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835-1001
이강국
알마티 Almaty Kaldayakov st.
66A, Bogenbai batyr st. corner,
Almaty, Kazakhstan Tel.(7727)291-0490
전승민
오사카 2-3-4, Nish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Tel.(816)6213-1401
오태규
요코하마 118, Yamate-cho, Nakaku, Yokohama, Japan Tel.(8145)621-4531
이명렬
우 한 4F, Pudong Development
Bank B/D, 218, Xinhua-Road,
Jianghan-District, Wuhan, Hubei
430022 P.R.China Tel.(8627)8556-1085
정재남
청 뚜 14F Square One, 18 Dongyu
St, Jinjiang District, Chengdu,
Sichuan 610016 ,P.R. China Tel.
(86-28)8616-5800
장제학
첸나이 5th Floor, Bannari Amman
Towers, Dr. Radha Krishnan
Road, Mylapore, Chennai
600004 Tel.(91-44)4061-5500

김형태
칭다오 No.88. Chunyang Road,
Chengyang District, Qingdao
City, Shandong Prov, China Tel.
(86-532)8897-6001 박진웅
호치민 107 Nguyen Du St.,
District1, HCMC, Vietnam Tel.
(84-8)3824-8531
임재훈
홍 콩 5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Tel.(852)2529-4141

김원진
후쿠오카 1-1-3 Jigyohama Chuoku Fukuoka, Japan Tel.(8192)771-0461
손종식
히로시마 4-22, Higashi-kojincho,
Machi Minami-Ku, Hiroshima
Shi Japan Tel.(81-82)568-0502

김선표

중동
두바이 Villa#39, Street 24b, Area
342, Jumeirah 2, Dubal Tel.(9714)344-9200
허남덕
젯 다 P.O.Box 55503 Jeddah
21544 Kingdom of Saudl Arabia
Tel.(966-2)668-1990 이상균

아메리카
뉴 욕 460 Park Ave.(bet.57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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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th St.) New York, NY 10022
Tel.(1-646)674-6000 박효성
로스앤젤레스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U.S.A. Tel.(1-213)385-9300

김완중
몬트리올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Suite 3600,
Montreal, Quebec, H3B 4W8,
Canada Tel.(1-514)845-2555

이윤제
밴쿠버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Tel.
(1-604)681-9581
김   건
보스턴 300 Washington Street
(One Gateway Center), Suite
251. Newton, MA 02458 Tel.(1617)641-2830
김용현
상파울루 Av. Paulista 37 (Alameda
Santos,74), 8˚ andar cj. 81 - Bela
Vista, Sao Paulo - SP Brasil CEP
01311-902 Tel.(55-11)3141-1278

김학유
샌프란시스코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U.S.A
박준용
Tel.(1-415)921-2251
시애틀 2033 6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U.S.A Tel.(1206)441-1011
이형종
시카고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front Plaza Drive,
Chicago, ILinois 60611, U.S.A.
Tel.(1-312)822-9485 이종국
애틀랜타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USA Tel.(1404)522-1611
김영준
토론토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2J7 Tel.(1416)920-3809
정태인
호놀룰루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U.S.A.
Tel.(1-808)595-6109 강영훈
휴스턴 1990 Post Oak Blvd Suite
#1250, Houston, Texas 77056,
U.S.A. Tel.(1-713)961-0186

김형길

유럽
블라디보스톡 Pologaya St. 19
Vladivostok 690091 Russia Tel.
(7-4232)402-222
이석배
상트페테르부르크 St. Nekrasova
32-A, St. Petersburg, 191014,

Russia Tel.(7-812)448-1909

이진현
이르쿠츠크 3F, Gagarin Blvd., 44,
Irkutsk 664055, Russia Tel.(73952)250-301
엄기영
이스탄불 Askerocagi Caddesi,No:6
Suzer Plaza KAt:4,34367
Elmadag-Sisli, Istanbul, Turkey
Tel.(90-212)368-8368 차영철
프랑크푸르트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49-69)9567520

백범흠
밀라노 Piazza Cavour 3(4F),
20121, Milano, Italia Tel.(39)022906-2641
유혜란
함부르크 Kaiser-Wilhelm-Str 9(3.
OG), 20355 Hamburg. Germany
Tel.(49-40)650-677-600

신성철

STE 3-695, ANCHORAGE, AK
99515, U.S.A Tel.(1-907)3397955
권오금
오클랜드(분) Level 12, Tower
1, 205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 New Zealand Tel.(649)379-0818
홍배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 283 Bm
Lenin St., Yuzhno-Sakhalinsk,
Russia Tel.(7-4242)462-430

황명희
카라치(분) 101, 29th Street(Off.
Khayaban-e-Mohafiz) Phase VI,
DHA, Karachi, Pakistan Tel.(9221)3585-3950
김동기
하갓냐(출) 153 Zoilo St.,
Tamuning, Guam 96913 U.S.A.
Tel.(1-671)647-6488 윤상돈

주한외국공관
기타
(분)=분관, (출)=출장소

대사관

다 롄(출) 5FL Hongyuan building,
Renmi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116001, China
Tel.(86-411)8235-6288 강승석
댈러스(출) 14001 Dallas Parkway
Ste.450(4F), Dallas, TX 75240
이상수
Tel.(972)701-0180
라고스(분) Plot 10A & B, Layi
Ajayi Bembe Street, Parkview,
Ikoyi, Lagos, Nigeria Tel.(2341)271-6295
이영환
멜 번(분)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Tel.
(61-3)9533-3800
김성효
라스팔마스(분) Luis Doreste Silva
60. 1ªP, 35004 Las Palmas de
Gran Canaria, SPAIN Tel.(34928)230-499
오동일
본(분) Godesberger Allee 142-148,
3. Obergeschoss, 53175 Bonn,
Bundesrepublik Deutschland Tel.
(49-228)943-790 
금창록
세 부(분)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Philippines Tel.(63-32)2311516
오승용
아르빌(분) Rotana Hotel, Gulan
Street, Erbil, Iraq. Tel.(964750)853-4329
박영규
앵커리지(출) 800 E. Dimond Blvd.,

가 나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20
(02)3785-1427Difie Agyarko KUSI
가 봉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39(유성빌딩4층) (02)793-9575

Carlos Victor BOUNGOU
과테말라   서울 중구 을지로
30(롯데호텔614호) (02)7717582
Herbert Estuardo

MENESES CORONADO
교황청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26
길19 (02)736-5725

Marco SPRIZZI(代)
그리스  서울 중구 청계천로86(한
화빌딩27층) (02)729-1400

Ifigeneia KONTOLEONTOS
나이지리아  서울 용산구 장문로
6길13 (02)797-2370
 Amin Muhammad DALHATU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04 (02)2077-5900

Nozuko Gloria BAM
네덜란드  서울 중구 정동길21의
15(정동빌딩10층) (02)311-8600

Lody EMBRECHTS
네 팔  서울 성북구 선잠로2길19
(02)3789-9770

Arjun Jung Bahadur SINGH
노르웨이 서울 중구 정동길21의
15(정동빌딩13층) (02)727-7100

Espen Rikter Svendsen(代)
뉴질랜드  서울 중구 정동길21의

15(정동빌딩8층) (02)3701-7700

Roy Neil FERGUSON(代)
니카라과  서울 중구 소월로10(단
암빌딩23층) (02)6272-1670

Edgardo Cuarezma García
덴마크  서울 용산구 소월로272
남송빌딩 501호 (02)795-4187

Thomas LEHMANN
도미니카공화국 서울 중구 세
종대로73(태평로빌딩19층)
(02)756-3513
Alex Pina(代)
 독 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416(서
울스퀘어8층) (02)748-4114

Stephan AUER
동티모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롯데캐슬프레지던트101동
2401호) (02)797-6151

Adalgisa Maria

SOARES XIMENES
라오스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11
길30의4 (02)796-1713
 Khamsouay KEODALAVONG
라트비아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36길29 (02)2022-3800

Peteris VAIVARS
러시아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43 (02)318-2116
 Alexander Andreevich TIMONIN
레바논  서울 용산구 장문로29
(02)794-6482

Antoine AZZAM
루마니아  서울 용산구 장문로50
(02)797-4924

Mihai CIOMPEC
르완다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0
길13(수영빌딩503호) (02)7981052
Emma-Francoise
ISUMBINGABO
리비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49
길29의2 (02)797-6001

Aziz T.H. Bashir(代)
마샬제도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두산위브837호) (02)7147175
Tony SHU(代)
말레이시아 서울 용산구 독서당
로129 (02)795-9203
 Dato’ROHANA binti RAMLI
멕시코  서울 종로구 율곡로6(트
윈트리빌딩B동17층) (02)7981694
 Bruno FIGUEROA FISCHER
모로코  서울 용산구 장문로32(애
비뉴빌308동5호) (02)7936249

Chafik RACHADI
몽 골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95

(02)798-3464

Baasanjav GANBOLD
미 국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88
(02)397-4114

Marc E. Knapper(代)
미얀마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8
길12 (02)790-3814

Thura Thet Oo MAUNG
방글라데시 서울 용산구 장문로
6길17 (02)796-4056

Abida ISLAM
베네수엘라 서울 종로구 종
로47(SC제일은행빌딩16층)
(02)732-1546 Yadira Coromoto

HIDALGO de Ortiz(代)
베트남  서울 종로구 북촌로123
(02)739-2065

NGUYEN VU TU
벨기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45
길23 (02)749-0381

Adrien THÉATRE
벨라루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45길51 (02)2237-8171

Andrei POPKOV
볼리비아  서울 중구 을지로6(JEI
빌딩8층) (02)318-1767
Luis Pablo OSSIO BUSTILLOS(代)
불가리아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02의8 (02)794-8625

Petar ANDONOV
브라질   서울 종로구 청와대
로73(IHN갤러리빌딩4,5층)
(02)738-4970 Luís Fernando

de Andrade SERRA
브루나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33 (02)790-1078

Dato Mohd Rosli SABTU
사우디아라비아 서울 용산구 녹
사평대로26길37 (02)739-0631

Riyad A. Almubaraky
세네갈  서울 중구 퇴계로97(대연
각타워 501호) (02)745-5554

Mamadou Gueye FAYE
세르비아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7길14(한남타워2층) (02)7975109
Zoran KAZAZOVIC
수 단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51
길52(비비안빌딩3층) (02)7938692 Mohamed ABDELAAL
스리랑카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9 (02)735-2966

Manisha GUNASEKERA
스웨덴  서울 중구 소월로10(다남
빌딩8층) (02)3703-3700

Anne HÖGLUND
스위스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11

길20의16 (02)739-9511

Linus VON CASTELMUR
스페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36
길17 (02)794-3581

Gonzalo ORTIZ
슬로바키아  서울 용산구 한남대
로10길28 (02)794-3981

Milan LAICIAK
시에라리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로54길63의3 (02)792-8911

Omrie Michael GOLLEY
싱가포르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서울파이낸스센터28층)
(02)774-2464
YIP Wei Kiat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서울 용산
구 독서당로118 (02)790-3235

Abdulla Saif ALNUAIMI
아르헨티나   서울 용산구 녹
사평대로206(천우빌딩5층)
(02)796-8144
 Jorge José Alberto ROBALLO
아일랜드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이마빌딩13층) (02)721-7200

Julian CLARE
아제르바이잔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45길63 (02)797-1765

Ramzi TEYMUROV
아프가니스탄 서울 용산구 독서
당로90 (02)793-3535

Mohammad Saleem SAYEB
알제리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81
(02)794-5034 Mohammed El

Amine DERRAGUI
앙골라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14 (02)792-8463

Albino MALUNGO
에콰도르   서울 종로구 종로
47(SC제일은행빌딩19층)
(02)739-2401 Oscar Gustavo

HERRERA GILBERT
에티오피아  서울 용산구 회나무
로44길20 (02)790-9766

SHIFERAW Jarso Tedecha
엘살바도르 서울 중구세종
대로55(삼성생명빌딩20층)
(02)753-3432 Milton Alcides

MAGAŇA HERRERA
영 국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24
(02)3210-5500

Simon John Meredith SMITH
오 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9 (02)790-2431
 Mohamed Salim ALHARTHY
오스트리아 서울 종로구 종로
1(교보빌딩21층) (02)721-1700

Michael SCHWARZINGER

온두라스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1 (02)738-8402
 Virgilio PAREDES TRAPERO
요르단 서울 종로구 율곡로6(트
윈트리빌딩B동6층) (02)3182897

Adel Mohammad ADAILEH
우루과이 서울 중구 퇴계로97(고
려대연각타워706호) (02)62453179
Luis Fernando

IRIBARNE RESTUCCIA
우즈베키스탄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11길27 (02)574-6554

Vitaliy FEN
우크라이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로45길21 (02)790-5696

Olexander HORIN
유럽연합(EU) 서울 중구 한
강대로416(서울스퀘어11층)
(02)3704-1701

Michael REITERER
이라크  서울 용산구 장문로55
(02)790-4202

Hayder Shiya AL-BARRAK
이 란   서울 용산구 장문로45
(02)793-7751

Hassan TAHERIAN
이스라엘  서울 종로구 청계천
로11(청계11빌딩18층) (02)32108500
Chaim CHOSHEN
이집트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14
(02)749-0787

Hazem M. FAHMY
이탈리아  서울 용산구 한남대
로98 (일신빌딩3층) (02)7500200 Marco DELLA SETA
인 도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01
(02)798-4257
 Vikram Kumar DORAISWAMI
인도네시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380 (02)783-5675

Umar HADI
일 본  서울 종로구 율곡로6(트
윈트리타워A동8층) (02)21705200 Yasumasa NAGAMINE
잠비아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44
길2 (02)-793-1961

Wylbur Chisiya SIMUUSA
조지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
길30 (02)792-7118

Otar Berdzenishvili
중 국    서울 중구 명동2길27
   (02)738-1038 QIU Guohong
체 코  서울 종로구 종로1길50(더
케이트윈타워B동7층) (02)7206765
Tomáš HUSÁK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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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레  서울 중구 퇴계로97(고려
대연각빌딩1801호) (02)7792610
Fernando DANÚS
카자흐스탄  서울 용산구 장문로
53 (02)379-9714

Dulat BAKISHEV
카타르  서울 용산구 장문로48
(02)798-2444
Mohammed

Abdulla AL-DEHAIMI
캄보디아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20길12 (02)3785-1041

LONG Dimanche
캐나다   서울 중구 정동길21
(02)3783-6000 Eric WALSH
케 냐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44
길38 (02)3785-2903

Mohamed GELLO
코스타리카 서울 중구 퇴계
로97(고려대연각빌딩9층)
(02)707-9249

Rodolfo SOLANO QUIRÓS
코트디부와르  서울 용산구 한남
대로31 (02)3785-0561

Sylvestre KOUASSI BILE
콜롬비아  서울 종로구 종로1(교
보빌딩11층) (02)720-1369

Juan Pablo

RODRÍGUEZ BARRAGÁN
콩고민주공화국  서울 영등포구
63로32(LifeCombi빌딩818,824
호) (02)722-7958
 NGWEY NDAMBO Christophe
쿠웨이트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49 (02)749-3688
 Bader Mohammad AL-AWADI
크로아티아  서울 중구 퇴계로
97(고려대연각타워13층)

Hrvoje CVITANOVIC(代)
키르기즈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91라길16의10 (02)379-0951

Kylychbek SULTAN
타지키스탄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31길19의9 (02)792-2535

Yusuf SHARIFZODA
탄자니아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51길52(비비안4층) (070)42323670

Matilda Swilla MASUKA
태 국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42
(02)795-3098

Singtong LAPISATEPUN
터 키  서울 중구 동호로20나길
40 (02)3780-1600

Drumuş Erisin ERÇÍN
투르크메니스탄  서울 용산구 장
문로62 (02)796-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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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Myrat MAMMETALYYEV
튀니지  서울 용산구 장문로6길8
(02)790-4334

Nabih EL ABED
파나마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
길14(한남타워에넥스빌딩3층
301호) (02)734-8610 Ruben
 Eloy AROSEMENA VALDÉS
파라과이 서울 용산구 한남대
로27길14(한남타워4층404호)
(02)792-8335
Irineo

Raúl SILVERO SILVAGNI
파키스탄  서울 용산구 장문로9
가길39 (02)796-8252

Rahim Hayat QURESHI
파푸아뉴기니  서울 종로구 삼봉
로81(두산위브파빌리온210호)
(02)2198-5771

Andrew YAMANEA
페 루 서울 중구 퇴계로97(대연
각빌딩1305호) (02)757-1735

Daúl Jesús

Enrique Matute mejía
포르투갈  서울 종로구 창덕궁1
길13(원서빌딩2층) (02)36752251
Manuel Antonio

GONCALVES DE JESUS
폴란드  서울 종로구 삼청로20의
1 (02)723-9681

Piotr OSTASZEWSKI
프랑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의12 (02)3149-4300

Fabien PENONE
피 지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64(2F) (02)792-6396

Filimone KAU
핀란드 서울 종로구 종로1(교보
빌딩18층) (02)3701-0300

Eero SUOMINEN
필리핀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80
(02)796-7387

Raul HERNANDEZ
헝가리  서울 용산구 장문로58
(02)792-2105 Gábor CSABA
호 주  서울 종로구 종로1(교보빌
딩19층) (02)2003-0100

James CHOI

영사관
중 국(부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4번길
25 (051)743-7990 GUO Feng
중 국(광주)
광주 남구 대남대로413
(062)385-8874 SUN Xianyu

중 국(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0 (064)900-8830 Feng Chuntai
일 본(부산)
부산 동구 고관로18 (051)4655101
Hisashi MICHIGAMI
일 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064)710-9500

Genichi TERASAWA
러시아(부산)
부산 중구 중앙대로94(KEB하나
은행빌딩8층) (051)441-9904

Alexander VOSTRIKOV
미 국(부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993(롯데
골드로즈빌딩612호) (051)8630731
Dae B. KIM
몽 골(부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774번길
11(해천빌딩5층) (051)465-9996
 Donijchimbuu BYAMBADORJ

주한명예영사
가이아나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95 현진빌딩402호 (02)7847202
김완희
감비아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신내대림아파트513동801호
(02)-755-1313 
박우용
과테말라  서울 중구 남대문로5
가395 힐튼호텔23층 (02)7533535
정희자
부산 진구 범청동 삼비빌딩 15층  
(주)강림CSP (051)-644-3111

임수복
그레나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2 유닉스빌딩6층 (02)7163112
이충구
그리스  서울 중구 삼일대로363
한화빌딩 (02)729-1001 김승연
기니비사우  부산 서구 해안새
벽시장길36 성해빌딩801호
(051)256-1597
김태정
네 팔  대구 중구 달성로56 계명
대학교동산의료원 국제의료센
터 (053)250-8287
윤성도
뉴질랜드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18층 (02)5893101
김재철
부산 중구 중앙대로70 동원산업
빌딩5층 (051)600-3379박인구
니제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02)736-5262
박종범

니카라과 
구자준
덴마크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이센텀클래스원1117호
(051)244-9697
서영화
도미니카공화국 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만남로76 (041)5295700
전병현
도미니카연방  서울 강남구 역
삼로216 찰스770빌딩 지하2층
(02)563-7997
황철수
독 일  부산 중구 중앙대로117 독
일빌딩8층 (051)261-7073

김정순
동티모르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1401호
(02)737-1905
박태우
라오스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
로22번길5 센트럴뷰401호
(051)861-4430
김창민
대전 동구 백룡로59 우송대학교
(042)620-9008
조원권
라트비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7길7 동원빌딩4층 (02)5596220
권경훈
러시아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032)260-0001
정   헌
루마니아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12 (051)464-8413

최강호
대전 중구 대종로645 선치과병원
(042)251-5000
선경훈
룩셈부르크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20층 고려제강
(02)777-2552
홍영철
리투아니아  대구 중구 공평로
12 미르치과병원10층 (053)2122074
박광범
마다가스카르  서울 영등포구 여
의나루로53의1 대오빌딩902호
(02)761-6530
김윤식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송도
IT센터 S동 11층 (032)420-9793

이웅열
마 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
로83 파트너스타워15층 모뉴
엘 1588-8426
박홍석
말 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35
삼이빌딩 (02)514-3135 김석희
멕시코  부산 금정구 무학송로
158 (051)510-5041
박순호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99 인터불
고빌딩8층
윤준식
모나코   서울 강남구 테헤란
로405 BGF사옥본관11층
(02)528-7001
홍석조
모리셔스   서울 서대문구 통

일로107의39 사조빌딩5층
(02)3277-1710
주진우
모리타니  경기도 과천시 코오
롱로13 코오롱타워별관6층
(02)2120-8300
이우석
몰도바 서울 중구 장충단로275
두산타워32층 02)2747-0107

이재경
몰디브  부산 중구 중앙대로70
동방빌딩8층 (051)464-9494

김의배
서울 중구 동호로195의7 한국해
비타트 1544-3396
윤형주
몰 타  서울 중구 삼일대로299 성
창빌딩311호 (02)778-9201

이광용
몽 골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9
신세기한덕5층 (02)792-5985

강성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9 한덕빌
딩5층 (02)792-5985 강성일
미얀마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33 103동6901호 (051)4661263
단원배
미크로네시아  서울 구로구 디지
털로285 에이스트윈타워1차6
층605호 (02)2109-6936신명진
바누아투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6의9 영동빌딩302호
(051)-442-1320
강성관
방글라데시 부산 해운대구 반여
로20 (051)465-1331 이용이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75 에
이스하이테크시티2동409호
(02)888-8609
김광호
베 냉  서울 용산구 한남동5의4
(02)796-9199
김덕실
베트남   경남 김해시 김해대
로2596번길45(주)YC TEC
(055)336-7300
박수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10 유
니온센터빌딩2층 호반건설
(02)6177-0000
김상열
벨기에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
진로100 (052)231-0001최승봉
벨라루스  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A동503
호 (02)3153-7093
윤경덕
벨리즈  
반기로
보츠와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3로158의15 (063)2617555
김종천
부르키나파소  서울 관악구 신림
로59길23 삼모스포렉스1014호
(02)885-6422
김기석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

교 국제대학원406호 (02)8856422
정봉근
부룬디  서울 종로구 종로19 르
메이에르종로타워B동1619호
070-4800-0999
김계수
부 탄  서울 강남구 학동로6길
7 엠이에스빌딩4층 (02)34445961
김한영
불가리아  서울 강남구 선릉로
801 배강빌딩802호 (02)5421531
최강용
서울 강남구 언주로133길7 대용
빌딩2,3층 동양물산기업(주)
(02)3014-2800
김희용
브라질  서울 중구 남대문로109
국제빌딩12층 (02)2090-9797

최신원
서울 종로구 율곡로194 현대
그룹빌딩동관12층 회장실
(02)3706-5005
현정은
산마리노  서울 서초구 강남대
로363 덕흥빌딩16층 (02)5223430
백남혁
세네갈  인천 중구 서해대로296
(032)885-9001
구제병
세이셸  서울 종로구 삼봉로81 두
산위브파빌리온411호 (02)7373235
정동창
솔로몬제도  서울 양천구 목동동
로233의3 서울이동통신빌딩16
층 (02)2007-2208
박영주
수리남  서울 서초구 효령로55길
45의6 봉성빌딩501호 (02)5571955
왕기주
스리랑카 부산 중구 광복로97번
길18 동양빌딩601호 (051)2466066
김임권
스웨덴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505 상이군경복지회관301호
(051)709-6203
유재진
대전 중구 목중로29 대전선병원
(042)220-8007
선승훈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31
(053)755-7775
이동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277
(051)709-6211
유창종
광주 남구 중앙로95번길20 동
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62)654-6080
양철호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262
비발디파크 (033)2222-7125

서경선
인천 부평구 광장로4번길 401호
(032)776-0015
이상균
스페인  인천 동구 인중로489 두
산인프라코어 (032)211-1114


박용만
슬로바키아  부산 금정구 공단동
로55번길28 (051)520-9011

오명환
슬로베니아  서울 서초구 남부순
환로347길53 영초빌딩501호
(02)569-3535
윤병화
대구 동구 신암로125 (053)2382714
하인봉
아르메니아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34 우도빌딩 ㈜대천나염
(02)323-8111
김도균
아이슬란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로49길8 나라빌딩1층 (02)5495671
조해형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85
삼일빌딩 28/F
김   휘
아이티  서울 중구 동호로197 유
유빌딩 (02)2253-6300 유승필
아일랜드  서울 강서구 하늘길
260 (02)2656-7031
조양호
알바니아  서울 종로구 신문로1
가24 고려빌딩1114호 (02)7208690
이경원
앙골라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99
인터불고빌딩8층 (02)413-5146

권영호
앤티가바부다  서울 종로구 종로
39길40 현마빌딩9층 (02)7429770
이성희
에리트레아  서울 중구 소파로
145 (02)3705-3705
김의재
에콰도르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02)740-4265

김은선
엘살바도르  서울 강남구 테헤란
로512 신안빌딩13층 (02)34670518
구자두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가
길5 (051)803-3311
도용복
영 국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203 오션타워1707호
(051)740-5751
김문익
오스트레일리아  부산 동구 자성
로141번길11 삼환오피스텔802
호 (051)647-4006
최용석
오스트리아  부산 금정구 중앙
대로1817 비엔빌딩 (051)5192000
조성제
온두라스  서울 종로구 효자로
15길 코오롱빌딩5층 (02)5391752
조정원
요르단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14
층 (02)732-1133
정몽윤
우간다  인천 중구 인천대교고속

도로3 인천대교(주) (032)7458188
김수홍
이라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3
길39 골든빌19층 (02)548-4775

신세원
이스라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23 서초타운트라팰리스2
차302호 (02)525-7301 배정화
이탈리아   대구 수성구 달구
벌대로2310 대구은행본점
(053)740-2001
하춘수
인 도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708의5디에스마인 (051)3223353 
정덕민
자메이카  서울 강남구 봉은사
로108길23 대광빌딩501호
(02)554-1915
윤영우
잠비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2
길21 파라다이스벤쳐타워10층
(02)557-3240
이종우
지부티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34
디지털큐브11층 (02)320-6351

이태영
짐바브웨  서울 송파구 삼전로
8길12 태성빌딩2층 (02)4253624
백영철
차 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36
길34 (02)793-9564

Adam Azi Ibraham
칠 레  부산 사하구 원양로391
(051)200-1110
김성태
카메룬   서울 마포구 만리재
로14 르네상스타워1004호
(02)3272-2011
조동순
캄보디아  부산 중구 해관로65
반도빌딩5층 (051)465-1331

구정숙
캐나다  부산 사하구 신산로99
(051)200-4533
백정호
코트디부아르  부산 부산진구 중
앙대로754, 5F (051)517-0225

김인극
코스타리카  서울 강남구 봉은사
로524 KWTC1909의2 (02)5515631
권순한
콜롬비아   서울 강남구 강남
대로298 푸르덴셜타워10층
(02)2033-0650
구본상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136 보령빌
딩14층 (02)740-4219 김은정
콩 고  서울 강남구 선릉로801 배
강빌딩4층 (02)541-7700

조돈영
크로아티아  서울 서초구 방배로
28길63 롯데캐슬포레스트903
호 (02)3488-5102
양인모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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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공화국   서울 영등포
구 가마산로562 모든벤처타운
402호 (02)844-1101 김종구
타 이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17 동일빌딩504호 (051)6332256
김일균
타지키스탄   충남 계룡시 두
마면 왕대로79 ㈜페리카나
(042)551-2211
양희권
터 키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12
경부빌딩12층 (051)206-6432

박사익
투발루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제약 (02)708-8108

김승호
트리니다드토바고   서울 강남
구 테헤란로623 삼성빌딩5층
(02)508-1180
최승웅
파나마  부산 중구 해관로65 반
도빌딩5층 (051)465-6101

주명희
파키스탄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48번길23 (051) 520-2560

김영일
페 루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77
렉서스7층 (02)3475-9101

한영철
포르투갈  부산 중구 해관로65
반도빌딩 (051)441-2988

강의구
폴란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053)580-5000 신일희
프랑스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37번길10 (051)747-9000

김형수
피 지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64 덕명빌딩B동5층 (02)15992227
이영기
대구 서구 와룡로87길92
(053)521-3581
송용희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558
의30 (055)346-1127
염호영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63 영림
목재(주) (032)811-9051 이경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
로558 한동대학교 (054)2601001
장순흥
핀란드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
울대학교 경영대학(원) LG경영
관 12호 (02)390-4511 조동성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456번길15
의36  (051)329-0502 유성복
필리핀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51)516-2233
안상욱
헝가리  부산 사상구 주례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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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051)320-1500
장제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3 한국타
이어 (02)2222-1011
조현식

언론기관

부사장
장승준
편집담당 상무이사 겸 논설실장

손현덕
편집국장
서양원

문화일보

중앙지

서울 중구 새문안로22

(02)3701-5114

www.munhwa.com
대표이사 회장
이병규
편집국장
김병직

경향신문

디지털타임스

서울 중구 정동길3

(02)3701-1114

www.khan.co.kr
대표이사 사장
이동현
부사장
(공 석)
상무이사
김봉선 김석종
편집국장
이기수

서울 중구 새문안로22

(02)3701-5500

www.dt.co.kr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학용
편집국장
서낙영

신문

국민일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01

(02)781-9114

www.kmib.co.kr
명예회장
조용기
회 장
조민제
대표이사 사장
변재운
경영부문총괄(상무이사) (공 석)
대기자
조용래
편집국장
오종석

내일신문
서울 중구 통일로92

(02)2287-2300

www.naeil.com
대표이사 겸 발행인
장명국
주 필
정세용
편집국장
안찬수

동아일보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

(02)2020-0114

www.donga.com
대표이사 사장
김재호
대표이사 부사장
임채청
재경담당 부사장
이희준
논설주간(상무)
김순덕
편집국장
김정훈

매일경제신문
서울 중구 퇴계로190

(02)2000-2114

www.mk.co.kr
대표이사 회장
장대환
부회장
이유상

서울경제신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81

(02)724-8600

www.sedaily.com
대표이사 회장
장재민
대표이사 부회장
(발행인 겸 편집인) 
이종환
부사장
송태권
편집국장(이사)
김영기

서울신문
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02)2000-9000

www.seoul.co.kr
대표이사 사장
김영만
부사장
윤여권
주필(상무이사)
이경형
상무이사
곽태헌
편집국장
박홍기

세계일보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26

(02)2000-1234

www.segye.com
부회장
윤정로
대표이사 사장
정희택
부사장 겸 편집인
황정미
상무이사
(공 석)
편집국장
옥영대

스포츠동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

(02)2020-1010

sports.donga.com
대표이사
송영언
상 무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스포츠서울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75

(02)2001-0021

www.sportsseoul.com
대표이사
유지환
편집국장
(공 석)

스포츠월드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26

(02)2000-1800

www.sportsworldi.com
대표이사 사장
정희택
본부장
김규영
편집국장
류근원

스포츠조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233의1

(02)3219-8114

sports.chosun.com
대표이사 발행인
방성훈
대표이사 전무
이성관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백문기

아시아경제신문
서울 중구 충무로29

(02)2200-2114

www.asiae.co.kr
회 장
최상주
대표이사
최영범
전무이사
(공 석)
논설주필
(공 석)
편집국장
노종섭

일간스포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48
의6

(02)2031-8000

isplus.joins.com
대표이사 사장
홍성완
편집국장 겸 엔터팀장 이경란

전자신문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가길
51

(02)2168-9200

www.etnews.com
부회장
박현태
대표이사
구원모
부사장 겸 편집인
양승욱
편집국장(상무이사)
김상용

조선일보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33

(02)724-5114

www.chosun.com
대표이사 사장
방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