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명 공관명 전화번호 주                 소

네팔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977-1- 427-0172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64-4-
473-9073

(118)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64-9-
379-0818

(213)

동티모르 주 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관

670-
332-1635,
332-1567

라오스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856-21- 352-031~3

말레이시아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60-3-
4251-2336

(#146)

몽골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976-11-
32-1548

미얀마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95-1-

527142~4

방글라데시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808-2-881-2088~90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84-4-3771-0404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84-8-3824-8531

브루나이 주 브루나이 대한민국 대사관
673-233-

0248

스리랑카 주 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94-11-

269-9036

싱가포르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65-6887- 5761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대
사관

61-2-6270-4123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61-2-9210 -0215

주 멜번분관
61-3-

9863-7461 Suite927 1 Queens Road Melbourne VIC 3004, Australia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91-11

4200-7094

주 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91-22-2388-6743~5

재  외  공  관  주  소
출처 : 외교통상부 발간 "2012년판 재외공관 주소록",                                      재외공관 주소 : http://www.mofat.go.kr/introduce/abroad/list/index.jsp?menu=m_70_50_10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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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62-21-

2992-3030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81-3-3455-2604

(東京都 新宿区 四谷 4-4-10(우편번호 160-0004))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81-78-

221-4853
((우) 650 - 0004 神戶市 中央區 中山手通 2 - 21 - 5)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81-52-

586-1078
(〒450-0003 日本国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南1丁目１９-１２ )

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81-25-

255-5555

((우) 950-0078 新潟市中央區万代島5-1 万代島ビル8階 )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81-11-218-0288

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 영사관
81-22- 221-2751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81-6-6213-1493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81-45-

621-4531
((우) 231-0862 日本國 神奈川縣 橫浜市 中區 山手町 118番地 )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81-92-

762-1108

주 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81-82-

568-0502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86-10- 6532-7532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86-20- 3820-0311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86-21-6295-5000(*454)

주 선양 대한민국 사무소
86-24- 2385-3388

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86-29-8835
1001(311)

주 우한 대한민국 사무소
86-27- 8556-1085

주 청뚜 대한민국 총영사관
86-28-

8616-5800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86-532- 8399-7709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852-2528-1782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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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롄 출장소
86-411-

8289-6178
HONG YUAN BUILDING 5 FLOOR, ZHONG SHAN DISTRICT #23,
DALIAN, CHINA

캄보디아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855-23-

211-900/3

태국 주 타이 대한민국 대사관
66-2-247- 7537

(내217)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92-51-

227-1636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
92-21-3585-3950/1

파푸아뉴기니 주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대사
관

675-321-
5822

피지 주 피지 대한민국 대사관
679-3300-977

필리핀 주 필리핀 대한민국 사무소

63-2-
856-9210
(내선830)

과테말라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502-

2382-4051

니카라과 주 니카라과 대한민국 대사관
505-2254-
8107/8110

도미니카 주 도미니카 대한민국 대사관
1-809- 482-6505

멕시코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52-55-
5202-9866

(251)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1-202-

587-6133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1-646-

674-6086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사무
소

1-213-385-0012,0013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1-617-641-

2830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
사관

1-415-921-2251  3500 Clay St San Francisco, CA 94118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1-206-

448-3317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1-312- 676-2196

 미             주

파키스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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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1-404-

522-1611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1-808-

595-8901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1-713-

400-1329

주 앵커리지 대한민국 출장소
1-907- 339-7955

주 하갓냐 대한민국 출장소
1-671-

647-6488/9

베네수엘라 주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58-212- 954-1270

볼리비아 주 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591-2-

211-0361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55-61-

3321-2500 SEN - 14 Asa Norte, 70800-915, Brasilia-DF, Brasil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55-11-

3141-1278

아르헨티나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54-11-4801-5005

에콰도르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593-2-290-9227~9

(108)

엘살바도르 주 엘살바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503-

2263-9145

온두라스 주 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관
504-

2235-5561

우루과이 주 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598-2628-

9374~5

자메이카 주 자메이카 대한민국 대사관
1-876-924-2731

칠레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56-2-228

-4214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1-613-

244-5033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1-514-
845-2555

(235)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1-604-

681-8424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1-416-

920-2050

브라질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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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주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506-

2220-3160

콜롬비아 주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57-1-616-

7200

트리니다드토바고 주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한민국
대사관

1-868
622-9081

파나마 주 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
507- 264-8203,  /8360

파라과이 주 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595-21- 602-751

페루 주 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51-1- 476-0815

그리스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30-210-

698-4080/2

네덜란드 주 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 대사
관

31-70- 358-6076

노르웨이 주 노르웨이 대한민국 사무소
47-

2254-7090

덴마크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45-

3946-0400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49-30-

26065-499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Stülerstr. 10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
사관

49-69-
9567-5226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49-40-650-6776-15

주 본 대한민국 분관
49-228-
943-7921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7-495- 783-2768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
사관

7-423-
240-2222

주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한민국
총영사관

7-812-448-9517

주 이르쿠츠크 대한민국 총영사
관

7-3952
-250-301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출장소

7-4242- 462430

구                주

독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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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40-21-

230-7198 2nd floor, Blvd. Primaverii, Nr.29, Sector 1, Bucharest

벨기에 주 벨기에왕국 겸유럽연합 대한
민국 대사관

32-2-661-
0062

Chaussée de la Hulpe 173-175, 1170 Bruxelles(Watermael-
Boitsfort), Belgique

벨라루스 주 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375-17-
306-0147

불가리아 주 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359-2-

971-2181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World Trade Center, 7A floor 36
Dragan Tsankov Blvd, 1040 Sofia, Bulgaria

세르비아 주 세르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381-11-
3674225 Uzicka 32, 11000 Belgrade

스웨덴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46-8-

5458-9432 Laboratoriegatan 10, 115 27 Stockholm, Sweden

스위스 주 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41-31-356-2449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34-91-353-2000

주 라스팔마스 대한민국 분관
34-928- 23-0499

슬로바키아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
421-2- 3307-0711

아일랜드 주 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353-1-
6608800

아제르바이잔 주 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대사
관

994-12-
596-7901~3

영국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44-207-
227-5500

오스트리아 주 오스트리아공화국 겸 빈국제
기구 대한민국 대사관

43-1-478-1991-68

우즈베키스탄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
관

998-71-252-3151~3

우크라이나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380-44-
278-2839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39-6-

80246236

주 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
39-2-2906-2641

체코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420-234090416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7-7172- 925-591(149) Office No.91,92,93 «Kaskad» business-centre, Kabanbai Batyr

Av.6/1 Astana, 010000 Kazakhstan

스페인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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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알마티 대한민국 분관
7-272-

246-8897~98

크로아티아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385-1

-4821-282

키르기스스탄 키르키즈스단 대한민국 대사관
996-312-
575923

타지키스탄 주 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992-44-
600-9117

(2112)

주 터키 대한민국 대사관
90-312-
468-4822

주 이스탄불 대한민국 총영사관
90-212-
368-8368

투르크메니스탄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 대
사관

993-12-
48-97-61~3 744005, Azadi str., 17a, Ashgabat, Turkmenistan

포르투갈 주 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351-217-
817-136

폴란드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48-22-

559-2907

프랑스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33-1- 4753-6678

핀란드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358-9- 25150020

헝가리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36-1-462-

3097

레바논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
961-5- 953167

모로코 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212-537-
75-1767

바레인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973-

1753-1120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
사관

966-1-4882211

주 젯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966-2- 668-1990

수단 주 수단 대한민국 대사관
249-1- 8358-0031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
관

971-2-6439144

중               동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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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971-4-
344-9200

(602)

오만 주 오만 대한민국 대사관
968-2469- 1490~2

요르단 주 요르단 대한민국 사무소
962-6- 5930057

이라크 주 이라크 대한민국 대사관
964-77-

0725-2006

이란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98-21-

8805-4900

이스라엘 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972-9-951-0318/22 우편사서함: P.O.B. 12747 Herzliya Pituah 46733

주         소: 4 Hasadnaot St., Herzliya Pituach 46728

이집트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
20-2-3761-1234

카타르 주 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974-

4483-2238

쿠웨이트 주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965-

2537-8621

튀니지 주 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216-71-
799-905

가나 주 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233-30
2776157

가봉 주 가봉 대한민국 대사관
241-

73-4000

주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234-9

461-2701

주 라고스 대한민국 분관
234-1

271-6293

남아프리카 주 남아프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27-12-

346-2026

르완다 주 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
250-252-
577-577

세네갈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221-33-
824-0672

알제리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213-21-
793400

앙골라 주 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244-222-

006-067~9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아  프  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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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주 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
256-414-
500-197 Plot 22, Simba Tower( 3rd Floor), Acacia Ave., Kampala, Uganda

에티오피아 주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관
251-113- 728111~4

짐바브웨 주 짐바브웨 대한민국 대사관
263-4-

756541~4

카메룬 주 카메룬 대한민국 대사관
237-2220-

3756

케냐 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254-20-

3749931~4
1st & 2nd Floor, Misha Tower, Westlands Road, P.O. Box 30455-
00100, Nairobi, Kenya

코트디브아르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
관

225-2248-6701/6703 01BP 3950 Abidjan 01, Cocody Ambassade, Rue Monseigneur
Kouassi, Lot 100,Villa 33 Abidjan, Cote d'ivoire

콩고민주공화국 주 콩고 대한민국 대사관
243-15-03-5001~4

탄자니아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255-22- 266-8788  P.O.Box 1154, Plot No. 97, Msese Road, Kingsway, Kinondoni,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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