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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영사 연락망      
 지역  국가 긴급연락망 일반전화 주소

   가나 +233-244-321858 +233-21-776157  P.O.Box GP 13700 No.3 Abokobi Rd, East 

Cantonment, Accra, Ghana

  가봉 +241-0623-7218 +241-73-4000 B.P. 2620, Libreville, GABON

  나이지리아 +234-703-400-6846 +234-9-461-2701  No.9 Ovia Crescent Off Pope John II St. Maitama, 

POBox 6870, Abuja, 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 +27-72-136-7615 +27-12-460-2508  Green Park Estate #3, 27 George Storrar Drive, 

Groenkloof, Pretoria 0181, South Africa

  모로코 +212-61-787722 +212-37-751767 41, Mehdi Ben Baraka, Souicci, Rabat - Maroc

  세네갈 +221-77-637-3069 +221-33-824-0672  27, route de la Corniche Ouest, x rue David Diop, 

Fann Residence B.P.5850 Dakar Fann, Dakar 

Senegal.

  수단 +249-9-1217-2813 +249-1-8358-0031~2  House No.55, Al-Jazira Street 56, P.O. Box 2414 

Khartoum, Sudan

  앙골라 +244-912-554000 +244-226-420103  Centro de Convencoes Talatona (Chalet A101) 

Luanda Sul, Angola

  짐바브웨 +263-912-261368 +263-4-756541  3rd Floor(Red Bridge), Eastgate Building, 3rd 

Street/R. Mugabe Road, Harare, Zimbabwe

  카메룬 +237-9749-1642 +237-2220-3756  P.O.Box 13286 Yaounde, Cameroon

  케냐 +254-736-831831 +254-20-222-0000 P.O.Box 30455-00100 GPO, Nairobi, Kenya

  코트디부아르 +225-0500-0370 +225-2248-6701  Rue Monseigneur Kouassi, lot 100, Cocody 

Ambassade 01 BP 3950 Abidjan, Côte d’Ivoire
  콩고  +243-81-950-0295 ̀  +243-81-982-0302 65 Boulevard Colonel Tshatshi, Gombe, Kinshasa    

  탄자니아 +255-754-360931 +255-22-266-8788/7539  Plot No. 97, Msese Road, Kingsway, Kinondoni 

P.O.Box 1154, Dar es Salaam, Tanzania 

  레바논 +961-3-732625 +961-5-953167~9  Diplomat Bld. 2F, Presidential Palace Street, 

Baabda P.O.Box 40-290 Baabda, Lebanon 

  리비아 +218-91-218-8611 +218-21-483-1322  P.O.Box 4781, Abounawas Area, Gargaresh St., 

Tripoli, Libya 

  사우디아라비아  +966-50-648-9806  +966-1-488-2211 Dipomatic Quarter, P.O.Box 94399, Riyadh 11693, 

+966-55-521-6935  Kingdom of Saudi Arabia

  아랍에미리트 +971-50-641-3751 +971-2-443-5337  Saeed bin Tahnoon St. Abu Dhabi Immigration 

Area / P.O.Box 3270, Abu Dhabi, U.A.E.

  알제리 +213-661-50-6281 +213-21-79-3400~2 39 Av. Mohamed Khoudi, El-Biar, Algier, Algeria

  예멘 +967-7343-60003 +967-1-431-801~4  House No. 4(off iran Street), Hadda Area,  

Sana’a, Yemen

  오만 +968-99357254 +968-24691490~2  Way No. 3023, Bld. No. 1921, Shati Al Qurm, 

Muscat, Sultanate of Oman

  요르단 +962-79-560-0316 +962-6-593-0745∼6  P.O.Box 3060, Amman 11181,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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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모로코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예멘

오만

케냐

수단

앙골라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이란
레바논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스라엘

가봉

 지역  국가 긴급연락망 일반전화 주소

  이란 +98-912-105-1662 +98-21-8805-4900~4  No.18, West Daneshvar st. Shaikhbahai ave. 

Sheikhbahai sq. Tehran, Iran.

   이스라엘 +972-50-641-3026 +972-9-951-0318/22  4 Hasadnaot St., Herzliya Pituach 46728(P.O.B. 12747 

Industrial Zone, Herzliya Pituach 46733)

  이집트  +20-12-211-4809,  +20-2-3761-1234∼7 3 Boulos Hanna St., Dokki, Cairo, A.R.E  

+20-12-227-5057  

  카타르 +974-582-8295 +974-483-2238/9  P.O.BOX 3727, West Bay, Diplomatic Area, Doha, 

Qatar

  쿠웨이트 +965-9943-2519 +965-2533-9601~3  Qortoba Block 4, Street 1, Jaddah 3, House No. 5(P.

O.Box 4272, Safat 13043, Kuwait)

  튀니지 +216-98-329-685 +216-71-799-905  16, Rue Caracalla, Notre Dame, Tunis, Republique 

Tunisienne

중
동

코트디부아르

한국관광공사 지사

아랍에미리트┃두바이
19th Fl., Dubai World Trade Center, P.O.Box 9488, Dubai, UAE

전화  971-4-331-2288

요르단

카메룬

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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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콜센터 

  영사콜센터 이용하기

 

 

  - 해외에서 긴급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전화하세요. 

  -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에서  

 바로 도움을 드립니다.

  -  국내에서 여권발급, 해외이주 등 일반 영사      

민원 상담은 02-3210-0404입니다.

● 무료 자동연결

  현지 국제전화코드+800-2100-0404

 국가 현지국제전화코드

남아공 09

네덜란드 00

뉴질랜드 00

대만 00

덴마크 00

독일 00

마카오 00

말레이시아 00

미국 011

벨기에 00

싱가포르 001

스웨덴  00

스위스  00

아르헨티나 00

오스트리아 00

영국 00

이스라엘 00

일본 001, 010

중국 00

캐나다 011

태국 001

페루 00

프랑스 00

핀란드 00

필리핀 00

호주 0011

홍콩 001

※위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는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십시오�

800-2100-0404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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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자동연결

 현지 국제전화코드+800-2100-0404

●  무료 수동연결

 국가별 접속번호+0+교환원+영사콜센터

●  유료 연결

 현지 국제전화코드+822-3210-0404

T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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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수동연결

  국가별 접속번호+0+교환원+영사콜센터

 국가 국가별 접속번호

괌 1-888-865-8581

네팔 0800-77-082

그리스 00-800-822-111

남아프리카공화국 080-099-0082

네덜란드 080-0022-0082

노르웨이 800-1-9982

뉴질랜드 000-982

대만 008-0182-0082

덴마크 800-103-82

독일 080-0080-0082

러시아 8(신호음)10-800-110-2082

룩셈부르크 0800-0082

마카오 080-0820

말레이시아 1-800-800-082

멕시코 018-001-230-292

모나코 800-900-82

미국 1-800-822-8256

몽골 00199-14-959-0976

바레인 800-00-082

베트남 1783-821

벨기에 080-010-082

브라질 0800-890-8211

사이판 233-2582

스리랑카 (011)247-3000

스웨덴 020-799-355

스페인 900-99-0082

스위스 080-055-7667

싱가포르 800-082-0820

아랍에미리트 0800-1282

아르헨티나 0800-8888-411

영국 080-089-0082

 국가 국가별 접속번호

오스트리아 0800-200-219

우즈베키스탄 8(신호음)641-998-0001

 

우크라이나 8(신호음)100-821

이라크 165(안내멘트 중)3001

이스라엘 1-800-949-4820

이집트 2-3655-08

이탈리아 800-172-222

인도 000-8227

인도네시아 0018-0182

일본 00539-821

중국(상하이 북부) 108-821

중국(상하이 남부) 108-2-821

칠레 800-201-638

캐나다 1-800-660-0682

카자흐스탄 8(신호음)800-821-4321

코스타리카 00-800-1234-8000

체코 800-001-138

태국 1800-0082-10

터키 0811-288-0082

파키스탄 00-800-110-82

파푸아뉴기니 050-782-0011

페루 080-050-375

폴란드 0(신호음)080-0821-1122

프랑스 080-099-0082

피지 004-890-8201

핀란드 080-011-0820

필리핀 1010-55-8220, 105-82 병행

헝가리 06(신호음)8000-8211

호주 1-800-88-1820

홍콩 800-96-0082, 001-009-0080

영어로 안내방송 나오면 3001누름(한국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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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연결

  현지 국제전화코드+822-3210-0404

 국가 현지국제전화코드

괌 011

그리스 00

남아프리카공화국 09

네덜란드 00

네팔 00

노르웨이  00

뉴질랜드 00

대만 002

독일 00

덴마크 00

러시아 810

룩셈부르크 00

마카오 00

말레이시아 00

멕시코 00

모나코 19

몽골 001

미국 011

바레인 00

베트남 00

벨기에 00

브라질 00

브루나이 00

사이프러스 00

사우디 00

스리랑카 00

스위스 00

스웨덴 00

스페인 00

싱가포르 001

아랍에미리트 00

아르헨티나 00

아프카니스탄 00

 국가 현지국제전화코드

아일랜드 00

영국 00

오스트리아 00

우루과이 00

우즈베키스탄 810

예멘 00

이라크 00

이스라엘 00

이집트 00

이탈리아 00

인도 00

인도네시아 001

일본 001, 010(KDD) 0041, 010(LTJ)

중국 00

칠레 00

체코  00

코스타리카 00

파라과이 002

파키스탄 00

페루 00

프랑스 00

포르투갈 00

폴란드 00

피지 00

핀란드 00

필리핀 00

캐나다 011

태국 001

터키 00

헝가리 00

호주 0011

홍콩 001, 009,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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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시
유의 사항

1� 해당 국가의 법과 관행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   세계 각국은 고유하고 독자적인 법과 제도, 행

정체계가 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

민은 그 나라의 법령과 제도 관할하에 있으므

로 이를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위험한 지역의 출입을 삼가는 등 사건이나 사

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체류국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

리 국민이 사건.사고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사

건이 발생한 국가의 사법.행정 절차에 따라 

수사, 사건 처리 및 재판 과정이 진행됩니다.

●   우리 재외공관이 국제법상 지원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

의 입장만 대변할 경우 주재국의 내정을 간

섭하는 것이 되며, 이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특히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최근 우리 국민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

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   국내에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따

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5�  사건�사고와 관련된 비용은 본인과 가족

이 부담해야 합니다�
●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 중 공관의 도

움이 필요한 분들은 관할 공관에 구체적인 사

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요되는 비

용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통역 비용, 변호사 비용, 보석 비

용, 소송비, 병원비, 장례비, 항공.선박의 운

임 및 기타 사건사고 처리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인, 가족 및 친지가 부담해

야 합니다.

6�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범법 행위를 했

을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법

에 의한 재판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에서 범죄에 연

루되었을 때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외

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우리 외교통상부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게 조언을 주고 기타 도움을 제공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귀하를 보호할 수

는 없습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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