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다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가진 ‘자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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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치콕이 사랑한 도시 ‘자다르’ 

고대로마 시대 문헌에도 등장했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지닌 자다르는 긴 

역사 만큼 도시 곳곳에 고대와 중세 로마의 유적을 쉽게 만날 볼 수 있고, 

크로아티아 최초로 대학이 세워진 지식인의 도시이다.  

또한 자다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가지고 있는데, 일몰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리바해변으로 모여드는걸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관광객들이 적은 편이며, 크로아티아 여행도중 지친 심신을 잔잔하게 달래기 

좋은 여행지이다. 

 

 



공항에서 시내 나가는 법 

공항버스 : 편도가격은 가방포함 25kn 으로 약 30 분소요된다 

-배차시간(2018 년 11 월 1 일 ~ 2919 년 3 월 24 일 기준) 

월~금 : 올드타운출발 5:30, 21:00 / 공항출발 7:00, 22:30 

토 : 올드타운출발 05:30 / 공항출발 7:00 

일 : 올드타운출발 21:00 / 공항출발 22:30 

 

A.구시가지 버스터미널(Liburnska obala) – B.중앙버스터미널 – C.공항  

-구시가지 버스터미널은 SEA GATE에서 성밖으로 나가 왼쪽으로 가면 위치해 있다. 

-버스터미널 교통편 

 B. 중앙버스터미널 → A.구시가 

-버스터미널에서 나오면 바로앞에 큰 대형마트인 ‘콘줌’이 있는데 길건너편에서 

2 번, 4 번 버스를 타면 구시가로 이동할 수 있다. 

-구시가까지 도보로는 20 분, 걸어가고 싶다면 콘줌옆으로 직진해서 항구까지 

내려간 후 성벽을 따라 걸으면 구시가가 나온다. 

 A.구시가 → B. 중앙버스터미널 

-구시가지 버스터미널에서 2 번버스를 타면 중앙버스터미널에 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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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르여행정보 

 나로드니 광장 

구시가지 한 가운데 있는 중세시대 광장으로 여행자를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제공하는 

관광지도를 받고 나로드니 광장의 노천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즐긴 후 자다르 

여행을 시작하기에 좋다. 

 포럼 

고대 로마의 도시라면 어디든 위치해 있는 고대 로마의 시민광장으로, 포럼 

뿐 아니라 도시곳곳에서 로마 유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아쉽게도 많은 

유적들이 2 차 세계대전때 파괴되었다. 현재 복구중이지만 포럼에 가보면 

고대 로마 유적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로카 대로 

성문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시로카대로는 자다르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이 거리를 중심으로 관광명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다르를 

여행하게 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게 될 곳이다. 

 성 스토시야(아나스타시아) 대성당,종탑  

4 세기쯤 지어졌다가 11 세기 십자군에 의해 파괴되어 12 세기부터 

13 세기까지 재건하였으니, 후에 2 차 세계대전때 폭격을 맞고 1989 년에서야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자다르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뷰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바다 오르간&태양의 인사 

자연을 이용한 예술작품인 ‘바다 오르간’과 ‘태양의 인사’는 예술가 니콜라 

바시츠의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다른도시로 이동하기 

렌트카 기준 

자다르->자그레브 : 300km, 3h 

자다르->플리트비체 : 120km, 1h 30m 

자다르->스플리트 : 160km, 1h 45m 

대중교통기준 기준 

자다르->자그레브 : 300km, 3h 

자다르->플리트비체 : 120km, 1h 30m 

자다르->스플리트 : 160km, 1h 4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