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KOTRA 무역관 안내

뉴델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2, 12th Floor, DLF Cyber Terraces, Building 5-A, DLF Cyber City Phase-III, Gurgaon 122002, Haryana
- 무역관은 델리에서 NH-8(8번 국도)를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하다가 DLF Gateway Tower가 보이는 Vishwakarma Chowk에서
DLF Cyber City 방향으로 빠져나오면 RBS(Royal Bank of Scotland) 뒤편에 있는 DLF Cyber Terraces 5번 빌딩에 위치한다.
ㅇ 전화: (91-12) 4462-8500
ㅇ 팩스: (91-12) 4462-8501
ㅇ e-mail : ktcdelhi@ktcdelhi.net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등록사업자 택시 매대(Meru 등) 혹은 앱 기반 공유차량 서비스(Uber, Ola)를 사용하여 택시에 승차한 뒤, 'Gurgaon
Cyber Hub Building Number 5(구르가온 사이버 허브 빌딩넘버 파이브)'라고 위치를 말한다. 대개 20~4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금
액은 250~500루피가량 발생한다. 승차 전 운전자와 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공항-뉴델리 무역관 간 요금은 주간 기준 Radio
Taxi(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300-500루피가량 소요된다. 운전기사 중 영어사용 불가자가 많으므로 무역관 주소에 대한 메모를 보여주거
나 Travel Desk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Yellow Line의 Huda Metro 방면 Sikandarpur Metro에서 하차 Cyber City 라인으로 환승한 이루, Phase3역에서 하차하면 도보로 무역관이 위치한 Building No.5에 도착할 수 있다.

ㅇ 건물 도착 후 : 3개의 타워(A,B,C) 중 무역관은 A타워의 12층에 위치해 있으며,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뭄바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1001A, Tower 1, Indiabulls Finance Centre, Senapati Bapat Marg, Elphinstone(W), Mumbai 400 013, INDIA
ㅇ 전화: (91-22) 4925-5400
ㅇ 팩스: (91-22) 4925-5454
ㅇ e-mail: kotra_mumbai@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뭄바이 공항에서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택시 기준 약 1시간이 소요된다. 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
면 쉽게 길을 찾을수 있다. 뭄바이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것을 추천한다.

벵갈루루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Unit no. 2201, 22nd Floor, World Trade Center(WTC), Brigade Gateway, #26/1, Dr. Rajkumar Road,
Malleshwaram (W), Bengaluru - 560055, India
ㅇ 전화: (91-80) 6793 5436 (무역관 리셉션)
ㅇ e-mail: hschoi@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벵갈루루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사에
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대개 쉽게 찾아온다. 주변 랜드마크로는 Orion mall 또는 Sheraton hotel을 말하면 된다. 벵갈루루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것을 추천한다.

첸나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New no.12/1, Old no.11, Bashyam Basheer Ahmed Street, Alwarpet, Chennai-600 018
ㅇ 전화: (91-44)2499-7283~7
ㅇ 팩스: (91-44)2499-4728
ㅇ e-mail: jangkangsuk@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첸나이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에게 무
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30분가량이다. 첸나이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것을 추천한다.

콜카타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Smart Works Victoria Park, Level 8, Block GN37/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 West Bengal 700091
ㅇ 전화: (91-33) 4055-8123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콜카타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대략 30분에서 40분가량 소요된다. 콜카타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것을 추천한다.

암다바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805 &806 Shivalik Shilp BD, Iscon Circle, SG Road, Ahmedabad 380015, Gujarat, India
ㅇ 전화: (91-79) 49130-111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암다바드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사에
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대략 40분에서 50분가량 소요된다. 암다바드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않아 어려

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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