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글로벌 고객 지원센터 (Global Customer Assistance Service, 

GCAS)  
 

 비자 글로벌 고객 지원센터는 해외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긴급 

카드 발급, 긴급 현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신 후 3번을 누르시면 한국어 지원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국가별 GCAS 전화번호 

 

국가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 

국가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 

앙길라 1-800-847-2911 체코 800-142-121 

안티구아 1-800-847-2911 덴마크 8088-3399 

아르헨티나 0800-666-0171 도미니카 1888-425-2844 

아루바 800-1518 도미니카공화국 1-800-847-2911 

호주 1800-450-346 이집트 (카이로) 2510-0200 누른 

후 866-654-0128 

오스트리아 0800-293-084 이집트 (기타지역) 02-510-0200 누른 후 

866-654-0128 

바하마 1-800-847-2911 에스토니아 800-12001 누른 후 

800-406-9982 

바레인 8000-006 핀란드 0800-11-0057 

바베이도스 1-800-847-2911 프랑스 0800-904-349 

벨기에 0800-78-465 독일 0800-182-2891 

버뮤다 1800-6230127 지브롤터 8800-877-3745966 

볼리비아 800-10-0188 그리스 00800-4412-1092 

보나이르 001-800-847-2911 그라나다 1-800-847-291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0-800-0010 누른 후 

888-557-4457 

괌 888-425-0227 

브라질 0800-891-3680 과테말라 1-800-999-0115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1-800-847-2911 홍콩 800-900-782 

브루나이 800-1111 누른 후 866-

765-9644 

헝가리 068-001-4352 

불가리아 00-800-0010 누른 후 

888-557-4446 

인도 000-117 누른 후 866-

765-9644 

캄보디아 1-800-888-001 누른 후 

888-710-7783 

인도네시아 001-803-441-600 

캐나다 1-866-639-1911 아일랜드 1800-509-042 

케이맨 제도 1-800-847-2911 이스라엘 1-800-941-1605 

칠레 1230-020-2136 이탈리아 800-781-769 

중국 - 남부 10800-4400027 자메이카 0-800-847-2911 

중국 - 북부 10800-7440027 일본 00531-440-022 

콜럼비아 01800-912-5713 요르단 1-880-0000 누른 후 

888-557-4442 

코스타리카 0800-011-0030 카자흐스탄 8-800-121-4321 누른 

후 888-557-4447 

크로아티아 0800-220111 누른 후 

866-654-0125 

케냐 866-654-0162 

쿠라카오 001-800-847-2911 대한민국 00308-44-0050 

 
 

국가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국가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 전화 번호 

라트비아 8000-02288 사바 1-800-847-2911 

레바논 (베이루트) 
426-801 누른 후 866-

654-0130 
세인트 외스타티우스 1-800-847-2911 

레바논 (기타지역) 
01-426-801 누른 후 

866-654-0130 
세인트 키츠 네비스 1-800-847-2911 

리히텐슈타인 0800-89-4732 세인트 마틴 1-800-847-2911 

리투아니아 
8-800-900-28 누른 후 

800-406-9962 
산마리노 800-819-014 

룩셈부르크 0800-2012 사우디아라비아 
1-800-10 누른 후 866-

654-0129 

마카오 0800-454 세네갈 
810-3072 누른 후 888-

557-4451 

말레이시아 1800-80-2997 싱가폴 800-4481-250 

모리셔스 
01-120 누른 후 866-

654-0165 
슬로바키아 

0-800-000-101 누른 후 

800-406-9970 

멕시코 001-800-847-2911 남아프리카공화국 0800-990-475 

모나코 0800-90-1179 스페인 900-94-8966 

모로코 
002-11-0011 누른 후 

866-654-0163 
스웨덴 020-790939 

몬트세라트 1-800-847-2911 스위스 0800-835-274 

네덜란드 0800-023-2964 대만 0080-1-444-123 

네비스 1-800-847-2911 태국 001-800-441-3485 

뉴질랜드 0508-600-300 트리니다드 1888-425-0225 

노르웨이 800-11-570 토바고 1-800-847-2911 

파나마 001-888-771-1784 터키 00-800-13-535-0900 

파라과이 
008-11-800 누른 후 

800-599-1137 
터크스 / 케이코 0-1-800-847-2911 

페루 800-890-0623 우크라이나 
8-100-11 누른 후 888-

557-4445 

필리핀 1800-1441-0015 아랍에미리트 
0-800-121 누른 후 

866-654-0112 

폴란드 0-0-800-111-1569 영국 0800-169-5189 

포루투칼 800-844-034 우루과이 00-0411-940-7915 

푸에토리코 1-800-847-2911 버진제도 (미국) 1-800-847-2911 

카다르 
0800-011-77 누른 후 

888-557-4428 
미국 (하와이) 1-866-765-9644 

루마니아 
0808-03-4288 누른 후 

888-557-4416 
미국 (기타지역) 1-866-765-9644 

러시아 (모스코바, 

세인트 피터스버그) 

363-2400 누른 후 866-

654-0164 
베네수엘라 0800-1-002167 

러시아 (기타지역) 
8-10-800-110-1011 누른 

후 866-654-0164 
베트남 

1-201-0288 누른 후 

888-710-7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