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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개

￭￭ 대한민국 소개

1. 지리적 현황

   위치 : 아시아 륙 북동쪽

   면적 : 99,827㎢

   기후 : 온  지방에 속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다. 

     봄 : 3월~5월에 해당되며, 아침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따뜻하다.

꽃이 피고 새싹들이 돋아난다.

     여름 : 6월~8월에 해당되며, 덥고 습도가 높다. 2개~3개 태풍이 

지나가며, 연간 강우량의 50%~60%가 여름에 발생한다. 

     가을 : 9월~11월에 해당되며, 봄보다 다소 선선하며,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단풍이 들기도 한다.

     겨울 : 12월~2월에 해당되며, 찬바람이 많이 불며, 

눈이 내리기도 한다. 3일은 춥고, 4일은 조금 덜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2. 인구와 행정구역

   48,670,000명 (2008년 기준)

   한민국의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 

부산, 구, 인천, 광주, 전과 울산 

6개의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9개의 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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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한 은 1443년 세종 왕에 의해 

창제되었다. 한 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한국어는 존재해 

왔으나, 문자가 없어 한자, 

한문으로 표기하여, 모든 말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 왕이 일반 백성들의 문자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 이라는 쉬운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

   기본 자모(24자) = 자음(14자) + 모음(10자)

자음
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

모음
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이름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4. 종교

   불교 

AD 372년에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한국 문화 발전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건물, 조각, 그림과 공예품을 포함한 불교 관련 문화재가 한국에는 많이 있다. 

요즘의 사찰은 종교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다.

   유교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한국인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18세기 말과 19세기 말에 한반도에 전파되어 박해는 받았으나,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어디서나 교회와 성당을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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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머니즘

한국인의 생활에 다양한 무속 신앙적 관습이 배여 있으며, 샤머니즘은 고  

시 부터 내려온 민속 신앙과 유사하다. 이는 여러 가지의 무속 신앙적 형태로 

나타나고 오늘까지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5. 전통문화

   전통의상(한복)  

단순한 선과 호주머니가 없는 것이 한복의 특징이다. 여성 한복은 둘러싸는 

치마와 웃옷으로 되어 있다. Skirt의 한국어인 치마와 웃옷인 저고리를 칭하는 

치마-저고리라고 종종 불린다. 남성 한복은 짧은 웃옷과 바지로 되어 있으며 

바지라 불리는 것은 통이 넓고 발목에서 매듭지어 진다.

   전통음식 

한국음식은 영양가가 높은 반면에 칼로리가 낮은데, 한국을 표하는 3가지 

음식은 아래와 같다.

     김치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 빠짐없이 오르는 

것으로 독특한 향과 양념으로 만들어 진다. 

한국의 가장 표적인 음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다. 

배추김치가 가장 일반적이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 

고추, 마늘, 젓갈 등 갖가지 양념으로 버무린 후 

일정기간 숙성 기간을 거쳐 만들어 진다.

김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건강식품으로 초보자가 만들기는 어려 울 

수 있으므로 형 마켓이나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도 손쉬운 

방법이다.

     불고기⋅갈비

불고기는 얇게 썬 소고기와 마늘 등 갖은 양념과 함께 

뜨거운 팬 등에서 적당히 볶아서 조리한다. 갈비는 소의 

갈비(rib)를 주재료로 갈비에 갖가지 양념을 버무려 조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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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한국인 들이 가장 즐겨 찾는 음식으로 발효된 된장과 두부 등으로 

만들어 지며 쌀밥과 반찬과 함께 나온다.

   전통가옥 
한국의 전통 주택을 "한옥"이라 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바탕을 둔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한옥의 자연적 측면은 구조물의 내부 배열에서부터 

사용한 건축 자재까지에 이른다. 한옥의 또 다른 고유한 특색은 여름에는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데워주는 독특한 설계에 있다.

   전통무예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인증을 받는 스포츠로 

자리 매김 한 유익한 운동이다. 그러나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한국인의 정신이 깃 들여져 이루어지는 기예이며, 

안정과 역동의 예술적 미를 갖고 있다. 

6. 한국의 공휴일

   3대 국경일

     3.1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

   법정공휴일

     신정(1.1), 석가탄신일(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성탄절(12.25)

   명 절 

     설날(음력 1.1), 

추석(음력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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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소개

1. 일반현황

   연 혁 

울산은 신석기 시 의 각종 석기, 빗살무늬 토기와 청동기 시 의 유물인 

반구  암각화가 발견된 곳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온 유구한 역사의 

고장으로 조선시 에 울산이라는 칭호가 최초로 불리어졌고, 1962년에 

시로 승격되어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자연여건

울산은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이자 천혜의 

항만을 끼고 있어 경제지리학적으로 중요한 거점도시이다. 위도 상으로는 

동경 129° 01′~129° 36′이고, 북위 35°30′~35°43′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표준시보다 약 9시간 빠른 지역이다.

   행정구역

울산에는 4개의 구와 1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2월 기준 

인구는 1,126,879명이고, 면적은 1,057.5㎢이다.

[시로고] [시화] [시목]

[시조] [브랜드슬로건] [캐리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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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48,621천원)과 

수출액(788억불)은 전국 최고이다.(2008년 기준)

  자동차, 조선, 석유정밀화학 생산액은 전국의 30%~40%에 이른다.

   울산의 기업체 : 현 중공업, 현 자동차, 삼성정밀화학, LG화학, 

S-OIL, SK 에너지 등 다수의 기업이 있다.

❋ 울산광역시 생활지리포털
•울산 생활 정보 및 테마별 지도(등산, 관광, 문화재, 통계, 
생태자연지도 등) 제공

•Website : http://map.ulsan.go.kr(영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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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 사증

한민국에서는 사증을 외국인의 입국 허가 신청에 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결과 입국 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사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1. 사증 종류

   단수사증 : 유효기간 내(발급일로부터 3개월)에 1회에 한하여

입국 허용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 가능

2. 사증발급 절차 

   사증신청 및 발급장소 : 한민국 사관 또는 영사관

   제출서류 : 여권, 사증 발급 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사증발급 수수료
     단수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 미화 30달러 상당금액

     단수사증(체류기간 91일 이상) : 미화 50달러 상당금액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금액

3. 사증면제

   아래 해당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지정에 의해 무사증 입국

     빈번 출입국자, 제3국 여행 통과객

     일본인 관광/방문,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재입국허가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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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발급여권 소지자(LAISSEZ-PASSER, 라세파세) 

     APEC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 체류

1. 체류기간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영    주 : 체류기간 제한 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

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지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3. 체류기간 연장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체류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당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
기술지도(E-4), 취재(E-5), 예술흥행(E-6), 특정 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 E-9),내항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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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본인 또는 리인이 주소지 관할출입국사무소에 필요서류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참조)를 준비하여 신청.

     제출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4. 체류자격 변경

   원칙적으로는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 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체류 자격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5. 체류자격 부여

   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한민국에서 출생 또는 기타 사유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

     체류자격부여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6. 체류자격 외 활동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하여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

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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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7. 재입국 허가

   외국인등록된 자 로서 체류 기간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와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한다.

   재입국허가종류
     단수 : 1회에 한하여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1년

     복수 : 2회 이상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2년

   신청방법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체류지 관할과 관계없이 단수 재입국 

허가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재입국허가신청서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의 경우 연수업체장이나 고용주의 동의서 또는 
추천서

• 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경우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단수3만원, 복수 5만원

❋ 체류자격외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

•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자

•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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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1. 외국인등록

   등록대상

     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등록시기

     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 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신청 장소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 한다.

❋ 재입국 허가면제국(13개국)
•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
  ※ 칠레는 단기상용(C-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에 한함

❋ 외국인등록 예외(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
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D-1, D-6, F-1, F-3,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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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 문화예술(D-1)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유학(D-2) : 재학증명서

• 산업연수(D-3)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진단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증명원

• 일반연수(D-4) : 재학증명서 등

• 취재(D-5)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교(D-6)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비전문취업(E-9), 영주(F-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직(D-10), 기타(G-1) : 해당 없음

• 회화지도(E-2) :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원본(해당자에 
한함) 마약검사 및 HIV 검사 결과서(해당자에 한함)

• 예술흥행(E-6)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 음성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등록증휴대의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 입국허가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단, 만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때 휴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공통 제출서류

• 여권 • 컬러사진( 3 c m×4cm) 1매
• 외국인등록신청서(출입국 사무소에　비치) 
• 수수료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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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활동(E-7) :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원본(해당자에 
한함)

• 내향선원(E-10) : 내향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향화물운송등록증 
사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포함한 
건강진단서(국내병원) 산재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

• 방문동거(F-1) 
   방문동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동거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사보조인
    - 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 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거주(F-2) 
   화교 : 해당 없음
   국민인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원 보증서

• 동반(F-3) : 동반한 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관광취업(H-1) :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방문취업(H-2B, D, E, F)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 방문취업(H-2C)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외국인등록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훼손, 기재란 부족, 외국인등록사항(성명, 성별, 생

년월일, 국적)변경

   신청 시기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신청사유 소명자료(분실의 경우)
 • 천연색 사진(3cm×4cm) 1매 • 구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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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신고

   혼인신고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한다.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것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외국어일 경우 한국어로 번역해야함)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외국인의 경우 그에 합당한 증명서가 필요)

• 혼인신고서

❋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 외국국적동포들이 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영주(F-5) 자격부여 상을 
확 하여 운영 중이다.(2009.12.10부터)

• 상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일정 이상의 소득 조건이 되는 자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 한국인의 외국인배우자 비자
• 거주(F-2)자격：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 장기체류하고자 할 경우,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영주(F-5)자격： 한국인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
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2
년 이상 거주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 후 영주자격(F-5)
을 취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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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4㎝×5㎝ 1매 부착, 신청서 작성 후 

첫 장 사본 1부 제출) 
• 여권 사본 1부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정관련 서류( 아래 서류 中 택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받은 편지 등 

   출생신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는 각 사관에서 출생신고서를 부여한다. 

출생 후 출생한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고 출생 30일 안에 출입국 관리사무소

에서 자녀의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
• 비자신청 시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 사관 발행 출생신고서, 
• 사진(2매), 
• 수수료 5만원
  ※ 비자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귀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2년 이상 한국에 계속 체류하거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 

이전국적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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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통보서( 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 

단 영어·중국어는 번역만 하고, 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할 것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 외국인등록⋅변경, 비자업무와 관련한 문의

• 주소 : 남구 장생포 고래길 534

• Tel : 279-8000, Fax : 279-8010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
• 출입국, 체류, 귀화 등 상세정보
• Website : http://www.immigration.go.kr(영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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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외국인종합지원 포탈 Hi Korea와 18개 외국어로 상담을 제공하는 

1345 전화상담 서비스

•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언어 장벽 없이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

   외국인 초청, 취업, 유학 등 사증(비자) 관련 업무

   재입국허가 등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등 신분증 관련 업무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허가 관련 업무

   귀화시험, 국적 취득, 국적 이탈 등 국적 관련 업무

   난민지위 판정 및 난민지원 관련 업무

   밀입국,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신고 등 외국인관련 

범죄신고

   사회통합교육,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등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관련 업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화통역지원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i Korea) 
• 외국인 상 온라인 민원서비스, 출입국, 고용, 취업, 투자 안내, 
민원서류 제공

• Website : http://www.hikorea.go.kr(영어, 중국어, 일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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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ULSAN

￭￭ 주거

1. 주택의 구입과 임대 

   주택의 구입과 임 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가거나 노변이나 주택단지 앞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주택

정보신문 또는 일일 정보지에서 매물을 찾을 수 있다.

   주택의 구입과 임 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은 집주인과 당사자가 직접 

작성 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공인

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소개 받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일정액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주택의 종류

종 류 특      색

아파트(맨션)
∙5층 이상의 집단거주지, 관리인이 상주
∙상가 등 편의시설과 공용주차장이 있음

단독주택 ∙개인의 토지에 단독으로 세운 주택

빌   라
∙서양식 맨션, 저층( 5층 정도) 건물
∙아파트보다 내부 공간이 넓으나 단지 자체는 작음
∙ 부분의 경우 수위와 관리인이 상주

오피스텔
∙사무소와 아파트의 복합형태
∙사무실 또는 주거 목적
∙수위와 관리인이 상주, 공용주차장 있음

다세대주택
∙소규모아파트, 저층건물
∙수위와 관리인이 없음, 공용주차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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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용 주택의 구입(부동산 업자의 이용)

     전문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그 중개업자의 신용과 경험을 

확인한 후 계약할 필요가 있다.

     영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관할등기소-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관할등기소 방문

   주택임대

임대의 종류

종 류 특 색

전 세
(보증금 예치)

∙1~2년의 임 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계약만료 후에 보증금은 전액 반환∙월 지불 집세는 불필요∙보증금은 집세의10 ~ 20 배정도∙계약 시에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서 지불∙입주할 때 잔금을 지불∙입주자는 입주당시의 주택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윌 세 1
(월세 + 보증금 

예치)

∙1~2 년의 임  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집세를 지불.∙보증금은 집세의10~20배 정도.∙계약 시에 보증금의10%를 계약금으로서 지불∙입주할 때 잔금과 1개월분의 집세를 선불한다.∙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전액반환

윌 세 2
(전체 월세의 
선 지급)

∙1~2 년의 임  계약 후, 전체 월세를 선 지급∙계약 시에 전체 월세의 10%를 계약금으로서 지불∙입주할 때 잔금을 완납

❋ 관계법령
• 한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매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거래 관행

•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을 거래하고자하는 
외국인이 어떠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지와 어떤 용도의 
부동산을 구입 하려는 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름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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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작성 시 유의사항
     임 료 지불
      - 계약기간의 임 료 전액을 입주 시 또는 직전에 한번에 지불하는 

것이 보통으로, 월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보통은 원으로 지불, 쌍방의 합의에 의해 달러의 지불도 가능.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3년이 일반적으로, 적어도 계약기간의 1/2 이상을 

임 하는 조건으로 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열람

      -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임 인이 임 한 부동산의 주인

인지, 저당 등의 임 인의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건물의 가치에 비해서 저당 채무가 많은 건물은 임 하지 않는 편

이 좋다.

2. 이사

   주소지 변경 및 확정일자 취득
     이사한 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 상의 국내거주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주소지가 변경된 외국인등록증과 임 차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받는 그 날짜에 임 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 차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인을 찍어 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 등에 의해 매각됨으로써 임 차 관계가 소멸될 경우 임

차의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주택의 환가 금

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항요건이기 때문이다.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남구 옥동 635-3
• Tel : 1544-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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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신용카드

1. 계좌개설과 현금카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여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계좌가 만들어지면 통장을 발급해 준다. 현금카드는 계좌를 개설할 때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카드를 이용하면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라도 

시내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다.

2. 예금의 종류

   보통예금 : 이율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

   정기예금 : 일정기간 예금을 하는 것으로 보통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다.

   정기적금 :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예금 하는 것으로 보통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다.

3. 공공요금의 자동이체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공요금을 매월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납부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은행에 따라 창구에서 수납을 않고 공과금무인

수납기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공과금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신청은 외국인

등록증과 통장을 지참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한국전력, 한국통신(KT),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실시간 신청/해지 가능하기도 하다.

4. 인터넷뱅킹

   통장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은행의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센터를 방문

하여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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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은행방문을 하지 않아도 송금처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요즘 많이 

이용된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보안이 허술 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해외송금

   해외로 돈을 보낼 때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먼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다음 외국송금의뢰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하여 직접 신청한다. 

   인터넷뱅킹이 이용가능한 자는 인터넷 해외송금도 가능하며 은행에 따라 

ATM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곳도 있다

   연간 미화 5만 불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송금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 소득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서비스 내용, 송금가능시간, 수수료가 다르다.

6. 환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한다. 미화 1만 불한도 내에서 

거의 모든 은행에서 한국 원화로 환전이 가능하다.

7. 신용카드

   발급 자격 

신용카드는 신용정보 조회 결과 신용 상태가 양호하며 결제 능력이 있는 자

에게 신용카드 회사가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에 한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발급 방법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별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살펴본 후,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생활안내| 31

•••  Living in ULSAN  •••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필요 시 소득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카드사와 은행에 따라 청구 서류는 다를 수 있다.

￭￭ 배송서비스

1. 우편

   우체국과 우편취급소에서 처리한다.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취급, 택배(소포배달), 

은행업무, 보험 업무까지도 취급 한다

   국내우편 : 통상우편(등기, 보통)과 소포우편(등기, 보통)으로 구분된다.

     등기우편은 접수일 다음날 배달되며, 보통우편물은 3일 이내 배달된다. 

     요금은 기본요금(통상보통 220원, 통상등기 1,500원, 보통소포 

2,200원, 등기소포 3,500원)에 무게와 배달지역에 따라 다르다.

   국제우편 : 통상우편물, 소포, 국제특급(EMS, Express Mail Service)

으로 구분된다.

     최고30㎏ 까지 우송 가능하며 종류, 규격,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나라에 따라 취급을 금지하는 품목도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우체국
• 우편서비스 및 우편요금 조회
• Website : http://www.koreapost.go.kr(영어 지원)
• 우체국 콜센터: 1588-1300
• 우체국 콜센터 내 국제우편 고객만족지원실 : 02-2108-00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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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

   택배 서비스는 일반우편에 비해 비용이 비싸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

되며, 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남기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도 낮다.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는 전화나 각 택배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택배 의뢰하는 물건의 품목, 시가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분실시 

보상 받기가 쉬우며 포장은 튼튼하게 하고 파손, 변질이 우려되는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게 좋다.

   택배 요금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요금보다는 가급적 전국 지점망을 

갖춘 택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택배회사

업체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우체국택배 http://www.epost.go.kr 1588-1300

한진택배 http://hanex.hanjin.co.kr 1588-0011

한통운 http://www.doortodoor.co.kr 1588-1255

KGB택배 http://www.kgbls.co.kr 1577-4577

로젠택배 http://www.ilogen.com 1588-9988

CJ GLC http://www.cjgls.com 1588-5353

❋ DHL
•국제특송, 해외운송 그리고 항공운송 
•Website : http://www.dhl.co.kr(영어 지원)
•Tel : 158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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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1. 집전화

   지역번호 없이 100번(KT 쿡) 또는 106(SK 브로드밴드)으로 전화하면 

관할 전화국에서 설치해 준다.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가입비용 및 기본요금은 통신사에 따라 다르다.

   전화요금은 매월 납기일 전에 청구서(또는 e-mail청구서)가 우송된다.

2. 휴대폰

   휴 전화의 신청은 SKT, KT, LGT 

3개사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각 이동 통신사의 홈페이지마다 영문서비스가 제공 되므로 상품과 요금

안내를 읽어보면 된다.

  요금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지로(GIRO) 납부, CD/ATM 

납부, 온라인 송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 KT QOOK : http://www.qook.co.kr(TV, 인터넷, 집전화)
• SK 브로드밴드 : http://www.skbroadband.com

(TV, 인터넷, 집전화)

❋ 콜렉트콜
• 지불 수단이 없는 경우 편리하다. 
• 시내, 시외, 휴 폰까지 받는 사람이 요금을 내는 서비스
• 표적인 전화번호는 1541(KT), 1633(LG데이콤), 
1677(온세 텔레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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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이동 통신사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전 화 번 호 영어 상담 전화

SK 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http://www.tworld.co.kr

[SKT 무선] 국번 없이 
114(무료) 
[유선] 
080-011-6000(무료)
[무․유선] 국번 없이 
1599-0011(유료)

[무․유선] 
080-2525-011
(무료)

KT 
http://www.kt.com
http://www.show.co.kr

[KT 무선] 국번 없이 
114(무료)
[무․유선] 국번 없이 
1588-0010(유료)

[KT 무선] 국번 
없이 1583(무료)
[무․유선] 
02-2190-1180
(유료)

LG 텔레콤 http://www.lgtelecom.com

[LGT 무선] 국번 없이 
114(무료)
[무․유선] 국번 없이 
1544-0010(유료)

[무․유선] 국번 
없이 
1544-0010→#

3. 국제전화

   국제전화를 걸때는 국제전화 서비스번호, 국가번호, 지역번호, 해당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른다.

   국내의 국제전화 표적인 서비스업체는 4개사로, 요금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면 좋다

 주요 서비스 업체

서비스 업체 서비스 번호 홈페이지

KT 001 http://kt001.qook.co.kr

LG데이콤 002 http://www.002v.com

온세텔레콤 00365 http://www.00365.ne

SK 텔링크 00700 http://www.skteli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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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고속 인터넷

   거의 부분 지역에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다.

   약정기간(1년, 2년, 3년) 및 서비스 회사별로 요금이 차이가 나므로,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주요 서비스 업체

서비스 업체 표번호 홈페이지

KT QOOK
국번 없이 100

(지역번호+100 ※ 무선)
http://www.qook.co.kr

LG 파워콤 1644-7000 http://www.xpeed.com

SK 브로드밴드
국번 없이 106

(080-8282-106 ※ 무료)
http://www.skbroadband.com

  ※ KT QOOK이나 SK 브로드밴드의 경우 TV, 인터넷, 집전화의 결합상품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5. 장거리전화

   시외전화를 걸때에는 지역번호부터 

입력하여야 한다. 

휴 폰에서 유선전화로 걸 때에도 

역시 지역번호를 먼저 입력해야 한다.

❋ 지역번호
서울(02) 부산(051) 구(053) 광주(062) 인천(032) 전(042) 
울산(052) 경기도(031) 강원도(033) 충청북도(043) 
충청남도(041) 전라북도(063) 전라남도(061) 경상북도(054) 
경상남도(055) 제주(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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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1. 전기

   한국의 전기 콘센트 전압은 부분 220V이다. 전기기구가 110V 전용

이면 트랜스를 이용하여 감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는 전기용품점

이나 수리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요금은 누진 계산 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확인하는 날짜가 다르고 요금

납부일도 차이가 있으며, 전기요금고지서에는 TV 수신료가 함께 부과

되고 있다.

2. 가스

   도심지역에서는 부분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비용도 저렴하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LPG가스를 사용한다.

3. 수도

   요금은 매월 검침 일에 검침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다.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에도 수도계량기가 1개 설치된 경우도 있고 

가구별로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는 전체요금을 세 별로 나누어 부과한다.

❋ 한국전력
• Website : http://www.kepco.co.kr(영어 지원)
• Tel : 국번 없이 123

❋ 경동도시가스(※ 울산 공급 전문업체)
• Website : http://www.kdgas.co.kr(영어 지원)
• Tel : 1577-8181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Website : http://water.ulsan.go.kr
• Tel : 121(민원안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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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공공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

￭￭ 쓰레기 처리

1.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이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쓰레기로 각각 분리
하여 품목별로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각 가정(업소)의 문 앞에 내어 

놓으면 청소종사원이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 동별로 배출시간 및 수거일이 다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유형 및 위반횟수에 따라 다르다.

   일반쓰레기
     재활용품목이 아닌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구입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수시로 쓰레기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지만, 

일반주택의 경우는 배출시간에 맞춰 집 앞에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으며,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같다. 

❋ 국세청
• Website : http://www.nts.go.kr(전국-영어 중국어 지원), 

http://b.nts.go.kr/us(울산세무서)
• Tel : 1588-0060(전국), 259-0200(울산세무서)

❋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 Website : http://www.etaxulsan.go.kr
• Tel : 중구 290-3360, 남구 226-3525, 동구 209-3255 

북구 219-7260, 울주군 22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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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쓰레기
     조리단계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리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과일류의 껍질 등을 말한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가공하여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므로 

배출 전 이물질(병, 뚜껑, 비닐 등)과 물기를 우선 제거해야 한다.

     일반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 배출전용용기 및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납부필증 보관함에 납부필증을 끼워 해당 배출요일에 맞춰 

자기 집 문 앞에 놓아두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에 모아 버리면 된다.
     ※ 배출전용용기는 지정 판매처에서 구입하고 및 납부필증은 가까운 슈퍼마켓

에서 구입 가능하다. 가격은 구․군별로 차이가 있다.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가능품목 : 고철류, 의류, 종이류, 캔, 유리병, 형광등, 

플라스틱, 비닐포장지류(과자봉지, 라면봉지)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쓰레기처리일이 

정해져 있으니 각 가정에서 보관하였다가 처리 일에 맞추어 배출한다.

     일반주택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요일에 맞추어 

집 앞에 내놓으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
     ※ 일반쓰레기와 섞여 있으면 수거해가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대형생활폐기물
     쓰레기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형쓰레기 

(예 : 가구, 가전제품, 목재류 등)는 거주하는 동의 해당 처리업체로 

직접 전화를 하여 수거 신청 후 배출하면 된다.

     폐기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처리비용이 다르다.

     상태가 양호하여 사용가능한 경우는 가까운 재활용 판매 센터에 연락

한다.

❋ 쓰레기봉투가격
• 중구⋅남구⋅동구⋅북구 : 10ℓ용은 310원, 50ℓ용은 1,490원, 

100ℓ용은 2,960원
•울주군 : 10ℓ용은 200원, 20ℓ용은 400원, 50ℓ용은 1,000원, 

100ℓ용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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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종류 재활용가능품목 배 출 요 령 재활용이 불가능 품목

종
이
류

∙ 신문지, 책, 종이∙ 우유팩, 종이팩

∙ 우유, 종이팩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펼쳐서 종이와 따로 묶어 
배출

∙ 비닐 코팅된 종이류(광고지 등) ∙ 1회용기저귀, 화장실 사용휴지∙ 팩스용지, 방수용지, 사진

병
류 ∙ 음료수병, 술병, 링거병 등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따로 담아서 
배출

∙ 화장품병, 도자기, 사기그릇,
  토기성분이 혼합된 토속주병

플
라
스
틱
류

∙ 음료수병

※ 분리배출표시된 것 중 
재활용가능품만 배출

∙ 요구르트병류(따로 담아서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부분의 공업용제품∙ 완구류 등의 복합재질
  (가전제품, 학용품, 볼펜
등)  ∙ 계란포장제∙ 1회용 그릇∙ 형물통∙ 전화기

∙ 우유병, 샴푸병

∙ 바디클렌저

∙ 상자류

∙ 요쿠르트

∙ 분리배출표시된 
과자⋅라면 봉지, 
식품포장재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 
부착 상표 제거 후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마요네즈병,식기,우유병, 
케찹병,냄비손잡이 등∙ 비닐봉지중 라면스프, 
양념장 등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캔

∙ 캔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압축하여 배출

∙ 페인트나 오일 등 이물질이 묻은 
캔

고철 ∙ 각종 철제품, 못, 식기류 ∙ 금속성분만 따로 분리하여 배출
∙ 선풍기, 전기밥통 등 복합재질
제품∙ 이물질이 묻은 페인트통, 폐유통

스티
로폼

∙ 가전제품 완충제, 과일, 
생선상자

∙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가전제품완충제는 가전제품회사에서 
책임수거 의무화

∙ 각종 이물질과 혼합되거나 묻은 
것∙ 두껍게 코팅된 것, 유색스티로폼

의류 ∙ 면, 순모제품, 옷, 합성섬유
∙ 차곡차곡 접어서 묶어 배출∙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

∙ 이불, 카펫, 한복, 베개, 가죽제품

비닐
봉투

∙ 1회용비닐봉투, 비닐쇼핑백 
등

∙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유색, 
무색 분리하여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폐형
광등 ∙ 안깨진 폐형광등

∙ 100세 이상 공동주택 : 자체 수거
함∙ 일반주택 : 동사무소, 주유소수거함∙ 외피(포장)을 벗겨서 깨지지 않게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 깨어진 폐형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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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1.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간) 내에 한 하여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을 인

정한다.

2. 외국면허증의 국내 면허갱신

   한국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하고, 그 외 국가의 국민에 해서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통과

한 자에 해서만 한국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제출서류

• 외국운전면허증 원본(국내면허 발급 시 외국면허증 회수)
• 사관 확인서
• 외국운전면허 번역공증(번역문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는 번역공증 불필요)

• 외국운전면허 발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등록증, 사진3매
•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 
시험비(6,000원)

3.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국내 운전면허의 종류는 1종과 2종이 있고, 면허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다르다.

   면허시험을 치려면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능, 법률 등의 지식이 필요 

하다.

     시험을 치기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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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은 필기시험, 시험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이 있고 3가지를 

다 합격하여야 한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면허증휴  의무에 위반된다.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Website : http://www.dla.go.kr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 Tel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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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구입

   신규등록

     자동차구입 후 신규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야 한다.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신규등록서비스를 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본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1부(신조차에 한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 (수입차인 경우 한함)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2매)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자동차보험

     자동차의 구입 시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요 손해보험회사

보험회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AIG손해보험 1544-2792 http://www.aiggeneral.co.kr
그린손해보험 1588-5959 http://www.greeninsu.com
LIG손해보험 1544-0800 http://www.lginsure.com
삼성화재보험 1588-5114 http://www.samsungfire.com

현 해상화재보험 1588-5656 http://www.hi.co.kr
제일화재해상보험 1566-8282 http://www.fristfire.co.kr

❋ 울산차량등록사무소
• 주소 : 북구 진장유통로 5 (진장동 286-3번지)
• Tel : 266-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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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전화

1. 화재⋅구조 요청 시에는 119 

   소방서의 구급차와 구조 를 신속히 현장으로 출두시키는 통보 시스템

   화재 시에는, 정확한 위치, 화재의 종류, 통보자의 전화번호 등을 신고함

   엘리베이터 사고, 건물 붕괴, 가스폭발 등의 형사고 및 긴급환자 

발생시에도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확히 통보함

2. 범죄 및 교통사고 등 발생시 112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 순찰차나 경찰지구 에서 

출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범죄행위를 목격한다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보함

   신고 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또한 범인의 인상, 

휴 품, 특징, 사람 수, 도주방향 및 도주 시 이용수단, 통보자의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함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통사고임을 알린 후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근처 목표건물 등을 알린다.

3. 보건복지콜센터 129

   긴급복지 지원(야간/휴일), 아동학 , 노인학 , 청소년상담, 자살, 알코올, 

응급의료 등

   보건복지 관련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 , 자살, 응급의료 관련 신고상담은 24시간 상담

   (영어, 일어, 중국어 지원)

❋ 유의사항
• 휴 전화로 통보할 때도 지역번호 없이 112, 119번으로 가능
•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과 카드 없이 가능
• 112 및 119로의 통보는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지구 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신속한 구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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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관련 법률지원 상담전화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 인권보호 관련 상담

   http://www.wm1366.or.kr

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7559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쉼터운영

   http://www.wmigrant.org

￭￭ 대중교통

1. 교통정보제공

2. 시내버스

   시내버스에는 일반버스, 좌석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충분치 못한 지역

거주자를 위해 마을버스도 운행되고 있다.

   요금(성인기준)
     일반버스 : 현금 1,000원, 교통카드 950원

     좌석버스 : 현금 1,500원, 교통카드 1,300원

   버스내부에는 버스노선도가 있고 안내방송도 하지만 한 로 되어 있으

므로, 목적지를 미리 적은 메모지를 준비하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한국

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울산교통관리센터
• 울산의 교통상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요금, 배차시간표가 제공된다. 그 외에도 항공․철도까지 바로 
링크된다.

• Website : http://www.its.ulsan.kr (영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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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카드

   버스 승차 시 운전석 옆에 설치된 단말기 인식판에서 약 5㎝ 거리 

내에서 0.5초 정도 갖다 면 일반용 카드는 감사합니다 , 청소년 

카드는 청소년입니다 , 어린이 카드는 어린이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지불(차감)된다. 

   첫 승차버스 하차 후 1시간 내에 다른 노선 시내버스를 재 탑승하여 

환승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내릴 때 하차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하차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고 하차입니다  멘트 확인 후 내려야 한다.

(환승 시에는 환승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카드구입 및 보충 
일반보충소(기존 승차권판매소)에서 실명확인 없이 누구에게나 유상판매

(미니카드 4,000원, 캐릭터 액세서리 6,000원) 하며, 최저 5천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09. 9.1일부터 전 신용카드를 

상으로 후불교통카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지갑 속에 2장 이상의 교통카드(선‧후불교통카드)를 동시에 넣고 사용할 경우,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 사용가능한 카드종류
• 선불교통카드 : 마이비카드, 하나로카드(부산), 

티머니카드(서울), 이비카드(경기‧인천).
• 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 : 국민,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하나, 

현 , BC카드

❋ 후불교통카드 유의사항
• 후불교통카드 사용 상은 카드사별 신용카드 발급 상자에 
한함.

•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지 사전 확인
• 신용카드 뒷면에 후불교통카드 표시가 있는 카드만 사용 가능
  (카드사별 후불교통카드 표시가 다르므로 해당 카드사로 문의 
후 사용)

• 후불교통카드 표시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을 경우 해당 
카드사로 교체 발급 필요

• 후불교통카드로 승차한 요금은 익월 카드사용내역에 포함하여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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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시

   일반택시 

택시정류장에서 이용할 수 있고 빈 택시의 경우 빨간색으로 빈차 라고 

표시되어 있고 택시의 캡에 불이 켜져 있다. 기본요금이 2㎞에 2,200원이며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된다. 심야시간 에는 요금이 더 비싸다.

   콜택시

승객이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택시를 부를 수 있다.

5.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장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다

   시외버스는 목적지를 가는 도중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한다.

   고속버스는 중간에 승하차 없이 목적지에 바로 가며, 

일반고속버스와 우등 고속버스가 있다.

5. 철도

   열차표는 가까운 열차역이나 인터넷으로 구입 할 수 있다.

   일반열차에는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있다.

     새마을호는 일반열차 중 가장 빠르며 이동무선, 공중전화, 식당차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무궁화호는 정차역이 많아 단거리 여행에 적합하다.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예매는 현장 예매만 가능하다
• 주소 : 남구 삼산동 1481-1
• Tel : 275-8087~8

❋ 울산고속버스터미널
• 예매는 현장에서 하거나 코버스(http://www.kobus.co.kr - 
영어지원)를 이용하면 된다.

• 주소 : 남구 삼산동 1480-4  •Tel : 25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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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열차(KTX)는 2010년 말에 개통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로 이동시 

동 구역에서 환승하여 이동할 수 있다.

6. 항공

   항공티켓은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주요 공항

공항 홈페이지 전화번호

인천국제공항 http://www.airport.kr 1577-2600

김해국제공항 http://kac.airport.co.kr/doc/gimhae 051) 974-3114

김포공항 http://www.airport.co.kr/doc/gimpo 02) 2660-2114

울산공항 http://kac.airport.co.kr/doc/ulsan 288-7011

 주요 항공사

공항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항공(KAL) http://kr.koreanair.com 1588-2001

아시아나항공(AAR) http://www.flyasiana.com 1588-8000

❋ 한국공항공사
•Website : http://kac.airport.co.kr(영어, 중국어, 일어 지원)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64 (과해동)
•Tel : 02-2660-2114

❋ 한국철도공사
• 예매는 역에서 직접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 Website : http://www.korail.go.kr(영어지원)
• 주소 : 남구 삼산동 8-8
• Tel :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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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여객터미널

가장 가까운 국제여객터미널은 인근 부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울산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노포동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부산역에 내려 부산역 앞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 쇼핑

1. 시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형성되었다. 물건이 다양하고

값이 상 적으로 싸며, 가격 흥정이 가능하다.

지역별 대표적인 전통시장

구⋅군 시장명 소재지

중  구
중앙시장 옥교동 125-2

우정시장 우정동 285-1

남  구

신정시장 신정1동 630-1

야음시장 야음동 815-22

수암시장 야음3동 689-1

동  구
전하시장 전하1동 450-3

남목시장 동부동 310-2

북  구 화봉종합시장 화봉동 448-2

울주군

남창시장(공설) 온양⋅남창 140-3

덕하시장(공설) 청량⋅상남 570

언양시장(공설) 언양⋅남부 340-22
※ 농수산물도매시장(남구 삼산로 492)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장

❋ 부산항 여객터미널
• Website : http://www.busanpa.com/Service.do?id=w_coast_01(영어지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5-3 
• Tel : 1688-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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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할인점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하며,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할 때 편리하다.

구⋅군 점포명 위치 연락처

중구
이마트 학성점 학성동 349-15 701-1234

홈플러스 울산점 복산동 100 290-8000

남구

롯데마트 울산점 달동 833-1 228-2500

홈플러스 남구점 야음동 789-91 270-8000

홈플러스 무거점 무거동 30-1 249-8514

이마트 울산점 삼산동 1646 220-1234

동구 홈플러스 동구점 일산동 577-1 230-8000

북구

홈플러스 북구점 상안동 322-9 293-2080

롯데마트 진장점 진장동 유통단지 9B 240-2500

농협 울산 하나로클럽 진장동 282-1 210-8800

메가마트 울산점 진장동  진장명촌 지구 54B 1N 219-6000

울주군  메가마트 언양점 삼남면 교동리 619-61 255-6001

3. 백화점

물건이 종류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제품에 한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환과 환불이 쉽다.

구⋅군 점포명 위치 연락처

남구
현 백화점 울산점 삼산동 1521-1 228-2233

롯데백화점 울산점 삼산동 1480-1 960-2500

동구 현 백화점 동구점 서부동 105 23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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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외국인고용허가제

1. 제도 정의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일정자격을 갖춘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 
    ※ 이 때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체류자격은 E-9)

2.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외국인근로자 채용 및 취업교육 고용/체류 지원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Tel : 1577-0071)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3년까지 가능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출국만기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EPS- KLT)

에 응시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노동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우를 

받게 된다.

   또한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지만, 산재․건강보험은 당연 적용되며, 국민

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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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후 사업장 배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직후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 입소하여 외국인취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취업교육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협력원, 중소기업 중앙회 등

   취업교육은 합숙교육(20시간 이상)으로 진행되며, 

교과내용은 한국의 이해, 관련 법령, 산업안전 및 취업에 

필수적인 업종별 기초기능 등이다. 

2. 건강진단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2차 정밀검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출국해야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3. 보험가입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취업교육기간 중 취업교육

기관에서 보험약정서 체결) 

   상해보험 : 취업교육기관 중 보험료를 납입하며,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ㆍ질병 등에 비한 보험 

   귀국비용보험 : 입국 후 80일 이내에 개별 지정계좌(취업교육기관에서 

부여)를 납입하며 출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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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치 후에 취업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

1. 외국인 등록(90일 이내)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컬러사진(3×4cm) 1매, 수수료 1만원

2. 사업장 이동 제한 

   반드시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근로를 개시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해 아주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3회에 한해 가능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만으로 3회의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 사업장 이동(변경) 사유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

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

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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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 갱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취업기간 중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3년 취업, 가족동반금지, 출국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취업기간 중 

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고 3년의 취업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출국하여야 

한다. 

❋ 사업장 이동시 유의사항
• 사업장 이동은 허용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업종으로의 
이동은 할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되며, 즉시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근로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이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근무태만 등을 통해 사업장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신청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하여 근
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취업하거나 친구, 직
장동료, 직업소개소 등으로부터 알선(소개)을 받아 취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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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보험금 신청과 수령방법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또는 사업장변경,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 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사업장 이탈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또는 출국 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업자가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보험금을 지급 한다. 

2. 귀국비용보험(외국인 근로자 가입)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일시출국 제외) 고용지원센터에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업자가 직접 일시금

으로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3.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질병)사망

⋅후유장해를 당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업자의 사고조사를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4. 보증보험(사용자 가입)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제외 사업장과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

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업자가 체불임금 

사실 확인 후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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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 중에 고충이 있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고충처리기관에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작업장 내 안전과 보건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3. 고용과 관련된 사항 

   사업장 이동(변경) 및 취업알선과 관련한 사항 

❋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절차
상담 및 신고사건 접수(민원실) -> 당사자 출석 요구(근로감독관) 
-> 사실조사(근로감독관) ->사실조사 후 법 위반 발견 시 
금품지급 지시 등 사용자에 시정지시(근로감독관) -> 시정 불응 
시 사법처리(검찰)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진정 
• Website : http://www.molab.go.kr/ulsan
• Tel : 부산노동지청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228-1865, 228-3852)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진정
• Website : http://www.molab.go.kr/ulsan
• Tel : 부산노동지청 울산지청 산업안전과(228-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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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확인서 발급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등의 발급 

   기타 취업기관 중의 고충 상담 등 

4. 언어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 해당 언어를 통한 상담 및 안내 지원 

   각종 민원상담 및 고충처리 기관 안내 등 

5.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허가 등 체류 관련 사항 

상담 

   출입국시 또는 체류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충상담소’ 이용

6. 산업재해보상 관련 

   산업재해(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및 요양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경우 

❋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담
• Website : http://www.work.go.kr/ulsan
• Tel : 228-1919

❋ 노동부에 상담
• Website : http://www.molab.go.kr(영어 지원)
• Tel : 1350

❋ 근로복지공단 이용
• Website : http://www.kcomwel.or.kr(영어지원)
• Tel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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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범죄 관련 사항 

   취업기간 동안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우를 받은 경우 

￭￭ 울산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단  체  명 주   소 연락처

울산이주민센터  중구 반구동 736-23 297-1282

국제피플투피플 
울산챕터

 남구 신정 2동 663-2 중앙빌딩 2층 273-7862

1. 울산고용지원센터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 울산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원을 배치

하여 구인⋅구직 취업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고용보험안내, 직업선호도 

검사 등 종합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경찰서 이용
• Website : http://www.police.go.kr(영어, 중국어, 일어 지원)
• Tel : 112

• Website : http://www.work.go.kr/ulsan
• Tel : 국번 없이 1588-1919,

• 외국인 근로자 취업관련 문의
• Website : http://www.migrantok.org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우즈백어, 파기스탄어 지원
• Tel : 02-690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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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 제도 정의
피보험자가 연로하거나, 부상이나 병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

2. 가입대상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등록 외국인은 반드시 가입
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 취직하는 경우는 사업소에서 
가입한다.

3. 연금의 지급
외국인이라도 연금수급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내국인과 같이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 2010.1월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 가입제외자
• 체류기간을 넘긴 체류자
•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A-1,2,3), 사증면제․관광통과(B-1,2), 
일시취재․단기상용․단기종합․단기취업(C-1,2,3,4) 문화예술․유학(D-1,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그 외(G-1)인자

• 외국인 본국의 법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한민국 국민을 적용하지 않는 국
가의 외국인(※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변경 가능하기도 하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 Website : http://www.npc.or.kr(영어, 중국어 지원)
• Tel : 국번 없이 1355(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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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한국의 교육제도

1.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만0~6세 아동에 한 보육시설으로 보건복지

가족부, 시청 및 해당 구⋅군청 관리⋅감독을 받는다.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만5~7세 아동에 한 교육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해당 교육청 관리⋅감독을 받는다.

2. 초등학교

   6년제로 8~13세에 해당한다.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교과서는 무료이고 교재비, 급식, 소풍, 견학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부분 공립학교이고, 공립과 사립의 교육과정은 별반 차이가 없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

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
음할 수 있다.  

  •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또는 임 차계약서, 거주사실에 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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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3년제로 14~16세에 해당한다.

   무상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교가 속한 학군내의 중학교 

중에서 추첨에 의해 배정된다.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높으나 국립, 공립, 사립 

간에 교육과정은 크게 차이가 없다.

4. 고등학교

   3년제로 17~19세에 해당한다.

   선발고사 등에 따라 합격 후 입학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

계고와 실업계고, 특수목적고 등으로 구분된다. 

   의무교육은 아니며, 학비는 자비부담이다.

    ※ 외국인 학생이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제한은 없다. 현행 

교육법상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학교의 학칙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에 가서 입학 상담을 하고 학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 관련 법 및 관리⋅감독
•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 방학
• 전국의 모든 학교가 3월에 학기를 시작해서 7-8월 중에 여름
방학을 하고 9월에 2학기를 시작해서 12-2월 사이에 겨울 
방학을 한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 Website : http://www.use.go.kr(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 주소 : 중구 북부순환도로 457
• Tel : 2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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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육과정 홈페이지
교육방식
(언어)

전화번호

부산국제학교
(해운 구 중2동)

유치원
초⋅중⋅고

http://www.isbusan.org
유럽식
(영어)

(051)
742-3332

부산외국인학교
(해운 구 좌동)

유치원
초⋅중⋅고

http://www.busanforeignschool.org
미국식
(영어)

(051)
747-7199

5. 전문대학 및 대학

   전문대학

전문 학 교육의 목적은 확고한 이론과 기술의 토 를 갖춘 중간급 기술인을 

육성하는데 있다. 실용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익혀 졸업 후 취직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4년제 학에 편입할 수도 있다.

   대학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4년제 학으로 현재 한국에는 250여개 학이 있다. 

의학, 한의학, 치의학은 6년 과정이다. 

한국의 학은 종합 학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마다 학과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부분의 학이 사립이다.

￭￭ 외국인학교

1. 울산소재 외국인학교

학교명 위치 교육과정 교육방식(언어) 전화번호

현 중공업
외국인학교

동구 서부동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영국식(영어) 250-2851

울산화교소학교 중구 북정동
유치부
초등부

중국식(중국어) 211-0300   

2. 부산소재 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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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육과정 홈페이지
교육방식
(언어)

전화번호

부산일본인학교
(수영구 민락동)

초⋅중 http://user.chol.com/~pusjpnsc
일본식
(일어)

(051)
753-4166

부산화교유치원
소, 중고등학교
(동구 초량동)

유치원
초⋅중⋅고

-
중국식
(중국어)

(051)
467-0274,5

￭￭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에 있어서 한국어가 중요한 수단이므로 한국어를 배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1.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기관

기관 전화번호 주소

울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74-3185~6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3-6979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內

울산시민학교 292-9797 중구 반구동 26-17

울산 학교 국제교류원
(한국어 과정)

259-2079 남구 무거2동 산29번지

2. 온라인 한국어 교육

기관 홈페이지

다문화가정 e배움캠페인  http://e-campaign.kdu.edu

한국어 세계화재단  http://www.glokorean.org

재외동포재단 TeenKorean  http://www.teenkor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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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1. 병원

   1차 진료기관으로 개인병원, 2차 진료기관으로 종합병원, 3차 진료

기관으로 학병원이 있다.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은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개인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종합병원을 가야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개인병원은 병원의 입구나 표지판에 전문 진료 과목이 표시 되어 있으

므로, 증상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울산 주요 병원

의료기관명 연락처 위치

울산중앙병원 226-1631 남구 신정2동 1651-9

울산병원 259-5000 남구 신정5동 34-72

울산제일병원 273-6534 남구 신정1동1409-3 

프라우메디병원 226-7114 남구 삼산동 1574-2 

울산보람병원 278-0114 남구 삼산동 1553-2

굿모닝병원 259-9000 남구 달동 972

엠에스병원 220-0100 남구 무거1동 128-5

중앙병원 226-1100 남구 신정2동 1651-9

울산 학교병원 250-7000 동구 전하동 290-3

동강병원 241-1114 중구 태화동 123-3

인산병원 290-6300 중구 남외동 남외운동장지구 

울산시티병원 280-9000 북구 연암동 1261-6

세나병원 290-2000 북구 호계동 241-1

21세기좋은병원 290-2100 북구 호계동 218-7

서울산보람병원 255-7114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78번지

남울산보람병원 231-8200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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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공적의료기관으로 각 지역에 보건소가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연령 및 소득에 따라 검진 및 각종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당 구⋅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금연 프로그램, 출산 

및 임산부 관리, 전염병 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 : 해당 지역 보건소에 평일(월~금) 오전(9~12시)에 

아기 수첩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고 국가필수예

방접중인 경우는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전염병 접종명 접종시기

결핵 BCG  생후 4주 이내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DTaP

 1차 : 생후 2개월
 2차 : 생후 4개월
 3차 : 생후 6개월
 4차 : 생후 15~18개월
 5차 : 만 4~6세

소아마비 IPV

 1차 : 생후 2개월
 2차 : 생후 4개월
 3차 : 생후 6개월
 4차 : 만 4～6세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차 : 생후 12~15개월
 2차 : 만 4~6세

B형간염 HepB
 1차 : 출생 시
 2차 : 생후 1개월
 3차 : 생후 6개월

일본뇌염 JEV/사백신

 1차 : 생후 12개월
 2차 : 1차 접종 1주일 후
 3차 : 2차 접종 1년 후 
 4차 : 만6세 

수두 Var  생후 12~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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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 보건소
보건소 연락처 위치

중구 보건소 211-4000 중구 번영로 1110

남구 보건소 226-2805 남구 삼산중로 132

동구 보건소 209-4080 동구 봉수로 155

북구 보건소 289-3450 북구 산업로 1018

울주군 보건소 229-8048 삼남면 교동리 1605-1

3. 한의원

   동양의학에 기초하여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한방약(한약), 침 등이 이용된다.

   한약재는 자연에서 취득한 식물, 동물성 및 광물성 그 로를 가공해서 

이용하는 모든 약제를 말한다.

   침은 바늘처럼 가늘고 긴 앞이 뾰족한 의료기구로 피부와 근육 등에 

깊게 또는 얇게 찔러서 인체의 기혈 통로 인경락을 자극해 치료한다.

4. 약국

   약국에서는 처방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는 소화제, 영양제, 비타민, 건강음료 

또는 종합 감기약 등이 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항생제, 호르몬제, 

혈압약 등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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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1. 제도 정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금으로 하여 국민의 질병⋅부상에 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가입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건강보험가입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무소에 고용된 자 및 사업주

   지역건강보험가입 : 직장건강보험의 가입 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F-2, F-4, D-1~9, E-1~5, E-7~8, F-1(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어린이) 그리고 20세 미만의 외국인 배우자와 어린이 

3. 가입절차 및 필요서류

   직장건강보험 : 근무처 사업주가 해당서류를 갖춰 공단에 가입을　신청

한다. 가입은 고용 첫 날부터 소급된다. 

   지역건강보험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 가장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가입은 한국 거주 등록일로 

소급된다.

4. 보험료의 부담 및 납입

   직장건강보험 : 보수월액×보험료율(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

   지역건강보험 :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월 소득×보험료율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년도말의 지역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

      (유학의 경우는 30%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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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전납

     단, F-1과 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매월 납입.

5. 보험의 장점

   외국인에의 보험지급은 한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한다.

   병원,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총비용의 

20 ~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처방전을 지참하여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총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 응급전화

1. 응급구조 119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119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구급차가 위치를 파악하여 방문하여 무료로 병원까지 이송하여 준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

하면 된다.

2 응급의료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Website : http://www.nhic.or.kr(영어지원)
• Tel : 1577-1000, 02-390-2000(영어 상담)

• 응급상황 발생시 안내, 상담 등 서비스 제공전화
• Website : http://www.1339.or.kr(영어 지원)
• Tel : 국번 없이1339 (※ 휴 폰에서도 지역번호 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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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시  설  명 위치⋅연락처 Website 

중부 도서관
중구 도서관길 60
210-6506

http://www.usjl.or.kr

남부 도서관
남구 은월3길 8 
276-2786 

http://www.usnl.or.kr

동부도서관
동구 봉수로 403
236-0465

http://www.usdl.or.kr

북구 중앙도서관
북구 두부곡 1길 9
219-7573

http://www.usbl.or.kr

북구 기적의 도서관
(※ 어린이 전용도서관)

북구 이화 5길 53
219-7556 

http://www.usbl.or.kr

북구 농소1동도서관
북구 희망 19길 37
219-7558

http://www.usbl.or.kr

북구 농소3동도서관 
북구 신답로 59
219-7557

http://www.usbl.or.kr

울주도서관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38-2
264-0772

http://www.usul.or.kr

울주군립도서관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6-2
239-7413

http://www.uljulib.or.kr

❋ 대형서점(영풍문고 울산점)
• 주소 : 남구 삼산동 1521-1 현 백화점 파케이트 3, 4, 5층
• Tel : 22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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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시설

시  설  명 위치⋅연락처 운영현황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실내사격장
문수테니스장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문수론볼경기장
문수야구장

남구 옥동 산 5번지 일원 
(울산체육공원 내)
220-2100 
* http://munsu.uimc.or.kr

울산체육
공원 내 
있는 스포츠 
시설

동천국민체육센타
중구 남외동 운동장지구 11B3N 
296-2512~3 

수영장
체육관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동구국민체육센터
동구 화정동 208-20
232-4141

수영장
헬스장

※ 그 외에도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 등이 있다.

￭￭ 복지 센터

시  설  명 위치⋅연락처 운영현황

가족문화센터 
남구 옥동 336-2번지 
269-6372

외국어교육실, 종합스포츠실 
강당, 연회장예식장, 체육관

근로자복지회관
남구 삼산동 1538-1번지 
227-4103

도서실, 볼링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각종 취미교실(요가, 서예,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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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예약서비스(http://yes.ulsan.go.kr)

    ※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각종 어학, 체육, 미술, 음악 강좌 등이 열리고 있다.

￭￭ 공연 및 전시 시설

시설명 위치⋅연락처 운영현황

문화예술회관
남구 달동 413-13번지
275-9623~8 
* http://www.ucac.or.kr

공연장, 전시장
아크클래스 운영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 연암동 1004-1번지 
219-7400
* http://www.bukguart.or.kr

공연장, 전시장
문화강좌 운영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376-1
248-3270
* http://www.uljuart.or.kr

공연장, 전시장
문화강좌 운영

현 예술관
동구 서부동 110-1
235-2100
* r

공연장, 전시장 
영화 관람
스포츠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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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시설

시설명 위치 운영현황

울산 공원
남구 옥동 146-1번지 
(Tel : 271-8818) 
* http://www.ulsanpark.com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 
놀이시설 
잔디광장 및 연못, 산책로 
다목적구장, 옥외공연장
골프장

울산체육공원 남구 옥동 산5번지 

축구경기장, 수영장, 
테니스장, 사격장,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산책로, 생태학습장, 장미원, 
야외공연장, 호반광장, 
제1․2 소공원, 벽천분수, 
고사분수, 잔디광장 

달동 문화공원
남구 달동 407 
(문화예술회관과 연접한 도심공원)

벽천광장, 썬컨가든, 
막구조파고라 

태화강 생태공원
(※ 십리 숲 공원)

중구 태화동 태화강 일원 
 (태화지구, 삼호섬지구)
* 
http://taehwagang.ulsan.go.kr

숲체험로, 십리 밭교, 
둔치꽃단지, 태화강 전망  
등

선암동 수변공원

남구 야음동 일원
* 
http://seonamlp.ulsannamgu.g
o.kr

수변꽃단지, 지압보도, 
생태습지원, 야생화단지, 
산책로

￭￭ 영화관

시설명 위치⋅연락처 홈페이지

롯데시네마 울산
남구 삼산동 1480-1 
1544-8855

http://www.lottecinema.co.kr

메가박스 울산점
중구 성남동 251-8
241-0600 

http://www.megabox.co.kr

CGV 울산
중구 성남동 256-24 
리더스프라자 10층
210-7575

http://www.cg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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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관광과 축제

￭￭ 울산 12경

1. 가지산 사계 
울산의 산 중 최고봉으로서 태화강의 발원지이며 우리나라의 산 중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고 4계절 모두 비경을 연출한다.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100  명산 중 하나이며 비구니의 수련도량인 석남사가 있다.

2. 간절곶 일출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 륙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매년 열리는 새해 해맞이 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며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동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3. 강동⋅주전해안 자갈밭
동해안 청정해역과 더불어 보석처럼 아름다운 까만 밤자갈밭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4. 대왕암송림
신라 문무 왕비가 죽어서 호국용이 되어 바다에 잠겼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으로 기암괴석과 1만5천여 그루의 아름드리 송림, 동해의 탁 트인 푸근 
바다 등 동해안에서 해금강 다음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다.

5. 대운산 내원암 계곡 
깊고 청량한 계곡 속의 수려한 소와 폭포, 한번 누워보고 싶은 반석들을 품고 
있는 비경이다. 영남 제일의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원암이 있다.

6. 무룡산에서 본 울산공단야경 
무룡산에서 관망하는 울산공단 야경은 마치 보석을 뿌려 놓은 것과 
같이 아름다우며 울산이 한국의 산업수도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역동성과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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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체육공원 
주변의 문수산, 남암산, 호수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마치 한폭의 비경을 

연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이다.

8. 반구대 
산세와 계곡,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거북 한 마리가 넙죽 엎드린 형상을 하고 있어 

반구 라고 하며, 선사시  유적인 국보 285호 

반구  암각화가 있어 오랜 역사와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9. 신불산 억새평원
울산의 산 중 두 번 째로 높은 산으로 광활한 면적의 억새 평원은 사자평과 

함께 영남알프스의 표적 억새군락지로서 매우 아름다우며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100  명산 중 하나이다.

10. 작괘천 
수 백 평이나 되는 바위가 오랜 세월의 물산에 깎여 움푹움푹 파인 형상이 

마치 술잔을 걸어 둔 것과 같다고 하여 작괘천이라고 하며, 사시사철 맑디맑은 

계곡물이 흐른다. 고려 충신 포은 정몽주의  읽던 자리와 언양 지방 3⋅1

운동의 중심지로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명소이다.

11. 태화강 선바위와 십리대밭
태화강 상류에 위치한 선바위는 기암절벽과 백룡담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며, 선바위를 시작점으로 자생하고 있는 태화강 십리 밭은 

도심의 산소창고이자 철새들의 도래지로서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12. 파래소 폭포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와 이로 인한 하얀 포말과 물보라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며 배냇골 깊은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절경이다. 소의 둘레가 100m나 되며 소의 

중심에는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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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적지

1. 반구대암각화 
국보 제285호로 선사시  사람들이 사냥꾼, 어부, 샤먼 등의 인물상과 사슴, 

호랑이, 고래 등의 동물상을 바위에 새겼다. 이 시 의 예술적 승화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큼 귀중한 선사

시  유적이다.

2. 천전리각석 
국보 제147호로 선사시  조각인 마름모조각, 중첩동그라미, 우렁무늬 등 

풍요의식과 관련된 문양과 300여자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이곳은 신라 

화랑의 수련장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 관광가이드
• 울산시의 권역별 관광 명소 및 코스 추천, 각종 축제 및 행사, 
추천 맛집, 관광지도, 교통정보 등 관광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다

• Website : http://guide.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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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
약 1억 년 전 전기 백악기 시 에 살았던 중 형 공룡들의 것으로 귀중한 

자연사 자료이며 형 초식 공룡인 울트라사우루스 등 200여개의 공룡 

발자국이 있다.

4. 석남사
신라 헌덕왕 16년에 가지산 보림사의 개종자도의국사가 신라호국염원을 

기원하기 위하여 창건한 사찰로 현재는 비구니들을 위한 수도장, 웅전, 

극락전 등 30여동 건물로 이뤄져 있다.

￭￭ 체험시설

1. 울산암각화전시관(http://bangudae.ulsan.go.kr)

고래를 형상화한 목조건축물로 반구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의 실물 모형과 

선사시 의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다.

2. 울산대곡박물관(http://dgmuseum.ulsan.go.kr)

울산권 광역상수도( 곡댐)사업 편입부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심의 청동기

시 부터 조선시 까지 곡의 역사를 보여주는 고고전문박물관으로 2009년 

6월 24일에 개관했다. 5차에 걸친 발굴조사로 출토된 다종다양한 유구와 

각종 토기류, 철기류, 도자류, 기와류 등을 종합 전시하고 있다.

3. 장생포고래박물관(http://www.whalemuseum.go.kr) 

옛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을 건립하여 

1986년 포경이 금지된 이래 사라져

가는 포경유물을 수집, 보존⋅전시하

고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해양생태계 및 교육연구 체험공

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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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래생태체험관(http://aqua.whalecity.kr)

우리나라 최초의 돌고래수족관과 살아있는 바닷물고기 수족관과 생태전시관이 

있으며 과거 포경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어 장생포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5. 고래바다여행선(http://whale.ulsannamgu.go.kr)

장생포항을 출발하여 울산 연안을 탐사하면서 동해안에서 헤엄치는 고래를 

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승선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예약을 하면 

되고 정원 미달 시 선착장 매표소에서도 할 수 있다.

6. 자수정 동굴나라(http://www.jsjland.co.kr)

울주군과 언양읍 일 는 세계적인 자수정 산지로 100여 개의

자수정 광산이 있는데, 이 중 한 폐광을 관광지로 개발한

것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동굴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수정 전시관과 독도관⋅인류변천사관

등의 전시관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원시부족 풍물전 등을

운영하고 매일 5회의 이벤트를 열고 있다. 동굴 밖에는 

사계절 내내 썰매를 탈 수 있는 썰매장과 폭포·산책로·

도자기촌 등이 있으며 각종 놀이시설도 들어서 있는 

국내 최 의 자연 속 테마공원이다.

❋ 울산시티투어
• 울산의 문화유적, 관광지, 산업시찰 등을 보다 알차게 둘러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이다.

• 투어의 종류에는 정기, 2층버스, 맞춤, 이벤트 투어가 있다.
• 코스는 평일 및 주말에 따라, 시즌에 따라, 1층 버스 및 
2층버스에 따라 다르다

• Website : http://www.ulsancitytour.com
(영어, 일어, 중국어 지원)

•Tel : 275-0295~6, 271-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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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안내소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도모 및 신속 정확하고 수준 높은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중집합장소 등 주요지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관광안내소는 울산역⋅울산공항⋅시외버스터미널⋅암각화전시관 안내소 

모두 4개소이며, 영어, 일어,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들을 배치하여 각종 

관광정보 제공 및 통역안내, 관광홍보물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축제

1.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http://www.onggiexpo.com)

옹기는 우리민족의 전통생활용기로 울산에는 국내 최  옹기집산마을이 있어서 

2000년부터 매년 옹기축제가 개최되고 있었다. 세계적인 친환경, 웰빙 문화 

확산과 함께 옹기의 과학성과 문화성을 부각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전시, 문화, 학술,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25일간 열릴 예정이다.

❋ 안내소 연락처
• 울산종합 관광안내소(울산역) : 277-0101
• 울산공항 관광안내소 : 229-6351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 229-6353
• 울산암각화전시관 관광안내소 : 276-4293

❋ 한국관광공사
• Website : http://www.visitkorea.or.kr
• 한국의 관광안내 전화 1330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주요 외국어 소통이 가능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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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용문화제(http://www.cheoyong.or.kr)

울산의 표적인 축제로 주로 10월초에 달동

문화공원 일원에서 처용의 정신을 기리고 

처용맞이, 거리퍼레이드, 월드뮤직페스티벌, 

처용학술제, 처용전시⋅체험행사 등이 펼쳐

진다.

3. 태화강물축제(http://taehwagang.ulsan.go.kr)

생태환경도시 울산과 생명의 강 태화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영⋅용선⋅마

라톤⋅걷기 회 등의 체육행사와 짓기⋅
그림그리기 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울산을 상징하는 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4. 울산고래축제(http://www.whalekorea.com)

우리나라 고래잡이 전진기지로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장생포 해양

공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울산의 선사시  고래잡이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내외로 

부각시켜 지역의 고래관련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육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극 화 하고자 

95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국내 유일의 축제임 

5. 울산서머페스티벌
매년 7월 말에 진하ㆍ강동해변, 태화강둔치,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등에서 

트로트, 록, 영스타스페셜, 7080콘서트, 아줌마콘서트 등으로 열리는 음악

축제

6. 간절곶 해맞이축제(http://ganjeolgot.ulsan.go.kr)

동북아시아 륙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

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매년 이곳에서 각종민속 및 부 행사를 하며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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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 정보

신문사, 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외국어로 된 

뉴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

조 선 일 보 http://www.chosun.com

동 아 일 보 http://www.donga.com

매 일 경 제 http://www.mk.co.kr

코 리 아 타 임 즈 http://www.koreatimes.co.kr

코 리 아 헤 럴 드 http://www.koreaherald.co.kr 

K B S  방 송 http://world.kbs.co.kr

M B C  방 송 http://aboutmbc.imbc.com

S B S  방 송 http://global.sbs.co.kr

￭￭ 한국의 생활 에티켓

1. 식사예절 (Table Manners)

   전통적으로 한국 음식은 순서(코스)별로 음식을 내어놓기 보다는 모든 

음식을 한 번에 같은 테이블에 내어 놓는다. 이것을 흔히 한정식 이라고 

하며, 내어진 음식은 정해진 순서 없이 취향에 따라 먹으면 된다.

   식당에서는 자기 앞에 내어진 음식을 모두 먹을 필요는 없으며 개인별 

양 것 먹고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주문하면 된다. 한정식은 공기밥, 국, 

김치 그리고 그 밖에  갖가지 반찬으로 구성되며 모든 것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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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은 밥과 국, 반찬을 스푼(수)과 젓가락(저)으로 먹는다. 수저

(스푼과 젓가락)는 밥 위에 놓은 채로 두면 안 된다.(수저를 그렇게 

놓은 것은 제사 때나 또는 망자(사자)를 위한 의식 시 그렇게 한다.) 

식탁에서의 나이프 사용 또한 금기시 된다. 

   식탁에서 우선 연장자가 식사를 하면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예의다.

   너무 빠르게나 늦게 식사를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마치

도록 배려한다.  

   스푼과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하여 식사 하지 않는다.

   연장자가 식사를 다 마칠 때 까지는 식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식사 중에 가벼운 담소는 괜찮으나 큰 소리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한다.

2. 음주 예절

   한국인이 즐겨 찾는 술의 종류로는 크게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등이 

있다. 한국인이 가장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은 소주와 맥주이며 막걸리는 

쌀로 빗은 한국의 전통주이다. 양주는 위스키, 코냑 등 서양식 술을 

말한다.

   한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마시는 술은 소주며, 고구마, 쌀, 잡곡, 당밀 

등을 정제하여 만든다. 알코올 도수는 18~25%이며 각종 찌개나 고기

구이 등을 안주로 하여 마신다.

   여러 명이 술을 같이 마실 때에는 잔은 연장자 순이나 직위 순으로 

채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부모님 세 의 사람에게서 잔을 받았을 경우 술을 

마실 때에는 술을 준 사람과 정면으로 술을 마시지 말고 옆으로 몸을 

돌려 술을 마신다.

   여러 명이 술을 마실 경우 간혹 술잔을 돌려 가며 마실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술잔은 돌리지 않고 마시는 사람의 잔이 비워 졌을 경우 술을 

즉시 채워주는 것이 좋다.

   여러 명이 술을 마실 경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게 생각 

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술잔이 채워질 때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술을 조금만 받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술과 함께 구이나 찜, 과일 등 술안주를 같이 하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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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용어 

    술 : 모든 알코올 음료를 통칭하여 술이라고 하며 집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술을 약주라고 하기도 한다. 

     잔 : 술을 마시기 위한 유리, 나무 등으로 만든 컵을 말하며 

소주잔, 맥주잔, 양주잔 등으로 불린다.

     안주 :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이나 과일 등  

     위하여 

여러 명이 같이 술을 마실 때 잔을 부딪치면서 모임의 성격에 맞는 

축원 등의 표현이다. 건강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등과 같이 적절한 말을 앞에 넣어 사용하면 모임이 조금 흥겹게 되며 

별 말이 없을 경우 단순히 건배라고 하면 된다.

3. 그 외의 문화적 차이

   주소 : 서구에서는 주소를 적을 때 왼쪽부터 작은 단위를 적지만, 

한국에서는 큰 단위부터 적는다.

   이름 : 한국 사람들은 성, 이름순으로 적고, 중간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사 : 한국에서는 감사합니다. 란 말을 많이 하는데 말과 동시에 고개를 

아래쪽으로 숙인다. 고개를 숙이는 정도는 상 와의 나이 차이에 

따라 다르다.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

1.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규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급하는 목적 및 국내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

되는 법률이 서로 상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이후 국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생활안내| 91

•••  기타 •••

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매각 등에 있어서 

혜택 부여에 관한 내용

     외국환거래법 :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부동산매입과 관련된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외국인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취득신고만 하면 되지만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상의 

토지취득신고 뿐만 아니라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영리목적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인토지취득 관련 법률

구 분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부동산)

대 상

외국인(외국국적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
분의 50%이상을 소유
한 국내법인) 
※ 영주권자 제외

외국인(외국국적 
개인, 외국법인) 
※ 영주권자 포함

비거주자 
※영주권자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
나 부동산취득신고
상에선 제외

주 요
내 용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
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
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 
(토지취득신고)

동법에 규정된 외국
인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를 하
여야 함 
(외국인투자신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
산 또는 이에 관한 권
리를 취득할 경우 일
정한 절차에 따라 신
고를 하여야 함
(부동산취득신고)

신고
기관 및 
시점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외국환은행 
본·지점

• 투자자금 반입이전

• 외국환은행 
본·지점

•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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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취득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상이하다.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ex：업무용빌딩 매입, 공장용지 취득 등) 

  ￭ 국내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는 외국환은행에 지점설립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됨(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안 됨)

 적용 법률 :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취득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부동산 
계약체결 및 

급지급

토지취득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토지취득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제출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부동산 등기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등기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리인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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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외국인

  ￭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거주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지취득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적용 법률 : 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및 금 지급

토지취득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토지취득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제출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등기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인 경우 지점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리인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비거주 외국인

  ￭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함

  ￭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토지취득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됨 

 적용 법률 :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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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부동산
취득신고

금지급

토지
취득신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소유권 이전등
기

 부동산취득신고

• 신고기간 :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 신고기관 : 외국환은행 본․지점
• 제출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취득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제출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비거주 외국인 개인>
 • 신청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 사본

<비거주 외국인 법인>
 • 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 제출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국가(주한 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표자․ 표자주소지 증명 서류 등
   리인 신청 시 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위임장

 부동산등기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등기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제출서류 :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리인 신청 시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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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 영주권자는 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토지취득 신고 상에서 제외된다.

  ￭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상에서도 제외

 적용 법률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및 금 지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 한함)

• 신고관청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제출서류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증으로 

체가능)

 부동산등기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내
• 등기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제출서류 :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리인 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3. 부동산매매자금 반입 및 반출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은 크게 해외에서 휴 수입 및 

송금된 자금과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구분됨 

   해외에서 휴 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부동산매입을 위한 자금 반입과 당해 부동산 매각 금의 

반출을 자유롭게 보장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 금 해외송출은 한국

은행총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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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반 입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예정인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 되고, 부동산 취득 등 제반 준비절차가 끝난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됨 

  •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업자금 형태로 

매입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됨 

 반 출

  • 통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건별로 국내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 있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이나 국내지사의 영업

자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부동산 처분 금의 송금에 있어서도 부동산 

건별로 송금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 감액 또는 배당금 

항목으로 송금하고 국내지사의 경우 영업 수익 항목으로 송금하여야 함 

  • 국내지사의 경우 당해 지점을 폐쇄한 후 그 청산 금을 외로 송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자금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거주 외국인

 반 입
  • 일반 거주 외국인이 거주용 혹은 비영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 매입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상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매입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반 출

  • 외국으로부터 휴 수입 또는 송금( 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

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부동산의 매각 금을 해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신고만으로 

송금이 가능 

  • 이외의 경우(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등)거주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매각 금의 해외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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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 비거주 외국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반입 시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된 부동산의 매각자금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신고로 반출가능. 

  •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각 금은 반출시 한국은행총재

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인베스트 코리아

• 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트 코리아 참고
• http://www.investkorea.org(영어, 일어, 중국어 등 지원)

￭￭ 많이 쓰이는 일상 회화

1. 간단한 회화

영어 (English) 한국어(Korean Han-Guk-O) 

Yes Ne or YE

No ANIYO

Right ORON-CHOK

Left WEN-CHOK

Straight TOK-PA-RO

Thank You KAM-SA-HAM-NI-DA

You're Welcome CHON-MA-NE-YO

How much? OL-MA-IMNIKA

Hello?(Telephone) YO-BO-SE-YO

Hello?(Greeting)
(Good morning/Afternoon/Evening) 

AN-YOUNG-HA-SE-YO

Good Bye(Leaving) AN-NYONG-HI-KYE-SE-YO

Good Bye(Staying) AN-NYONG-HI-KA-SE-YO

I am sorry MI-AN-HAM-NI-DA

Foreigner's School WEH-GUK-IN-HAK-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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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폐

화폐 단위(Denomination)s of Money 한국어(Korean Han-Guk-O) 

Money- 10 Won - SHIP  WON

Money- 100 Won - PAEK WON

Money- 1,000 Won - CHON WON

Money -10,000 Won - MAN WON

Money -1,000, 000Won - PAEK MAN WON

3. 숫자

숫자 읽기 

숫자 중국식 한국식

1 il ha-na

2 i dul

3 sam set

4 sa net

5 oh ta-sot

6 yuk yo-sot

7 chil il-gop

8 pal yo-dol

9 ku a-hop

10 ship yol

4. 상황별 회화

Asking for help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Help! : dowa juseyo  도와주세요!

Will you make a phone call for me? 
: Jeo daesin jeonhwa-reul georeo jusigesseumnikk?
 저 신 전화를 걸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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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lend me your phone. 
: Jeonhwa-reul billyeo jusipsio. 전화를 빌려 주십시오 

I’ve lost my wallet. 
: Jigap-eul ireo beoryeosseumida. 지갑을 잃어 버렸습니다. 

My hand bag’s been stolen. 
: Handeubaek-eul doduk majasseumnida. 핸드백을 도둑맞았습니다. 

Please call the police. Gyeongchal-eul bullyeo jusipsiyo. 경찰을 불러 주십시오. 

I need help with a traffic accident. 
: Gyotong sago-ui sangdam-eul hago sipseumnida. 
  교통사고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Expressing yourself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I don’t know. 
: Jeoneun jal moreugesseumnida.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I understand. : Jal algesseumnida. 잘 알겠습니다. 

Really? : Jeongmarimnika? 정말입니까? 

I’m happy. : Gippeumnida. 기쁩니다. 

I’m sad. : Seulpeumnida? 슬픕니다. 

That’s regrettable/I’m sorry [that happened to you]. 
: Yugam imnida. 유감입니다. 

Please do it. : Butak deurimnida. 부탁드립니다. 

Not yet?/Still? : Ajigimnika. 아직입니까? 

And your name is? : Daegui seonghameun? 의 성함은? 

Do you know ? : eul algo gyesimnikka? ~을 알고 계십니까? 

I want to go to . : e gago sipseumnida. ~에 가고 싶습니다. 

Do you speak English? 
: Yeongeo hal jul asimnika? 영어를 할 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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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를 하고 싶을 때)

Thank you. : Gamsa hamnida. 감사합니다. 

I’m pleased to meet you. : Cheom boepgesseumnida. 처음 뵙겠습니다. 

I’m in good health, thank you.
: Deokbune geongang hamnida. 덕분에 건강합니다.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ve met). 
: Oraegan man imnida. 오래간 만입니다. 

Pleased to see you again. 
: Tto manna boepge doeeo bangapseumnida.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Are all your endeavors going well? 
: Hasineun iri eotteosseumnikka?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Please convey my greetings to everyone in your family. 
: Gajok yeoreobunkkedo anbu jeonhae jusipsiyo. 
 가족 여러분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Goodbye (to person going) : Annyeonghi gaseyo. 안녕히 가세요. 

Goodbye (to person staying) : Annyeonghi jumuseyo. 안녕히 주무세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 Yeoreo gajiro geokjeonghae jusyeoseo gamsa hamnida.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aking introductions

(소개하고 싶을 때)

Excuse me for interrupting. 
: Mallseum junge sillye hamnida. 말씀 중에 실례합니다. 

My name is Tom Brown. 
: Je ireumeun tom beuraun imnida. 제 이름은 톰 브라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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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Filipino. : Jeoneun pillipin saram imnida.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I’m from Thailand. 
: Jeoneun taegeuk-eseo wasseumnida. 저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What kind of work do you do? 
: Eotteon ireul hago gyesimnikka?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Thank you for your help (in the future). 
: Jal butak deurimnida. 잘 부탁드립니다. 

Making apologies / Clarifying information

(사과⋅다시 한번 묻고 싶을 때)
My apologies. : Joesong hamnida. 죄송합니다. 

Excuse me (about something already happened) 
: Sillye hesseumnida. 실례했습니다. 

I’ve been a hastle for you. 
: Pyereul kkichyeosseumnida. 폐를 끼쳤습니다. 

Sorry to keep you waiting. 
: Mani gidarisyeossumnida.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Don’t worry. : Geokjeong haji maseyo. 걱정하지 마십시오.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 Dasi hanbeon malsseumhae jusipsiyo.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What did you say? 
: Meorago malsseum hasyeosseumnikka?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Could you please speak louder? 
: Jogeum deo keun soriro malsseumhae jusipsiyo. 
 조금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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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appointments/ Asking for favors

(부탁하고 싶을 때)

How would tomorrow be? : Naeireun eotteosseumnikka? 내일은 어떻습니까? 

Would Wednesday next week be alright? 
: Da-eumju suyoireun kkwaenchanseumnikka?
 다음주 수요일은 괜찮습니까? 

I have a favor to ask of you. 
: Butak deuril geosi isseumnidaman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Kindly wait a moment, please. 
: Jamkkanman gidaryeo jusipsiyo.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Would you like to go for a walk (together)?
: Hamkke sanbo hasigesseumnikka? 함께 산보하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go see a movie (together)?
: Hamkke yeonghwa boreo gasiggesseumnikka?
 함께 영화 보러 가시겠습니까? 

Weather / Time

(날씨⋅시간)
It’s really nice weather. : Aju joheun nalssigunyo. 아주 좋은 날씨이군요. 

The weather’s cloudy 
: Oneureun heurin nallssi imnida. 오늘은 흐린 날씨입니다. 

It’s raining/snowing. : Biga/nuni oneun gunyo. 비(눈)가(이) 오는군요. 

It’s hot today.: Oneureun depgunyo. 오늘은 덥군요. 

It’s cold today. : Oneureun chupgunyo. 오늘은 춥군요. 

Excuse me, but what time is it? 
: Mian hajiman, jigeum myeossi imnikka?  미안하지만, 지금 몇 시입니까? 

I’ll see you at 9 o’clock. 
: Ahopsie chaja boepgesseumnida. 9시에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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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Emergencies / Medical Situations

(의료 상 응급 상황)

Please call an ambulance. 
: Gugeupchareul bullyeo juseyo. 구급차를 불러 주세요. 

I would like to be seen by a doctor. 
: Uisa-ege jinchareul batgo sipseumnida.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싶습니다. 

Is there a doctor that speaks English? 
: Yongeoreul hal jul aneun uisaneun isseumnikka? 
 영어를 할 줄 아는 의사는 있습니까?

What’s the name of my disease? 
: Jeo-ui byeongmyeongeun mueosimnikka? 저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Will I be better soon? : Geumbang joajilkkayo? 금방 좋아질까요? 

Do I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 Ibwon haeya hamnikka? 입원해야 합니까? 

Please give me a receipt. : Yeongsujeungeul juseyo. 영수증을 주세요. 

Please give me emergency treatment. 
: Eunggeup cheochireul hae juseyo. 응급처치를 해 주세요. 

Is there a pharmacy nearby? 
: Geuncheoe yakgugi isseumnikka? 근처에 약국이 있습니까? 

Do you have headache pill? 
: Dutongyageun isseumnikka? 두통약은 있습니까? 

Housing related expressions

(주거 관련)

How much is the room? 
: Bangseneun eolma imnikka? 방세는 얼마입니까? 

I would like to rent a home. 
: Jibeul billigo sipsseumnikka? 집을 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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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I need to sign the contract? 
: Gyeyageul hal ttae mueosi piryo hamnikka? 계약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Will you inspect the gas? : Gaseureul jeomgeomhae jusigesseumnikka?
 가스를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Where do I put my garbage? 
: Sseuregi beorineun jangsoneun eodi imnikka?
 쓰레기 버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On what day do we dispose of our garbage in this neighborhood? 
: I goseun museun yoire sseuregireul beorimnikka? 
 이 곳은 무슨 요일에 쓰레기를 버립니까? 

This is a noisy neighborhood. 
: Iuse soeumi simhamnida. 이웃에 소음이 심합니다. 

Telephone / Post / Bank related expressions

(전화⋅우편⋅은행관련)
I would like to have a telephone (line) installed. 
: Jeonhwareul notgo sipseumnida. 전화를 놓고 싶습니다. 

Is there a public telephone nearby. 
: I geuncheoe gongjung jeonhwaga isseumnikka?
 이 근처에 공중전화가 있습니까? 

I would like to make a long distance call. 
Sioe jeonhwareul hago sipseumnida. 시외전화를 하고 싶습니다. 

Please make this a collect call. 
Kollekteu kollo hae jusipsiyo. 콜렉트콜로 해 주십시오. 

(S)he’s not there? I’ll call again later. 
: An gyesimnikka? Najunge tto jeonhwa hagesseumnida. 
 안 계십니까 ? 나중에 또 전화하겠습니다. 

Is there a mailbox nearby? 
: Geuncheoe uchetongi isseumnikka?  근처에 우체통이 있습니까? 

Where can I buy stamps? 
: Upyoneun eodieseo salsu isseumnikka?  우표는 어디에서 살수 있습니까? 



외국인생활안내| 105

•••  기타 •••

How many days will it take? Myeochil geollimnikka? 몇 일 걸립니까? 

I woul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get a bank book). 
: Eunhaeng tongjangeul mandeulgo sipseumnida. 
 은행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I would also like to have an ATM card made. 
: Hyeongeum kadeudo mandeulgo sipseumnida.
 현금카드도 만들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have my phone bills paid directly from my account. 
: Jeonhwa yogeumui napbu susogeul butak hamnida. 
 전화요금의 자동 납부수속을 부탁합니다. 

I would like to send money to Vietnam. 
: Vietname songgeumeul hago sipseumnida. 베트남에 송금을 하고 싶습니다. 

Shopping

(쇼핑)

How much is this? Igeoseun eolma imnikka? 이것은 얼마입니까? 

What is this? : Igeoseun mueosimnikkka? 이것은 무엇입니까? 

Do you have something less expensive? 
: Jogeum deo ssan geoseun eopseumnikka? 
 조금 더 싼 것은 없습니까? 

Can I have it for a little less? 
: Jogeum deo ssage hae jusipsiyo. 조금 더 싸게 해 주십시오. 

Where do I pay?
: Gyesandaeneun eodi isseumnikka? 계산 는 어디입니까? 

Please give me a receipt. : Yeongsujeungeul jusipsiyo. 영수증을 주십시요. 

Please show me something else. 
: Dareun geoseul boyeo juseyo.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I’ll take this one. : Igeoseuro hagesseumnida.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Please wrap them separately. : Ttaro ttaro ssa jusipsiyo. 
따로 따로 싸 주십시오. 



106 |외국인생활안내

Living in ULSAN, 

a Guide for Foreign Residents

Food

(음식)

Is a tip necessary? Tibeun piryo hamnikka? 팁은 필요합니까? 

Please give me some water. Mureul jusipsiyo. 물을 주십시오. 

I’ll eat here. : Yeogiseo meokgesseumnida. 여기서 먹겠습니다. 

I’d like to pay now. : Gyesaneul butak hamnida. 계산을 부탁합니다. 

Can I use a (credit) card? 
: Kadeuneun sayonghal su isseumnikka? 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That was good ( ‘I ate well’) : Aju jal meogeosseumnida. 아주 잘 먹었습니다. 

That was delicious. : Aju masisseosseumnida. 아주 맛있었습니다. 

Transportation

(교통)

Please give me a (train / bus) ticket to . 
: kkajiui seungchagwon hanjangeul juseyo. 
 ○○ 까지의 승차권 1장을 주세요. 

How much is a round-trip ticket? 
: Wangbok seungchagwoneun eolma imnikka?  왕복 승차권은 얼마입니까? 

I want to go to , where should I take the subway (bus)? 
: e gagoja haneunde eodiseo beosreul tamyeon doemnikka? 
 △△가고자 하는데 어디서 전철(버스)를 타면 됩니까? 

If I’m going to , is this the subway to take? 
: e garyeomyeon i jeoncheoreul tamyeon doemnikka? 
 ○○ 에 가려면 이 전철을 타면 됩니까? 

When does the last subway depart? 
: Majimak jihacheoreun myeossi imnikka?  마지막 지하철은 몇 시입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 
: kkajineun eolmana geollimnikka?  △△ 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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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 need a reservation? : Yeyagi piryo hamnikka? 예약이 필요합니까? 

Where is the bus stop? 
: Beoseu jeongnyujangeun eodi imnikka? 버스 정류장은 어디입니까? 

Where does one catch a taxi? 
: Taeksi taneun goseun eodi imnikka? 택시 타는 곳은 어디입니까? 

Please take me to 
: kkaji butak hamnida. ○○까지 부탁합니다.(택시 탔을 때) 

Please stop here. : Yeogiseo seowo jusipsiyo. 여기서 세워 주십시오. 

Leisure / Touring

(여가⋅관광)
Where is the library? 
: Doseogwaneun eodie isseumnikka?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How much is the admission fee? 
: Ipjangnyoneun eolma imnikka?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Please give me two adult tickets. 
: Eoreun du jang jusipsiyo. 어른 두 장 주십시오. 

May I take a picture? : Sajineul jjigeodo doemnikka?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Would you take my/our picture? 
: Sajineul jjigeo jusigesseumnikka? 사진을 찍어 주시겠습니까? 

Where are we? : Yeogineun eodi imnikka? 여기는 어디입니까? 

I’ve lost my way. : Gireul ireosseumnida. 길을 잃었습니다. 

Which way is north? : Bukjjogeun eodi imnikk? 북쪽은 어디입니까? 

Is there a church nearby? 
: I geuncheoe gyohoega isseumnikka? 이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까? 

What’s the simplest way to get to oo? 
: oo eneun eotteoke ganeun geosi gajang gandan hamnikka? 
 oo 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까? 

Is park far (from here)? 
: gongwon kkajineun meomnikka? oo공원까지는 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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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외국공관⋅영사관
 AFGHANISTAN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101 Hyungwoo Best Ville 27-2,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3-3535

 ALGERIA 주한 알제리 대사관
2-6 Itaewon 2-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4-5034/5 

 ARGENTINA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Chun Woo Building 5th floor, 534 Itaewon-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3-4062

 AUSTRALIA 주한 호주 대사관
Kyobo Building 11th floor, Jongno 1-ga, Jongno-gul. K.P.O.Box 562, Seoul
Tel : 02-2003-0100 

 AUSTRIA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Kyobo Building 19th floor, 1913 Jongno 1-ga, Jongno-gu, Seoul 
Tel : 02-732-9071/2 

 AZERBAIJAN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Annex Building 3rd floor, Hanman Tower,730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7-1765/6

 BANGLADESH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310-22,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6-4056/7, 795-6535 

 BELARUS 주한 벨로루시 대사관
432-1636, Sindang-dong, Jung-gu, Seoul
Tel : 02-2237-8171/3, 2237-8179

 BELGIUM 주한 벨기에 대사관
737-10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49-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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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ZIL 주한 브라질 대사관
Ihn Gallery Building (4th and 5th floors) 141 Palpan-dong, Jongno-gu, Seoul
Tel : 02-738-4970, 720-4428 

 BRUNEI 주한 브루나이 대사관
Jahamun-gil 133, Jongro-gu, Seoul
Tel : 02-790-1078/9

 BULGARIA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
723 Hannam 2-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4-8625/6 

 CAMBODIA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653-110,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3785-1041 

 CANADA 주한 캐나다 대사관
16-1 Jeong-dong, Jung-gu Seoul
Tel : 02-3455-6000 

 CHILE 주한 칠레 대사관
Daeyungak Building 1801, 25-5, Chungmuro 1-ga, Jung-Ku, Seoul
Tel : 02-779-2610

 CHINA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54, Hyoja-dong, Jongno-gu, Seoul
Tel : 02-756-7300(Consular Section) 

 CHINA 주부산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
1418 Woo 2-dong, Haeundae-gu, Busan
Tel : 051-743-7990

 COLOMBIA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Korea Tourism Organization Building 7th floor, 40, Cheongyecheonno, Jung-gu, Seoul
Tel : 02-720-1369 

 CONGO(DR)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702 Daewoo Complex Building, 167, Naesu-dong, Jongno-gu, Seoul
Tel : 02-722-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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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A RICA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
Iljin Building 8th floor, 50-1 Dowha-dong, Mapo-gu, Seoul
Tel : 02-707-9249

 CZECH REPUBLIC 주한 체코 대사관
1-121, Sinmunno 2-ga, Jongno-gu, Seoul
Tel : 02-725-6765/6, 720-6453

 DENMARK 주한 덴마크 대사관
Namsong Building 5th floor, 260-199 Itaewon-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5-4187  

 DOMINICAN, REP 주한 도미니카 대사관
Taepyeongno Building 19th floor, 310, Taepyeongno 2-ga, Jung-gu, Seoul
Tel : 02-756-3513 

 EAST TIMOR 주한 동티모르 대사관
Suites 404, Hannam Tower II BL 723-25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7-6151

 ECUADOR 주한 에쿠아도르 대사관
Korea First Bank building 19th floor, 100 Gongpyeong-dong, 
Jongno-gu, Seoul
Tel : 02-739-2401/2 

 EGYPT 주한 이집트 대사관
46-1,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49-0787/9 

 EL SALVADOR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
Samsung Life Insurance Building 20th floor, 150, Taepyeongno 2-ga, Jung-gu, Seoul
Tel : 02-753-3432/3 

 FINLAND 주한 핀란드 대사관
Kyobo Building 16th floor. (1602), 1`Jongno 1-ga, Jongno-gu, Seoul
Tel : 02-732-6737

 FRANCE 주한 프랑스 대사관
30, Hap-dong, Soedaemun-gu, Seoul 
Tel : 02-314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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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ON 주한 가봉 대사관
Yoosung Building 4th floor, 738-20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3-9575/6 

 GERMANY 주한 독일 대사관
308-5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48-4114 

 GHANA 주한 가나 대사관
5-4 Hannam-dong, Yongsan-gu, Seoul, Seoul
Tel : 02-3785-1427, 749-8982/3

 GREECE 주한 그리스 대사관
Hanwha Building 27th floor, 1 Janggyo-dong, Jung-gu, Seoul 
Tel : 02-729-1400/1 

 GUATEMALA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614, Hotel Lotte, 1, Sogong-dong, Jung-gu, Seoul 
Tel : 02-771-7582

 HONDURAS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Jongno Tower Building 22nd floor, 6, Jongno 2-ga, Jongno-gu, Seoul
Tel : 02-738-8402, 730-8403

 HUNGARY 주한 헝가리 대사관
1-103,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2-2103/5

 INDIA 주한 인도 대사관
37-3,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8-4257, 

 INDONESIA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55,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Tel : 02-783-5675/7, 783-5371/2

 IRAN 주한 이란 대사관
1-93,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3-7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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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LAND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Leema Building 13 floor, 146-1, Soosong-dong Jongro-ku, Seoul
Tel : 02-774-6455/7

 ISRAEL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Kab-ool Building 18th floor, 149 Seorin-dong, Jongro-gu, Seoul
Tel : 02-3210-8500

 ITALY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Ilshin Building 3rd floor, 714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6-0491/5 

 JAPAN 주한 일본 대사관
18-11, Junghak- dong, Jongno-gu, Seoul
Tel : 02-2170-5200 

 JAPAN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1147-11, Choryang-dong, Dong-gu, Busan
Tel : 051-465-5101/6

 JAPAN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977-1 Nohyong-dong, Jeju, Jeju-do
Tel : 064-742-9501/2/3/4

 KAZAKHSTAN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271-5,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379-9714, 394-9716 , Consular section : 02-391-8906

 KENYA 주한 케냐 대사관
243-36, Itaewon-dong Yongsan-ku, Seoul
Tel : 02-3785-2903/4

 KUWAIT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309-15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49-3688/9 

 LAOS 주한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대사관
657-33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6-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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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BANON 주한 레바논 대사관
310-49,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4-6482/4  

 MALAYSIA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4-1,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5-9203/3032

 MEXICO 주한 멕시코 대사관
33-6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8-1694/5  

 MONGOLIA 주한 몽골 대사관
33-5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8-3464

 MOROCCO 주한 모로코 대사관
Hannam Tower, Annex Building 4th Floor 730,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3-6249  

 MYANMAR 주한 미얀마 대사관
723-1, 724-1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0-3814~6

 NEPAL 주한 네팔 대사관
244-143, Huam-dong Yongsan-ku, Seoul
Tel : 02-3789-9770/9771

 NETHERLANDS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Kyobo Building 14th floor, 1 Jongno 1-ga, Jongno-gu, K.P.O.Box 509, Seoul
Tel : 02-737-9514 

 NEW ZEALAND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Kyobo Building 15th floor, 1 Jongno 1-ga Jongno-gu, Seoul
Tel : 02-3701-7700 

 NIGERIA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
10-19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7-237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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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WAY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258-8 Itaewon-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5-6850

 OMAN 주한 오만 대사관
309-3,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0-2431/2

 PAKISTAN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741-14, Hannam 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6-8252/3, 796-0312  

 PANAMA 주한 파나마 대사관
Gwanghwamun Platinum Building 7th floor(707-710), 156 Juksun-dong, 
Jongno-gu, Seoul
Tel : 02-734-8610/2   

 PAPUA NEW GUINEA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Doosan We've Pavilion Building Unit 210, 58 Susong-dong, Jongno-gu, Seoul
Tel : 02-2198-5771

 PARAGUAY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Hannam Tower Annex Building 3rd floor, 730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2-8335/1174

 PERU 주한 페루 대사관
Daeyungak Building Suite 2002, 25-5, Chungmuro 1-ga, Jung-gu, 
Seoul
Tel : 02-57-1735~7

 PHILIPPINES 주한 필리핀 대사관
5-1 Itaewon-2dong, Yongsan gu, Seoul
Tel : 02-796-7387~9 

 POLAND 주한 폴란드 대사관
70, Sagan-dong, Jongno-gu, Seoul
Tel : 02-723-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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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UGAL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Wonseo Building 2nd floor, 171 Wonseo-dong, Jongno-gu, Seoul
Tel : 02-3675-2251/3

 QATAR 주한 카타르 대사관
309-5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8-2444/6

 ROMANIA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
1-104,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7-4924

 RUSSIA 주한 러시아 대사관
34-16, Jeong-dong, Jung-gu, Seoul
Tel : 02-318-2116~8, 318-2134~5 

 RUSSIA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Korea Exchange Bank Building 8th floor, 89-1 Jungang-dong 4-ga, Busan
Tel : 051-441-9904/5

 SAUDI ARABIA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36-37, Itaewon-1 dong, Yongsan-gu, Seoul
Tel : 02-739-0631/4

 SENEGAL 주한 세네갈 대사관
Coryo Daeyungak Tower 13th floor (1302), 25-5 Chungmuro 1ga, 
Jung-gu, Seoul
Tel : 02-745-5554

 SERBIA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
730 Hannam-dong, Youngsan-gu, Seoul
Tel : 02-797-5109, 798-5109

 SINGAPORE 주한 싱가폴 대사관
Seoul Finance Center 28th floor, 84 Taepyeongno 1-ga, Jung-gu, Seoul 
Tel : 02-774-2464∼7  

 SLOVAKIA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
389-1,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4-398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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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AFRICA 주한 남아공 대사관
1-37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2-4855  

 SPAIN 주한 스페인 대사관
726-52,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4-3581/2

 SRI LANKA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229-18, Itawon-Dong, Yongsan-Gu, Seoul
Tel : 02-735-2967

 SUDAN 주한 수단 대사관
Vivien Corporation Building 3rd floor, 4-52 Seobinggi-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3-8692, 749-1090

 SWEDEN 주한 스웨덴 대사관
Danam Building 8th floor, 120, Namdaemunro 5-ga, Jung-Gu, Seoul
Tel : 02-3703-3700

 SWITZERLAND 주한 스위스 대사관
32-10, Songwol-dong, Jongno-gu C.P.O.Box 2900 (100-629), 
Jongno-gu, Seoul
Tel : 02-739-9511/4

 THAILAND 주한 태국 대사관
653-7,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5-3098/0095

 TUNISIA 주한 튀니지 대사관
1-17,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0-4334/5

 TURKEY 주한 터키 대사관,
Vivien Corporation Building 4th floor, 4-52 Seo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4-0255/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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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주한 아랍 에미리트 대사관
5-5,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0-3235/7

 UKRAINE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97, Dongbinggo-dong, Yongsan-gu, Seoul
Tel : 02-790-5696

 UNITED KINGDOM 주한 영국 대사관
Taepyeongno 40,4 Jeong-dong, Jung-gu, Seoul
Tel : 02-3210-5500

 UNITED STATES OF AMERICA 주한 미국 대사관
32, Sejongno, Jongno-gu, Seoul
Tel : 02-397-4114

 UNITED STATES OF AMERICA 주부산 미국 영사관
The Lotte Golden Rose Building, Suite 612, 150-3 Yangjong-dong, Jin 
Gu, Busan
Tel : 051-863-0731/0732

 URUGUAY 주한 우루과이 대사관
LG Insurance Building 14th floor, 708-6, Yoksam-dong, Gangnam-gu, Seoul
Tel : 02-6245-3180

 UZBEKISTAN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Room 701, Diplomatic Center 1376-1 Seocho 2-dong, Seocho-gu, Seoul
Tel : 02-574-6554, 577-3660

 VENEZUELA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
Korea First Bank Building 16th floor, 100 Gongpyong-dong, 
Jongno-gu, Seoul
Tel : 02-732-1546/7

 VIETNAM 주한 베트남 대사관
28-58 Samcheong-dong, Jongno-gu, Seoul
Tel : 02-739-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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