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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접수제한지역 우편번호 현황(’22.1.24.기준)

청명 고객안내 관서명 지역 우편번호

서울청
서울

노원구
일부지역

노원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중계3동, 하계1동, 
하계2동

01747, 01786, 01792,
01749~01750, 01791~01792,
01806~01810, 01830~01831
01771, 01775~01776, 01780,
01783~01784, 01788~01791,

01862~01863, 01829

경인청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부지역

성남

태평동,신흥동,양지동,단대동,산성동,
수진동,고등동,금토동,둔전동,복정동,
사송동,상적동,시흥동,신촌동,심곡동,
오야동,창공동(위례),은행동,금광동

13100~13148, 13186. 13192, 
13197, 13199, 13246, 

13259~13262,  13267~13272, 
13273~13354, 13379, 13382, 
13442~13446, 13448~13453,  

13639~13647

성남시
분당구
전지역

성남
분당

성남시 분당구 전지역
13440, 

13441,13447,13454~13638

김포시
일부지역

김포
김포시 구래동, 마산동

김포시 양곡리

10063,10066~10068,10070,10
071,10056,10057,10059,

10060,10061,10062
이천시
전지역

이천 이천시 전 지역 17300 ~ 17424

수원시
화서동
고등동

수원
화서동,고등동, 

매산로1가 ~매산로3가
16321,16422~16425,
16431~16461,16622

안성시

일부지역
안성

아양동,석정동,가사동,계동,구포동,

낙원동,당왕동,대천동,도기동,동본

동,명륜동,봉남동,봉산동,서인동,성

남동,숭인동,신건지동,신소현동,신

흥동,영동,옥산동,옥천동,인지동,중

리동,창전동,현수동미양면,서운면,

금광면,양성면,대덕면,보개면

17500~17609

용인시
수지구

전지역 및 
기흥구

일부지역

용인수지

수지구전체(고기동,동천동,상현동,
상현1동,상현2동,성복동,신봉동,죽
전1동,죽전2동,죽전동,풍덕천1동,풍

덕천2동,풍덕천동)
기흥구일부(고매동,구갈동,농서동,
마북동,보라동,보정동,상갈동,서천
동,신갈동,언남동,영덕동,청덕동,하

갈동)

16800~16883, 16889~16894, 
16896~16962, 16964~16969, 

16983~16984, 
17064, 17093~17098, 17103 

~17114

부산청

울산시
남구 및
울주군 

일부지역

남울산

신정동,달동,삼산동무거동,옥동,두
왕동,장생포동,매암동,여천동,야음
동,선암동,상개동,부곡동고사동,황
성동,성암동,용연동,남화동,용잠동,
온산면,온양면,웅촌면,청량면,서생면

44600~44662
44664~44787

44663
44959~45015

창원시
성산구
전지역

창원

가음동, 가음정동, 귀곡동, 귀산동, 
귀현동, 남산동, 남양동, 남지동, 
내동, 대방동, 대원동, 두대동, 

반림동, 반지동, 불모산동, 사파동, 
사파정동, 삼정자동, 상남동, 상복동, 

성산동, 성주동, 신월동, 신촌동, 
안민동, 양곡동, 완암동, 외동, 

용호동, 웅남동, 중앙동, 창곡동, 
적현동, 천선동, 토월동, 퇴촌동

51148,
51404~51577,
51705~51706,
51708~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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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고객안내 관서명 지역 우편번호

부산청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울주군 일부

울산

다운동,태화동,유곡동,우정동,학산
동,성남동,북정동,옥교동,교동,성안
동,복산1동,복산2동,약사동,학성동,
서동,동동,장현동,남외동,반구1동,

반구2동,호계동,창평동,신천동,매곡
동,중산동,천곡동,상안동,달천동,가
대동,시례동,구유동,당사동,대안동,
무룡동,산하동,신명동,신현동,어물
동,정자동,화봉동,송정동,연암동,효
문동,양정동,염포동,진장동,명촌동,
범서읍,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44200~44264, 
44400~44553,
44900~44958

울산시 동구
일부지역

동울산
주전동,동부동,서부동,미포동,전하

동,화정동,일산동,방어동
44000~44115

거제시
일부지역

거제
고현동 일부지역,수월동 일부지역

상동동 지역,옥포동 일부지역
장평동 지역

53248,53250,53260,53239,53240
,53237,53287~53294,53217~53220
,53223, 53225,53261~53272

충청청

서산시 
전지역

서산

읍내동, 성연면, 지곡면, 팔봉면, 성연면, 
음암면, 운산면, 인지면, 부석면 갈산동, 
동문동, 잠홍동, 온석동, 읍내동, 예천동, 
석남동, 석림동, 죽성동, 양대동, 수석동, 

오남동, 장동, 대산읍, 해미면, 고북면

31970~32008
31914~32023
31900~31913
31953~32030

청주시

일부지역
청주

금천동, 영운동, 

,탑동,,서운동,,문화동,,대성동,용담동,명암동,

영동,수동,북문로1~3가,석교동,서문동,남주

동,남문로1~2가, 

용암동,용암2동,용정동,명암동,산성동,율량

동,사천동,주성동,주중동,외남동,외평동,외하

동,정북동,정하동,정상동,오동동

내덕동,내덕2동,우암동,방서동,남일면

28521~28523, 28712~28723, 
28726,28731,28737~28744, 
28746~28748,28751~28753
28311~28314,28507~28534, 
28537, 28541~28546,28711
28715~28716,28723~28725

28744~28745,28754,28730~28731
,28747~28750,28754~28755,
28760~28784,28788~28789,

28807~28808,28150,28304~28310
28315~28342,28346~28354

28343~28345,28352,28478~28506,
28512,28535~28540,28783~28787,
28801,28804,28806,28207,28186

~28188, 28190

전남청
광주광산구 
일부지역

광주
광산

고룡동,선동,우산동,광산동,선암동,운
남동,남산동,소촌동,월계동,내산동,

송대동,월곡동,대산동,송산동,월전동,
덕림동,송정동,유계동,도덕동,송촌동,
임곡동,도산동,송치동,장덕동,도천동,
송학동,장록동,동림동,수완동,장수동,
동산동,신가동,지산동,동호동,신동,지
정동,두정동,신룡동,지죽동,등임동,

신창동,지평동,명도동,신촌동,진곡동,
명화동,쌍암동,하남동,방호동,안청동,
하산동,복룡동,양동,황룡동,본덕동,양
산동,흑석동,북산동,연산동,비아동,

오산동,사호동,오선동,산막동,오운동,
산수동,옥동,산월동,왕동,산정동,

요기동,삼거동,용곡동,삼도동,용동,
서봉동,용봉동

62200~62466
(단, 62241~6224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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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광주광역시
남구,동구
전지역

광주

구동,구소동,노대동,대지동,덕남동,

도금동,방림동,백운동,봉선동,사동,

서동,석정동,송하동,승촌동,신장동,

압촌동,양과동,양림동,양촌동,원산

동,월산동,이장동,임암동,주월동,지

석동,진월동,칠석동,행암동,화장동,

계림동,광산동,궁동,금남로1가~5가,

금동,남동,내남동,대의동,대인동,동

명동,불로동,산수동,서석동,선교동,

소태동,수기동,용산동,용연동,운림

동,월남동,장동,지산동,충장로1가~5

가,학동,호남동,황금동

61600~61768,

61400~61514

광주광역시
서구

일부지역
서광주

치평동, 금호동, 풍암동,
쌍촌동, 화정동

61944~61965, 61998
62000~62009, 62011~62022
62031~62036 62017, 62025, 
62031, 62048~62069, 62071
61905~61907, 61940~61943,

61964~61971, 61973,
61984, 61989~61998,

62001~62002, 62023~62025, 
62032, 61937~61938,
61972, 61974~61975,

61977~61980, 61984~61987,
61997, 62024~62030,
62037~62045, 62047

경북청

대구달서구

일부지역
대구달서

상인동, 진천동, 유천동

월암동, 대곡동, 월성동 

42785, 42786, 42787, 42788, 
42790, 42791, 42792, 42793, 
42794, 42795, 42796, 42797, 
42798, 42813, 42814, 42815, 
42840, 42841, 42802, 42803
42804, 42805, 42806, 42807, 
42808, 42809, 42810, 42811, 
42812 ,42748, 42749, 42780, 
42781, 42782, 42770~42776, 
42783, 42784, 42789, 42799, 
42800, 42801, 42760~42764
42718, 42719, 42721, 42724, 

42754, 42755, 
42759,42765~42769, 42777, 
42826, 42842, 42829, 42752, 
42753, 42755, 42756, 42757, 
42758, 42778, 42779, 42726,  
42728, 42731, 42732, 42744, 
42750, 42751, 42754, 42759

포항시
북구, 남구

포항

두호동, 장성동(일부)
창포동, 우현동, 용흥동,
학잠동, 대흥동, 학산동,

덕수동, 남빈동, 상원동, 죽도동
득량동, 연일읍, 대잠동, 효자동,
지곡동, 이동, 상도동, 대도동,

송도동, 해도동, 대송면, 동촌동, 
청림동, 오천읍, 동해면, 인덕동
호동, 장흥동, 괴동동, 동빈동1가

37606
37608

37610~37612
37618

37620~37627
37629~37652
37654~3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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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경주시
전지역

경주

감포읍, 강동면, 건천읍, 광명동, 
교동, 구정동, 구황동, 남산동, 
내남면, 노동동, 노서동, 덕동, 

도지동, 동방동, 동부동, 동천동,
마동, 문무대왕면, 배동, 배반동,
보문동, 북군동, 북부동, 사정동,
산내면, 서면, 서부동, 서악동,

석장동, 성건동, 성동동, 손곡동,
시동, 시래동, 신평동, 안강읍,

암곡동, 양남면, 외동읍, 용강동,
율동, 인왕동, 조양동, 진현동, 
천군동, 천북면, 충효동, 탑동,
 평동, 하동, 현곡면, 황남동,

황성동, 황오동, 황용동, 효현동

38000∼38221

전북청
군산시
전지역

군산

개복동, 개사동, 개정동, 경암동, 경장동, 
구암동, 금광동, 금동, 금암동, 

나운1동,나운2동, 나운3동, 나운동, 
내흥동, 대명동, 동흥남동, 둔율동, 

명산동, 문화동, 미룡동, 미원동, 미장동, 
사정동, 산북동, 삼학동, 서흥남동, 
선양동, 소룡동, 송창동, 송풍동,

수송동, 신관동, 신영동, 신창동, 신풍동, 
신흥동, 영동, 영화동, 오룡동, 월명동, 
장미동, 장재동, 조촌동, 죽성동, 중동, 

지곡동, 창성동, 평화동, 해망동,오식도동, 
비응도동, 소룡동, 산북동, 개사동, 

옥구읍, 옥서면, 신관동, 미룡동,내흥동, 
나포면, 성산면, 서수면, 임피면, 대야면, 

개정면, 옥산면, 회현면, 옥구읍

54000
54008-54044
54067-54157
54161-54166

54172
54001-54006
54167-54172
54045-54066
54173-54179

강원청

인제군 상남면,
기린면

인제
상남면, 기린면

인제읍, 북면, 서화면

24653 ~ 24666,
24623~24644

24600~24622, 24667

동해시

일부지역
동해

천곡동, 평릉동, 송정동, 지흥동, 용정

동, 효가동, 동회동, 나안동, 쇄운동, 

북평동, 구호동, 대구동, 내동, 지가

동, 구미동, 추암동, 호현동, 단봉동, 

이도동, 귀운동, 삼화동, 이기동, 이로

동, 신흥동, 비천동, 달방동, 부곡동, 

발한동, 괴란동, 심곡동, 초구동, 묵호

진동, 어달동, 대진동

25700~25899

양구군

일부지역
양구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방산면, 

동면
 24500~24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