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그레브 
처음만나는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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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시작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는 내륙의 다른 나라들과 크로아티아를 잇고 

요충지이며, 해안도시가 유명한 크로아티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그레브를 

중심으로 발달한 교통편 때문에 하루를 쉬어가는 장소기도 하다. 하지만 

기대없이 방문했던 자그레브에서 도시전체에 가득한 풀내음과 여유로움에 

반해 며칠을 더 머물다 가게되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여행하기 좋은계절  

자그레브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시기는 3 월~7 월 인데, 8 월초에는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휴가를 떠나 상가들이 문을 닫고는 

한다.  

또한 12 월 자그레브 크리스마스 마켓은 크리스마스마켓이 유명한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정도로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다.. 

 



공항에서 시내 나가는 법 

 공항버스 : 버스기사에게 직접 버스표를 구매하면 되는데 현금만 받기 때문에 

사전에 쿠나를 미리 준비 해야한다.(편도 30kn) 

 배차시간은 오전 7 시부터 오후 10 시 30 분 까지 30 분간격으로 운행되며 

자그레브 버스터미널까지 40 분 정도 소요된다.  

터미널 하차 후 길가에 나가면 티삭(tisak) 이 보인다. 티삭에서 티켓을 구매 후 

트램을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 된다. 트램&버스 티켓은 티삭에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 탑승 후 꼭 노란 기계에서 펀칭을 해야한다. 펀칭을 하면 시간이 

찍히는데 4kn 티켓 기준 첫 탑승시간 기준  30 분간 이용이 가능하다. 

 

(버스터미널에서 6 번트램-crnomerec 행 3 번째 정류장이 중앙역, 5 번째 정류장이 

반 옐라치치 광장 이다) 

 공항에서 택시 : 우버로 택시를 부르는게 좋다. 이 때  카드결제로 하면 

택시가 잘 잡히지 않고, 현금결제로 해야 잘 잡히는데, 공항에서 

중앙역까지 약 200kn 정도 나온다.(2019.02 기준) 



 

 자그레브여행정보 

 
 

 반 옐라치치광장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한 반 옐라치치 광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만남의 장소로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중앙에 오스트로◦헝가리 점령 당시 총독을 맡았던 반 

옐라치치 백작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광장 양 옆으로 뻗은 일리차 

거리를 중심으로 중세 유적이 고스란히 담긴 고르니 그라드와 

신식건물과 유적이 어우러진 도니 그라드로 나뉘어 지며 자그레브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장소 있다. 

 

 



 

 돌라츠 시장 

자그레브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노천시장은 반옐라치치광장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바로 활기찬 모습을 드러낸다.  

꽃과 과일 생필품 등을 판매하며 오후  3 시면 파장 분위기이므로 

오전에 서둘러서가는 것이 좋다. 노천 시장이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어렵고, 현금으로 크지 않은 금액의 쿠나를 준비해가면 좋다. 

 

 

 대성당 

1093 년에 착공하여 1102 년에 완공하였으나, 외세의 침공과 2 번의 

대규모 화재로 인해 역사를 지나오며 많은 손상을 입어 17 세기까지 

복구작업이 진행되었다. 

성당의 웅장함과 건축방식, 보물급 유물이 10 개 이상되는 

‘크로아티아의 보물’이다. 

◦ 운영시간 - 월요일~토요일: 10 시~17 시 일요일 : 13 시~17 시  

 

 

 성 마르코성당 

자그레브여행을 준비중이라면 한번쯤은 봤을법한  독특한 타일 

모자이크 지붕이 특징인 성당이다. 지붕의 왼쪽에는 크로아티아 

문장이, 오른쪽에는 자그레브 시 문장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로트르슈차크 탑 

중세시대에 도시를 방어하던 탑으로 보존이 잘되어 현재는 1층은 

관광안내소, 2층은 갤러리와 전망대 역할을 하고있다. 중세시대에 매일 

저녁 도시로 진입하는 문을 닫기 전에 종을 울렸었는데, 그 종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둑의 종’이라는 뜻의 ‘로스트슈차크’라는 

이름을 갖게되었다. 19세기에 4층으로 증축을 하며 종이 아닌 대포를 

들여놓고 자그레브의 역사적 전통을 알리기 위해 매일 정각 대포를 

발사한다.  

※입장료 : 성인 20쿠나, 어린이 10쿠나(카드가능) 

※관람시간 : 평일 09:00~21:00, 주말 10:00~21:00 

 

 

 



 

 미마라 박물관 

구시가지에서 도보 15분정도 거리지만, 예술작품을 좋아한다면 꼭 

가봐야하는 미술관이다. 유명한 수집가인 토피치 미마르가 

개인소장품을 크로아티아 국민들을 위해 기증하여 탄생한 박물관으로,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위대한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다. 

 

 트칼치체바 거리 

우리나라의 카페거리처럼 거리에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낮보다는 밤이 조금 더 신나는 젊음의 

거리이다. 

 

 

 

 

 

 

 

 

 

 

 

 

 



 

자그레브 짐보관소 

버스터미널 106 번에 Cloak Room 이라고 써있는 짐보관소가 있는데, 

기본 4 시간에 5 쿠나, 4 시간 이후부터는 시간당 2.5 쿠나씩 비용이 

발생한다. 

※운영시간 : 06:00~22:00 

 

다른도시로 이동하기 

 렌터카 기준 

자그레브->플리트비체 : 1h 30m 소요 

자그레브->오파티야 : 2h 소요 

자그레브->로빈 : 3h 소요 

자그레브->풀라 : 3h 10m 소요 

 

 버스 기준 

자그레브->플리트비체 : 1h 30m 소요 

자그레브->오파티야 : 3h 30m 소요 

자그레브->로빈 : 4h 30m 소요 

자그레브->풀라 : 4h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