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여행정보 
크로아티아 여행을 위한 기본정보 

 

 

 

 

 

 

 



 

유심카드 구매하기  

이탈리아에 타바끼 (Tabacchi) 가 있다면 크로아티아엔 티삭(Tisak)이 있다. 

크로아티아 여행 중 공항에서부터 끊임없이 만나게 될 티삭에서는 교통권뿐 아니라 

유심카드도 구매 가능하다. 인터넷무제한(1 주일)- 80kn(2019,02 기준) 

환전하기  

크로아티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유로가 아닌 쿠나(kn)를 사용하는데, 한국내에서는 

환전이 어렵고, 유로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환전하거나 외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ATM 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면 된다.  

크로아티아 어느 공항에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는 쿠나가 꼭 

필요한데, 공항환전소는 환율이 좋지가 않으므로 당장 사용할 만큼만 환전을 한 후 

시내로 나가 나머지 금액을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자그레브에서 환율이 가장 좋고, 두브로브니크고 갈수록 환전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그레브에서 여행중 사용할 금액을 미리 환전하는 것이 좋다 



 

크로아티아 휴일(2019 년 기준-*매해 변경됨) 

01 월 01 일 새해 

01 월 06 일 주현절 

04 월 22 일 부활절* 

05 월 01 일 노동절 

06 월 20 일 성체축일* 

06 월 22 일 반-파시즘 데이 

06 월 25 일 제헌절 

08 월 05 일 승리의 날 

08 월 15 일 성모승천일 

10 월 08 일 독립기념일 

11 월 01 일 만성절 

12 월 25 일 크리스마스 

12 월 26 일 성스테판의 날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렌터카로 이동하기 : 크로아티아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안도로가 아름답고, 

운전하기가 좋다.  또한 이동중에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차를 멈춰 쉬었다 갈수 있고, 

소도시를 들릴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방법이다. 

단, 성수기에 도심 내 주차가 불편하고, 호텔에 투숙할 때에도 주차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행객 대부분이  자그레브-두브로브니크 일정을 계획하기 때문에  차량을 

편도로 렌트하는데, 이 때 편도요금이 추가로 발생하며 편도요금은 현지에서 

지불한다. 

※렌터카 이용 시 본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고, 

보증금을 위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도 준비해 가야한다.  

 

버스로 이동하기 : 대중교통으로 크로아티아에서 도시간 이동을 하게되면, 다른 

나라와 달리 기차가 발달하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노선이 잘 발달해 

있고, 시간대도 매우 다양하다.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버스터미널에서 다음 

행선지의 버스티켓을 미리 사놓는 것이 좋다. 



크로아티아 날씨 

크로아티아는 남북으로 긴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날씨가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대체적으로 날씨가 화창하고,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를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여름이 건기 겨울이 우기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기엔 여름이 가장 적기이다.  

하지만 여름은 가장 여행하기 좋은 날인 만큼 장소마다 빼곡한 관광객들과 치솟는 

물가 또한 감수해야 한다. 

 

 

 

 

 



크로아티아 전통음식 

크로아티아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나라에 영향을 받아왔는데 그 영향으로 음식 또한 

지역별로 특색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터키 음식과 비슷한데 음식마다 크로아티아의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다. 

자그레브 음식은 중앙유럽국가와 비슷한데, 고기요리를 메인으로 감자나, 다른채소들을 

사이드 디쉬로 먹는다. 달마티아 지역은 바다에 인접해 있고 섬이 많아 전형적인 지중해 

요리를 주로 먹는다. 마지막으로 이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달마티아와 비슷한 지중해식 

요리가 대표적인데 이스트리아 특유의 요리방식을 가지고 있어 콩스프나, 푸지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 

※크로아티아 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전체적으로 짜게 느껴진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소금을 조금 뿌려달라고 말하는게 좋다. 

 

Pasticada s njokima 

“달마티안 요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Pasticada 는 송아지를 이용한 달마티아 

전통요리로 뇨끼와 함께 조리해 먹곤 한다. 

달마티아에선 집집 마다 고유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을 만큼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요리이다. 

 

Ispod peka 

우리나라의 화덕 같은 곳에 고기, 해산물 

및 채소를 굽는 것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두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미리 식당에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크로아티아사람들은 페카요리중 

문어페카를 최고로 꼽는다  



 Buzara 

부자라는 크로아티아 연안에서 갑각류와 

조개류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스캄피나 

홍합 같은 재료를 토마토소스나 

화이트와인 같은 소스로 조리하는 요리도 

우리나라 해산물 찜과 비슷한 느낌의 

요리이다. 

Punjene 

파프리카 속에 다진고기와 쌀 등을 

넣고 토마토소스로 쪄낸 크로아티아 

전통 요리이다. 주로 여름에 많이 

즐기는 음식으로 다른 계절에 

푼예네를 맛보고 싶다면 파프리카가 

아닌 양배추로 감싼 사르마 푼예네를 

맛볼 수 있다 

 

Rozata 

로자타는 커스터드 푸딩에 카라멜 시럽을 뿌린 

홈메이드 디저트로 스플리트와 두브로브니크 

지역이 가장 대표적이다. 

Fritule 

크로아티아 길거리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국민 간식  프리튤레는  밀가루를 기본으로 

건포도나 현지 술 레몬 같은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동그랗게 뭉쳐서 튀기는 도넛이다. 

따끈할때 슈가파우더나 초콜렛 시럽과 먹는 

프리튤레는 크로아티아에서 한번쯤 꼭 

먹어봐야하는 음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