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KOTRA 무역관 안내

모스크바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Rm. 908, Rm 603, 3rd Entrance, Office Bldg., WTC, 12, Krasnopresnenskaya nab., Moscow, 123610, Russia
ㅇ 전화: +7-495-258-1627/28
ㅇ 팩스: +7-495-258-1634
ㅇ 이메일: info@kotra.ru

공항-무역관 이동
모스크바 무역관은 모스크바 시내(크레믈린) 중심가에서 약 3km 떨어진 World Trade Center 건물에 있다. World Trade Center는 사
무실 건물 호텔 건물(Crown Plaza, 메주드나로드나야 호텔)로 구성되며 총 9개의 입구가 있다. 이 중 3번 입구로 찾아 들어온 뒤 엘리베
이터를 타고 9층에서 내리면 된다.

ㅇ 공항에서 찾아오실 때

택시를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요금은 2,000~2,500루블(35~40달러) 정도이다. 크라운 플라자 호텔(가스찌니짜 크라운
플라자/러시아식 발음/Crowne Plaza Hotel) 또는 쩨엠테(첸트르 메주드나로드나야 타르고블랴/World Trade Center의 러시아식 발음
)로 가자고 하면 된다.

대한항공이 도착하는 세르메쩨보 공항(D 터미널)에는 시내로 이어지는 공항철도(Aero Express)가 있다. 승차장은 공항 E 터미널에 위치
하며, D 터미널에서 Train to Mos cow라 표기된 안내판을 따라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05:00~00:30이며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도착역인 벨라루스키바그잘(Belorussky Bagzal) 역까지는 약 35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470루블이다. 하차역인 벨라루스키바
그잘 역 옆에 있는 지하철역(벨라루스카야역)을 이용해 시내로 이동이 가능하며, KOTRA 모스크바 무역관까지 택시로 15분 정도 걸리며
택시비는 500루블(약 8달러) 정도이다. 다만, 벨라루스키 바그잘은 상습 혼잡지역이니 공식 미팅이 있을 경우 차가 막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지하철 역사가 많고 영어 표지판이 통상 없어 현지 통역자를 만나서 같이 오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연
결된 지하철은 없다.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Office 11-03, Bldg. 40(Business Center 'MOST'), Kommunisticheskaya Street, Novosibirsk, Russia, 630007
ㅇ 전화: +7-(383)-319-6508, +7-(383)-319-6509, 070-7001-0607(인터넷 전화)
ㅇ 팩스: +7-(383)-319-6510
ㅇ 이메일: info@kotrasiberia.ru

공항-무역관 이동
무역관 사무실은 시내 중심지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улица, дом 40에 위치하고 있다. 사무실 건물명은 OST라고 하며, 갈색 12층
건물로 무역관 사무실은 11층(1103호)에 위치하고 있다. 무역관 건물은 시내에서 가장 중심인 레닌광장으로부터 도보로 5~7분 정도 떨
어져 있으며, 근처에는 노보시비르스크 주 청사 건물이 위치해 있다.

ㅇ 공항에서 찾아오실 때

노보시비르스크는 Tolmachovo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게 된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대중 교통수단은 거의 없고, 러시아어가 불가능할 경
우에는 영업용 버스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노보시비르스크는 현지 화폐가 통용됨에 따라 입국 시 공항 환전
소에서 택시비와 비상용으로 50달러 정도를 환전해둘 필요가 있다.

ㅇ 택시 이용방법

공항 로비에 나오게 되면 택시 호객꾼들이 많이 서 있다. 호객꾼 택시를 이용하면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우니, 공항 안내데스크로 가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콜택시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5~20분이 소요되며,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요금은 800~1,200루
블(14~20달러) 정도가 정상이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 내외이나 시내에서 정체될 시에는 1시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690091, Vladivostok, st.Semenovskaya 29 “Lotte Hotel”, 1th floor
ㅇ 전화: +7(423) 240-7104
ㅇ 팩스: +7(423) 240-7075
ㅇ 이메일: jisahwa_vvo@kotrakbc.or.kr

공항-무역관 이동
블라디보스톡 Knevich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공항철도가 있긴 하나, 하루에 5편 정도 운행되고 있어 개인 택시 이용이 가장 빠르고 정
확한 편이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시내까지 편도 비용은 1,500~2,000루블(25~35달러)이 소요된다

ㅇ 대중교통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을 방문하는 방법

공항에서 107번 버스 혹은 블라디보스토크역-Knevichi 공항철도를 이용해 기차역(바크잘) 정거장에서 하차한다. 하차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해 롯데호텔로 이동해도 좋으나 시내의 경우, 도로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도보로 무역관까지 올라오는 것을 권한다. 도보 시, 기차역
에서 무역관까지는15~20분 소요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191014 Nekrasova 32-a, St.Petersburg, Russia
ㅇ 전화: +7(812) 241-0033
ㅇ 팩스: +7(812) 241-0030
ㅇ 이메일: victoria@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은 총영사관 건물(전면에 국기 게양)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1.6km, 지하철Mayakvskaya,
Ploshadi Vosstania역에서 1.1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시 15~20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공항에서부

터 요금은 40~50달러 정도이며, 약 40~50분이 소요되고 거리는 20.2km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