St 20, Amman

전화번호

+962 6 560-7431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Al Amal Hospotal
도시명
주소

암만
Al-Dakhliya Cir, Amman

전화번호

+962 6 500-5060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City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암만
King Abdulla II Street Amman
https://www.citymall.jo/

ㅇ Taj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암만
Pr. Hashim St 72, Amman
http://www.tajlifestyle.com/

ㅇ Abdali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암만
Suliman Al Nabulsi St, Amman
http://www.abdalimall.com/

ㅇ Mecca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암만
Abdullah ad Dawud, Amman
http://meccamall.jo/
동 링크 접숙불가 시 구글에서 Mecca Mall Jordan 검색 및 접속 요청

ㅇ Galleria Center
도시명
주소

암만
Galleria Center, Al Jaleel St 8

홈페이지

http://www.galleriajordan.com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 식품점
ㅇ Carrefour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암만
King Abdullah II St, Amman
식품, 잡화, 소비재 등
암만 시내에 다수 분포되어 있음

ㅇ Cozm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암만
Issa An-Nouri St, Amman
식품, 잡화, 소비재 등

ㅇ Wasfi At-Tall St., Amman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암만
Wasfi At-Tall St., Amman
식품, 잡화, 소비재 등

ㅇ Mile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암만
Mecca Mall, Abdullah Al Dawoud St 20, Amman
식품, 잡화, 소비재 등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 기타 편의시설
ㅇ Ayla Golf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아카바
Ayla Oasis, Aqaba
http://www.ayla.com.jo/golf-course/

소개

아카바에 소재한 골프장

비고

동 링크 접속 불가 시, 구글에서 Ayla golf club Jordan 검색 및 접속 요청

ㅇ Strikers Entertainment Centr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암만
Kempinski Amman Hotel, Abd Al Hameed Shoman St 24, Amman
https://www.kempinski.com/en/amman/hotel-amman/hotel-facilities/strikers-entertainmentcentre/

소개

암만 켐핀스키 호텔 내 볼링장

ㅇ JETT Bus Station, Abdali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암만
Abdali or 7 Circle bus station
https://www.jett.com.jo
시외 버스 터미널이며 암만에 2군데가 있다. 구글에 Jett station을 검색하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ㅇ Taj Cinema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암만
TAJ Mall, Pr. Hashim St 72, Amman
http://www.tajcinemas.com
암만 시내 영화관

ㅇ Thrifty car rental jordan
도시명
주소

암만
Thrifty Car Rental, Al Quds St 528

홈페이지

http://www.avis.com.jo/

소개

암만에 소재한 렌터카 업체

ㅇ jordan post offic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암만
암만 전역에 소재함
http://jordanpost.com.jo
우체국(구글에 Jordan Post Office를 검색하면 위치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ems 등 수령을 원할 경우
, Main Branch로 검색하여 방문 필요)

ㅇ AVIS(rent car shop)
도시명
주소

암만
InterContinental Jordan, Al Kulliyah Al Elmiyah Al Eslamiyah St 66, Amman 11196

홈페이지

http://www.avis.com.jo/

소개

암만에 소재한 렌터카 업체

ㅇ Fitness First Gym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암만
Saed Abdo Shammout St. 28, Amman
https://jordan.fitnessfirstme.com/find-a-fitness-club/amman/abdoun-vyj
암만에 소재한 헬스장

ㅇ Amman Airport Transfer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암만
Al Madina Al Munawara St Amman
https://www.amman-airport.com/transport.php

소개

공항운송 서비스

비고

동 링크 접속 불가 시, 구글에서 Amman Airport Transfers 검색 및 접속 요청

ㅇ Lost items office
도시명

암만

주소

Queen Alia International Airport Cargo Center/Airport Custom, Queen Alia Airport St E867,
Amman

소개

퀸 알리아 공항 내 분실물 찾는 곳

ㅇ Airport International Group ( Information Desk )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암만
Amman Airport Hotel, Queen Alia Airport St A867, Amman
http://www.aig.aero/en
공항 인포데스크

ㅇ Amman Airport Hotel
도시명

암만

주소

Amman Airport Hotel, Queen Alia Airport St A867, Amman

홈페이지

http://www.ammanairporthotel.com

소개

공항 인근 호텔

ㅇ GOLD GYP
도시명

암만

주소

Abdoun

홈페이지

http://www.goldsgym.jo/

소개

헬스, 수영, 복싱 등 종합 운동 센터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New Year`s Day

2021-01-01

신년(고정)

Labour Day

2021-05-01

노동자의 날(고정)

Eid-Al-Fitr

2021-05-13

이드 알피트르는 라마단이 종료됨을 의미하는 무슬림의 휴일이다.
금년은 5. 13.~5. 16.이다.(달의 모양에 따라 유동적)

Independance Day

2021-05-25

독립기념일(고정)

Eid-Al-Adha

2021-07-19

이드 알아드하는 라마단이 종료됨을 의미하는 무슬림의 휴일인 이
드 알피트리(1차 축제일) 이후 2차 축제일이다.금년은 7.
19.~7.23.이다.(달의 모양에 따라 유동적)

Hijri New Year

2021-08-10

이슬람 신년(달의 모양에 따라 유동적)

Prophet`s Birthday

2021-10-19

무함마드 선지자 탄생일(달의 모양에 따라 유동적)

Chrismas

2021-12-25

크리스마스(고정)

<자료원 : 2020년 12월 기준, 정부 발표>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