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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긴급상황 시     연락처

    부산 소재 영사관

    출입국 / 체류

  외국인 주민 부산생활 종합안내 서비스

   사고, 부상 발생 시

   화재 발생 시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소방서  119

   교통, 도난 및 폭력사고 발생 시   경찰서  112

  부산 소재 영사관 연락처 및 주소   5p - ④

  외국인 등록 · 체류기간 연장 · 비자 관련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생활정보 / 법률 / 체류 / 임금 / 고용 / 통 · 번역 등

  종합상담 제공

  - 7 개 언어 (한, 영, 중, 베, 인니, 러, 우즈베크)

  부산글로벌센터  1577 - 7716

1 

Life in Busan 
한 권으로 요약한 부산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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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신

  의 료

  금 융

  생 활

   휴대폰 구매 및 개통
SKT 080-011-6000
KT 일반전화 02-2190-1180  모바일 1583
LGU+ 1544-0010

 인터넷 신청 및 취소
SK 브로드밴드 106
올레 KT 일반전화 100  모바일  051-100
LGU+ 080-854-7000

 국내우편 / 국제특급우편  (EMS) / 택배 우체국택배 1588-1300

  응급 상황 시 안내 및 상담

•병원 및 약국 검색, 응급실 위치, 제세동기 위치, 
   야간/주말 운영 병원, 휴일 이용 가능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정보센터 051-1339

App 다운로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 (안드로이드,  iOS)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5p - ①

  전기 신청, 고장 및 요금 납부 051-123 (한국어)  •(연결 후 3 누르고) +7 (영어)  •home.kepco.co.kr (한, 영)

  수도 신청, 고장 및 요금 납부 051-120   •(연결 후) +2 (한국어), +7 (영, 중, 베, 인, 러, 우)

 가스 신청, 고장 및 요금 납부 1544-0009 (한국어)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
1577-1000 (한국어)

033-811-2000   •(연결 후) +1 (영어), +2 (중국어), +3 (베트남어)

 생활쓰레기 처리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 (5L, 10L, 30L, 50L, 100L)

주택 집 앞 / 아파트, 공동주택 지정장소에 버리기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붙인 용기에 담아 처리
주택 집 앞 / 아파트, 공동주택 지정장소에 버리기

•재활용쓰레기

주택 지역구 별로 정해진 요일, 정해진 장소에 버리기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지정한 요일, 지정한 장소에 버리기

•대형쓰레기

구청에 전화 신청 ▶ 처리 희망 날짜, 장소, 요금 안내받기 ▶ 정해진 날짜에 버리기

계좌 개설
•부산은행 1588-6200
   (연결 후 60 누르고) +1 (영어), +2 (중국어), +3 (일본어)

•busanbank.co.kr (한, 영, 중, 일)

해외 송금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이용

※ 인 (인도네시아어), 우 (우즈베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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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육아 및 교육

  관 광

대중교통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안내 임신육아종합포털  •childcare.go.kr  (한, 영, 중, 베)

초등, 중등,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안내 부산시교육청 051-1396  •pen.go.kr  (한, 영, 중, 일)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제공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051-819-7062 
•bmec.pen.go.kr (한, 영, 중, 베, 일, 러)

다문화이해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서비스, 상담 제공 지역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p - ⑤

부산 관광 정보 및 교통편 정보 제공 부산종합관광안내소 051-253-8253 (한, 영, 중, 일, 러)

관광 안내 및 통역 서비스 제공 (24시간 운영) 부산에서 이용 051-1330, 외국에서 이용 82+51+1330 (한, 영, 중, 일)

교통, 숙박, 관광지 등 부산 관광 정보 제공 부산관광공사  •bto.or.kr (한, 영, 중, 일)

   지하철                                          •1 ~ 4호선 및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시내버스  

•일반버스, 급행버스 (좌석), 심야버스, 마을버스  •노선 및 도착정보 : bus.busan.go.kr (우측 QR코드) 

[ 교통카드 이용안내 ]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 ↔ 지하철 ↔ 마을버스 환승 요금할인 (하차 후 30분 이내, 최대 2회 환승)

•선불 교통카드 (티머니, 캐시비, 레일플러스 등) / 후불 교통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입 및 충전 장소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지하철 역사 등

  시외버스 

•터미널별로 이용 가능 노선 상이함

부산종합버스터미널 6p - ⑥ 서부시외버스터미널 6p - ⑦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6p - ⑧ 동래시외버스정류소 6p - ⑨

   기 차 

•기차역 : 부산역, 구포역, 부전역, 
              신해운대역

고속열차 (KTX) / 일반열차  1544-7788 (한국어)  •(연결 후) +7 (영어)

•letskorail.com (한,  영,  중,  일)

•App 다운로드 ‘코레일톡 (KorailTalk)’ 검색 (안드로이드, iOS) (한,  영,  중,  일)

고속열차 (SRT)  1800-1472 (한국어)   •(연결 후) +7 (영어)

•etk.srail.co.kr (한,  영,  중,  일)

•App 다운로드 ‘SRT– 수서고속철도’ 검색 (안드로이드,  iOS)  (한국어)

 항공기 및 공항  
김해공항 1661-2626   •(연결 후) +3 (한국어), +9 (영어)

•airport.co.kr/gimhae/main.do (한,  영,  중,  일)

 운전면허 취득 관련 안내 도로교통공단 1577-1120 (한국어)   •safedriving.or.kr (한,  영)

 차량 등록
부산바로콜센터 051-120 •(연결 후) +3 (한국어), +7 (영, 중, 베, 인, 러, 우)

•busan.go.kr/car (한국어)  •english.busan.go.kr/infodrive02 (영어)

  출 국 (귀국)

귀국비용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환급

App 다운로드 ‘ EPS Insurance’ 검색 (안드로이드,  iOS)

(한, 영, 중, 베, 인, 우 등 17개 언어)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보험 상담센터 02-2261-8400
(한, 영, 중, 베, 인, 우 등 15개 언어)

국민연금 환급 국민연금공단 5p - ③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한, 영, 중, 베, 일, 인, 러 등 20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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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글로벌센터 외국인 주민 서비스 제공  1577-7716

부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1577-7716  평일 09:30 - 18:30

•전화 (1577-7716) 및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상담

•7 개 언어 (한, 영, 중, 베, 인, 러, 우)

•생활정보, 법무, 법률, 체류, 임금, 고용, 관세 등 전문 상담

 SNS 전문상담 서비스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을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13 개 언어 (한, 영, 중, 일, 베, 인, 러, 우, 태국,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타갈로그)

•외국인 주민을 위한 동행 통역 및 문서번역 지원

•의료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대상 통 · 번역 서비스 지원

어플로 보는 부산생활정보 Life in Busan

•App 다운로드 ‘ Life in Busan ’ 검색 (안드로이드,  iOS)

부산 Info 서비스 (주 1회) 

•총 7 개 (한, 영, 중, 일, 베, 인, 러) 언어로 받아보는 부산생활정보 (무료)

•주 1 회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각종 생활 정보 제공 

' Busan Global Center '
  검색한 후, 친구 추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
페이지

라인 앳
(LINE@)

무료 한국어강좌

•정규강좌 - 연 2기 (15주 과정)

 - 1기 : 2월 ~ 5월 중

 - 2기 : 8월 ~ 12월 중

•여름특별강좌  (7주)

 - 6 ~ 8월 중 (단기속성반, TOPIK, 비즈니스 한국어 등)

•한국어 개인지도 운영 ( 1 : 1 서비스 )

 - 정규강좌, 특별강좌 운영기간과 동일

 - 운영시간
   오전 11:30 - 13:30 / 오후 16:30 - 18:30 (1일 2회 실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부산 우수 외국인 장학생 지원

•부산유학생네트워크 (BNIS) 운영  - 봉사활동 및 부산시민과의 교류 활동, 문화홍보 활동 등

•유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운영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인 (인도네시아어), 우 (우즈베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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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및 기타 안내사항 외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근로자 및 이주여성 관련 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부산글로벌센터 1577-7716 로 문의하세요.  

무
료
진
료

부산의료원 연제구 051-507-3000 전 과목
08:30 - 16:30 평일

08:30 - 12:00 주말

중국어 목
필리핀어 금
베트남어 월,화

유
료
진
료

부산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서 구 051-240-7472 전 과목 09:00 - 17:30 평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외국인 진료클리닉)

서 구 051-990-6114 전 과목 08:30 - 17:30 평일 영어, 러시아어

동아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서 구 051-240-2000 전 과목 08:00 - 17:00 평일 영어, 러시아어

동의의료원 부산진구 051-850-8941 전 과목
08:30 - 17:30 평일

08:30 - 13:30 토
영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진구 051-890-6114 전 과목
09:00 - 17:00 평일

09:00 - 12:00 토
영어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국제진료센터)

해운대구 051-797-0114 전 과목
09:00 - 17:00 평일

09:00 - 12:00 토
영어, 러시아어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노동, 인권, 이주여성 문제 상담 (일 - 목 09:00-18:00) 051-304-0900
(한, 영, 중, 베, 인니, 미얀마어)

부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관련 긴급지원, 
경찰, 보호시설 등 연계 (평일 09:00-18:00)

051-508-1366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다누리콜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및 통 · 번역 제공  (24시간 운영), 
다문화가족 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577-1366
(한, 영, 중, 베, 우, 일  등 13개 언어)

부산여성 1366 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긴급상담 제공  (24시간 운영) 1366 (한국어)

국민연금공단
(가입 / 환급)

대표전화 1355 (한국어)

•02-2176-8735 (중국어) / 8734 (인도네시아어)

   8794 (몽골어) / 8730 (태국어)

•031-365-3086 (러시아 / 우즈베크어) / 3087 (필리핀어)

①  

②

부산 소재 영사관 및 공관

국민연금

④

③

  주부산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94번길 25 (우동) 051-743-7990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초량동) 051-465-5101

  주부산 몽골영사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빌딩 14층 1410호) 051-465-9996

  주부산 러시아연방 총영사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4
(중앙동 4가, KEB 하나은행빌딩 8층) 051-441-9904~5

  주부산 미국영사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612호
(양정동, 롯데골드로즈) 051-86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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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⑤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051-610-2027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중앙대로 248 (초량동)
엘림빌딩 3층 051-465-7171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대로 160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051-817-4313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구 효열로 76 051-365-3408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하구 신산로 177, 2-3층
(농협은행 신평지점) 051-205-8345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운대구 양운로 91
좌1동 사무소 051-702-8002

금정구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정구 중앙대로 1992 2층 051-513-2131

기장군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
기장종합사회복지관 051-723-0419

동래구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 20-7
사직종합사회복지관 051-506-5766

사상구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다누림센터 4층 051-328-1001

수영구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영구 황령산로 7번길 45 지하 1층
(남천동, 헤리티지 남천) 051-758-3073

연제구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제구 월드컵대로 46번길 11 051-851-5002

영도구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도구 하나길 448
(신선동 2가) 051-414-9605

교 통

⑥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금정구 노포동

고 속

051-508-9200
•bxt.co.kr (한국어)

•kobus.co.kr (한, 영, 중, 일)

동 부

1688-9969 •dbterminal.co.kr (한국어)

⑦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사상구 괘법동 1577-8301 •busantr.com (한국어)

⑧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해운대구 우동
수도권

051-746-3550
   영남권

   1688-0081

⑨ 동래시외버스정류소 동래구 온천동 1688-0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