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크로아티아에서는 현지화인 쿠나(Kuna)가 통용되므로, 달러화나 유로화를 쿠나로 환전해야 한다. 주요 은행, 시내 환전소를 이용하여 환
전할 수 있으며, 살 때 기준으로 1달러에 6.42쿠나, 1유로에 7.50쿠나(2021년 9월 기준) 정도이다.

관광 성수기에 일부 관광지에서 숙박비 등을 유로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쿠나 외 화폐는 사용할 수 없다.

환전방법
자그레브 시내 및 주요 관광지에 환전소가 다수 존재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일요일은 대부분 휴점하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는 사용 가능하나, 일부 커피숍, 식당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널리 통용되며, 아멕스와 디스커버 카드의 경우 일부 사용이 불가한 곳이 있다. JCB와 유니온페이 카드는 사용이 불
가하다.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 방문 시에는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자그레브 시내에는 주차난이 심하며, 일방통행 도로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내 좁은 도로를 트램(전차)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시 더욱 조심해야 된다. 보행자 우선 원칙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사람이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가용 운전 시 외국인은 녹색의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게 돼 있고, 책임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다. 운전 시에는 안전벨
트를 착용해야 하며,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에 주차 및 정차가 필수이다.

자그레브 시내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은 편이며,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진입에 유의해야 한다. 2차선 이상의 회
전교차로에서 진입차량과 나가는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유의해야 한다.

자그레브 시내의 경우 전차(Tram),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크로아티아 내에서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철도가 도로보다 기반 시설이 부족한 편이므로 기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할 때 시간이 덜 소요되고 더 편리하다.

버스
크로아티아는 버스연결망이 광범위하고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기차보다 편리하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외버스 및 외곽지역 버스의 경우 휴일에는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인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시
간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택시
자그레브의 택시는 우리나라나 뉴욕 대도시처럼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는 것보다는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콜택시 시스템이다. 따라서 택
시들이 항상 대기해 있는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택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편이 낫다. 콜택
시 전화번호는 060800800, 1414, 1212 등으로 전화로 부르면 5분 내로 오며,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다.

도심 외곽에서는 택시 잡기가 어려우며, 택시 기본요금은 1.7달러 정도로,비싼 편이다. 또한, 동일 거리임에도 택시 회사마다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최근에는 우버, 볼트 등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콜택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현
금으로도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우니 이 점 주의해야 한다. 볼트가 우버보다 약간 저렴하다.

전차(Tram)
전차(Tram)는 주요 시내 교통수단으로 대부분의 시내를 관통한다.
티켓은 보통 정류장 근처에 있는 iNovine나 TIsak이라는 신문 가판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탑승 후 트램 기사에게서도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 현지 거주자들은 주로 충전식 카드를 이용하며, 이는 전차, 버스 운영사인 ZET 사무실에서 구매할 수 있다.
탑승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태그해야 하며, 티켓의 경우 전차 맨 앞쪽 카드리더기에서 티켓에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불시검문을 통해 무임
승차자를 적발하며, 높은 벌금을 부과한다.

외곽지역의 경우, 전차가 내리는 지역에서 바로 버스가 연결돼 있어 불편함이 없으나, 휴일에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일 경우도 있으
니 미리 시간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야간 노선은 1회 이용에 15쿠나이다. 1일 정기권은 30쿠나, 3일권은 70쿠나이므로 필요에 맞추어
구매하면 좋다.

ㅇ 시내 전차요금(가판대 가격/ 트램기사 구매 시 가격)
- 30분 티켓: 4쿠나 / 6쿠나
- 60분 가격: 7쿠나 / 10쿠나
- 90분 가격: 10쿠나 / 15쿠나

ㅇ 참고사항: 6세 이하 어린이 운임 면제

다. 통신

핸드폰
크로아티아에는 T-Mobile, A1 Croatia, Tele2의 세 이동통신사가 영업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는 출장자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1일
혹은 1주일, 한 달 선불 SIM 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구매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SIM 카드는 각 이동통신사 매장 혹은
TISAK과 같은 신문가판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그레브 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입국장에 있는 TISAK에서 SIM 카드를 구매하면
된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일주일 선불 SIM 카드의 경우 무제한 데이터, 100분 무료 통화 조건으로 75~85쿠나 선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이동통신사별로 다르다. 자그레브 시내에서는 세 이동통신사의 품질이 균등하나, 도서 산간지역이나 지방도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을 경
우에는 메이저 통신사인 T-Mobile과 A1 Croatia의 Sim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와이파이)

모뎀 무선 방식 등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속도는 빠른 편이며 대부분의 시내 음식점 카페 등에서 무선인터넷 이
용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 시 설치할 때까지 길게는 2개월 이상 소요된다.

라. 관광명소

ㅇ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Old City of Dubrovnik)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두브로브니크
Poljana Paska Milicevica, 20000, Dubrovnik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다. 성벽이 온전하
게 남아있는 옛 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지정됐고, 조지 버나드 쇼는 일찍이 '지상 낙원을 찾는다면
두브로브니크로 가라'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과 영화 '스타워즈' 등의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ㅇ 플리트비체 국립공원(Plitvice Lakes National Park)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HR 53231 Plitvicka Jezera
- 겨울(10월 마지막주 일요일~3월 마지막주 토요일) : 08:00~16:00
- 봄(3월 마지막주 일요일~5월 31일) : 08:00~19:00
- 여름(6월 1일~8월 20일) : 07:00~20:00
- 가을1(8월 21일~9월 30일) : 07:00~19:00
- 가을2(10월 1일~10월 마지막주 토요일) : 08:00~18:00
없음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9.5㏊에 달하는 숲 속에 16개의 청록색 호수가 크고 작은 폭포로 연결돼 있는 아
름다운 곳이다. 1979년부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
도 유명하다. 총 10가지의 트래킹 코스가 있으며 각 코스에 따라 2~8시간이 소요된다.
<자료원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녹트르노(Nokturno)
도시명
전화번호

자그레브
+385-1-4813-394

주소

Skalinska ul. 4, 10000, Zagreb

가격

20~150쿠나

영업시간

휴무일

평일 : 08:00~24:00
금, 토 : 09:00~01:00
일요일, 휴일 : 08:00~24:00
없음

소개

가격대비 음식이 우수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도 많이 찾는 대중적인 식당

비고

처음에는 음식이 짤 수 있으므로 주문할 때 소금 양 조절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ㅇ 소프라(Sofra)
도시명
전화번호

자그레브
+385-1-4111-621

주소

Radnika cesta 50, 10000, Zagreb

가격

50~200쿠나

영업시간

소개

월요일: 10:00~18:00
화요일~토요일: 10:00~01:00
일요일: 12:00~18:00
휴일: 12:00~18:00
보스니아 전통음식으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며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음

ㅇ 바탁 그릴(batak grill)
도시명
전화번호

자그레브
+385-1-4833-370

주소

Centar Cvjetni, Trg Petra Preradovica 6, Zagreb

가격

70~200쿠나

영업시간
휴무일

11:00~23:00
지점마다 영업시간 상이할 수 있음
없음

소개

크로아티아 바베큐 프랜차이즈점으로 자그레브 시내에 10곳의 지점이 있다.

비고

음식이 짜기 때문에, 주문 시 소금양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자료원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 한국식당
ㅇ 크로케이(Cro.k)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자그레브
+385-1-4819-525
Pod Zidom 4, Zagreb

가격

80~150쿠나

영업시간

11:30~23:00

휴무일
소개

월요일
자그레브 옐라치치 광장 근처로 접근성이 좋으며 찌개, 전골, 구이 등 종류가 다양함

ㅇ 엄마식당(OMMA 식당)
도시명
전화번호

자그레브
+385-99-467-0701

주소

Unska ul. 2B, 10000, Zagreb

가격

40~100쿠나

영업시간

11:00~21:00

휴무일
소개

일요일
자그레브 대학교 옆에 위치한 식당으로 현지 입맛에 맞춰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자료원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더블트리(Double Tree by Hilton Zagreb)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자그레브
Ulica Grada Vukovara 269a, 10000 Zagreb
+385-1-6001-900
https://doubletree3.hilton.com/en/hotels/croatia/doubletree-by-hilton-hotel-zagreb-

홈페이지

ZAGCRDI/index.html?WT.mc_id=zELWAKN0EMEA1DT2DMH3LocalSearch4DGGenericx6ZAGC
RDI

숙박료
소개

600~900쿠나
자그레브 시내 비즈니스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헬스장, 수영장, 터키식 목욕탕, 핀란드식 사우나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ㅇ 에스플라나데 자그레브(Esplanade Zagreb)
도시명
주소

자그레브
Ul. Antuna Mihanovica 1,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1-4566-666

홈페이지

https://www.esplanade.hr/hr/mainpage.html

숙박료
소개

866~1,076쿠나
자그레브 기차역 인근에 위치한 5성 호텔이다. 파리 이스탄불을 잇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탑승객들의 숙
소로 사용하기 위해 1925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호텔이다.

ㅇ 쉐라톤(Sheraton)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자그레브
Ul. kneza Borne 2, 10000, Zagreb
+385-1-4553-535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zagsi-sheraton-zagreb-hotel/?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소개

600~900쿠나
자그레브 기차역 및 자그레브 시내 중심가와 약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5성 호텔이다.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ㅇ 러브크로아티아(Love Croatia)
도시명
주소

자그레브
Mesnicka ulica 5, Gornji Grad,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91-6200-800

홈페이지

http://www.lovecroatia.co.kr/

숙박료
소개

최저 25유로에서 최대 스위트룸 250유로까지 다양
옐라치치 광장 근처로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좋음.

ㅇ 돌라츠 게스트 하우스(Dolac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자그레브
Opatovina 14,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5585-479

홈페이지

http://dolac.co.kr/

숙박료
소개

최저 30유로 최고 3인실 120유로
자그레브 시내 유명 재래시장인 돌라츠시장 인근에 위치,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 및 시설이 좋다.

ㅇ 모이돔(Mojdom)
도시명
주소

자그레브
Ul. Ivana Tkalcica 24,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99-444-7878

홈페이지

http://www.mojdom17.com/

숙박료
소개

최저 25유로에서 3인실 115유로까지 다양
옐라치지 광장 근처 카페 및 음식점 거리인 트칼치차에 위치
<자료원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크로아티아는 현재 남동유럽에서 치안 상황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범죄, 소매치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였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및 렌터카 업체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과실 유무를 판단하
며, 교통범칙금이 부과될 시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 경찰: 192
- 도로 긴급지원서비스: 1987

2) 여권/지갑 분실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분실 및 개인소지품 분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분실 시 대사관으로 연락해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 대사관 연락처: +385-1-4821-282
- 대사관 긴급연락처(근무시간 외): +385-91-2200-325

3) 응급 전화번호

응급상황 발생 시 먼저 대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중 약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 처방전을 요구하나 간단한 소화제,
감기약, 아스피린 등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하다. 이외 현지 긴급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 화재: 193
- 구급차: 194
- 긴급상황 신고 및 구조요청: 112
- 해양사고 신고 및 구조요청: 195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