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명

부호

강원도

42000 (b)

강원도 강릉시

42150 (cc)

강원도 고성군

42820 (cu)

강원도 동해시

42170 (ce)

참조명

강원도 명주군 ⓧ

→ 강원도 강릉시 [42150]

강원도 삼척군 ⓧ

→ 강원도 삼척시 [42230]

강원도 삼척시

42230 (cg)

강원도 속초시

42210 (cd)

강원도 양구군

42800 (cs)

강원도 양양군

42830 (cv)

강원도 영월군

42750 (cn)

강원도 원주군 (원성군) ⓧ

→ 강원도 원주시[42130]

강원도 원주시

42130 (cb)

강원도 인제군

42810 (ct)

강원도 정선군

42770 (cp)

강원도 철원군

42780 (cq)

강원도 춘성군 ⓧ

→ 강원도 춘천시 [42110]

강원도 춘천시

42110 (ca)

강원도 태백시

42190 (cf)

강원도 평창군

42760 (co)

강원도 홍천군

42720 (ck)

강원도 화천군

42790 (cr)

강원도 횡성군

42730 (cl)

경기도

41000 (a)

경기도 가평군

41820 (aw)

경기도 강화군 ⓧ

→ 인천광역시 [28000]

경기도 고양군 ⓧ

→ 경기도 고양시 [41280]

경기도 고양시

41280 (as)

경기도 과천시

41290 (ak)

경기도 광명시

41210 (ah)

경기도 광주군 ⓧ

→ 경기도 광주시 [41780]

경기도 광주시

41780 (ab)

경기도 구리시

41310 (al)

경기도 군포시

41410 (bf)

경기도 김포군 ⓧ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41570]
41570 (bb)

경기도 남양주군 ⓧ

→ 경기도 남양주시 [41360]

경기도 남양주시

41360 (be)

경기도 동두천시

41250 (aj)

경기도 미금시 ⓧ

→ 경기도 남양주시 [41360]

경기도 부천시

41190 (af)

경기도 성남시

41130 (ac)

지역명

부호

경기도 송탄시 ⓧ

참조명
→ 경기도 평택시 [41220]

경기도 수원시

41110 (ag)

경기도 시흥시

41390 (bg)

경기도 안산시

41270 (bh)

경기도 안성군 ⓧ

→ 경기도 안성시 [41550]

경기도 안성시

41550 (ba)

경기도 안양시

41170 (ae)

경기도 양주군 ⓧ

→ 경기도 양주시 [41720]

경기도 양주시

41720 (ao)

경기도 양평군

41830 (ax)

경기도 여주군

41730 (an)

경기도 연천군

41800 (au)

경기도 오산시

41370 (bj)

경기도 옹진군 ⓧ

→ 인천광역시 [28000]

경기도 용인군 ⓧ

→ 경기도 용인시 [41470]

경기도 용인시

41470 (az)

경기도 의왕시

41430 (bi)

경기도 의정부시

41150 (ad)

경기도 이천군 ⓧ
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41510]
41510 (ay)

경기도 파주군 ⓧ
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41490]
41490 (ar)

경기도 평택군 ⓧ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41220]
41220 (bk)

경기도 포천군 ⓧ

→ 경기도 포천시 [41840]

경기도 포천시

41840 (bn)

경기도 하남시

41450 (bl)

경기도 화성군 ⓧ

→ 경기도 화성시 [41740]

경기도 화성시

41740 (bo)

경상남도

48000 (h)

경상남도 거제군 ⓧ

→ 경상남도 거제시 [48300]

경상남도 거제시

48300 (ow)

경상남도 거창군

48880 (pd)

경상남도 고성군

48820 (ox)

경상남도 김해군 ⓧ

→ 경상남도 김해시 [48250]

경상남도 김해시

48250 (oi)

경상남도 남해군

48840 (oz)

경상남도 마산시

48150 (ob)

경상남도 밀양군 ⓧ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48270]
48270 (oj)

경상남도 사천군 ⓧ
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48240]
48240 (oy)

지역명

부호

경상남도 산청군

48860 (pb)

참조명

경상남도 삼천포시 ⓧ

→ 경상남도 사천시 [48240]

경상남도 양산군 ⓧ

→ 경상남도 양산시 [48330]

경상남도 양산시

48330 (or)

경상남도 울산군 (울주군) ⓧ

→ 울산광역시 [31000]

경상남도 울산시 ⓧ

→ 울산광역시 [31000]

경상남도 의령군

48720 (on)

경상남도 장승포시 ⓧ

→ 경상남도 거제시 [48300]

경상남도 진양군 ⓧ

→ 경상남도 진주시 [48170]

경상남도 진주시

48170 (od)

경상남도 진해시

48190 (oe)

경상남도 창녕군

48740 (op)

경상남도 창원군 (의창군) ⓧ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48110]
48110 (oh)

경상남도 충무시 ⓧ

→ 경상남도 통영시 [48220]

경상남도 통영군 ⓧ

→ 경상남도 통영시 [48220]

경상남도 통영시

48220 (ov)

경상남도 하동군

48850 (pa)

경상남도 함안군

48730 (oo)

경상남도 함양군

48870 (pc)

경상남도 합천군

48890 (pe)

경상북도

47000 (g)

경상북도 경산군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상북도 경산시 [47290]
47290 (mk)

경상북도 경주군 (월성군) ⓧ

→ 경상북도 경주시 [47130]

경상북도 경주시

47130 (mc)

경상북도 고령군

47830 (mx)

경상북도 구미시

47190 (md)

경상북도 군위군

47720 (mm)

경상북도 금릉군 ⓧ
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47150]
47150 (me)

경상북도 달성군 ⓧ

→ 대구광역시 [y]

경상북도 문경군 ⓧ

→ 경상북도 문경시 [47280]

경상북도 문경시

47280 (nd)

경상북도 봉화군

47920 (ng)

경상북도 상주군 ⓧ
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47250]
47250 (mi)

경상북도 선산군 ⓧ
경상북도 성주군

→ 경상북도 구미시 [47190]
47840 (my)

경상북도 안동군 ⓧ

→ 경상북도 안동시 [47170]

경상북도 안동시

47170 (mf)

경상북도 영덕군

47770 (mr)

지역명

부호

경상북도 영양군

47760 (mq)

경상북도 영일군 ⓧ
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포항시 [47110]
47210 (mg)

경상북도 영천군 ⓧ
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47230]
47230 (mh)

경상북도 영풍군 ⓧ

→ 경상북도 영주시 [47210]

경상북도 예천군

47900 (ne)

경상북도 울릉군

47940 (ni)

경상북도 울진군

47930 (nh)

경상북도 의성군

47730 (mn)

경상북도 점촌시 ⓧ

→ 경상북도 문경시 [47280]

경상북도 청도군

47820 (mw)

경상북도 청송군

47750 (mp)

경상북도 칠곡군

47850 (mz)

경상북도 포항시

47110 (mb)

광주광역시

29000 (A)

광주직할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29000]
27000 (y)

대구직할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27000]
30000 (B)

대전직할시 ⓧ
부산광역시

참조명

→ 대전광역시 [30000]
26000 (x)

부산직할시 ⓧ

→ 부산광역시 [26000]

서울특별시

11000 (w)

세종특별자치시

36000 (D)

울산광역시

31000 (C)

인천광역시

28000 (z)

인천직할시 ⓧ

→ 인천광역시 [28000]

전라남도

46000 (f)

전라남도 강진군

46810 (ku)

전라남도 고흥군

46770 (kg)

전라남도 곡성군

46720 (kl)

전라남도 광양군 ⓧ

→ 전라남도 광양시 [46230]

전라남도 광양시

46230 (kn)

전라남도 구례군

46730 (km)

전라남도 나주군 ⓧ

→ 전라남도 나주시 [46170]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시)

46170 (ke)

전라남도 담양군

46710 (kk)

전라남도 동광양시 ⓧ

→ 전라남도 광양시 [46230]

전라남도 목포시

46110 (kb)

전라남도 무안군

46840 (kx)

전라남도 보성군

46780 (kr)

지역명

부호

전라남도 순천시

46150 (kd)

전라남도 승주군 ⓧ

참조명
→ 전라남도 순천시 [46150]

전라남도 신안군

46910 (le)

전라남도 여수시

46130 (kc)

전라남도 여천군 ⓧ

→ 전라남도 여수시 [46130]

전라남도 여천시 ⓧ

→ 전라남도 여수시 [46130]

전라남도 영광군

46870 (la)

전라남도 영암군

46830 (kw)

전라남도 완도군

46890 (lc)

전라남도 장성군

46880 (lb)

전라남도 장흥군

46800 (kt)

전라남도 진도군

46900 (ld)

전라남도 함평군

46860 (kz)

전라남도 해남군

46820 (kv)

전라남도 화순군

46790 (ks)

전라북도

45000 (e)

전라북도 고창군

45790 (iq)

전라북도 군산시

45130 (ib)

전라북도 김제군 ⓧ
전라북도 김제시

→ 전라북도 김제시 [45210]
45210 (if)

전라북도 남원군 ⓧ

→ 전라북도 남원시 [45190]

전라북도 남원시

45190 (ie)

전라북도 무주군

45730 (ik)

전라북도 부안군

45800 (ir)

전라북도 순창군

45770 (io)

전라북도 옥구군 ⓧ
전라북도 완주군

→ 전라북도 군산시 [45130]
45710 (ii)

전라북도 이리시 ⓧ

→ 전라북도 익산시 [45140]

전라북도 익산군 ⓧ

→ 전라북도 익산시 [45140]

전라북도 익산시

45140 (iu)

전라북도 임실군

45750 (im)

전라북도 장수군

45740 (il)

전라북도 전주시

45110 (ia)

전라북도 정읍군 ⓧ
전라북도 정읍시

→ 전라북도 정읍시 [45180]
45180 (ip)

전라북도 정주시 ⓧ

→ 전라북도 정읍시 [45180]

전라북도 진안군

45720 (ij)

제주도

49000 (i)

제주도 남제주군 ⓧ

→ 제주도 서귀포시 [49130]

제주도 북제주군 ⓧ

→ 제주도 제주시 [49110]

제주도 서귀포시

49130 (qb)

제주도 제주시

49110 (qa)

지역명

부호

충청남도

44000 (d)

충청남도 공주군 ⓧ

→ 충청남도 공주시 [44150]

충청남도 공주시

44150 (gc)

충청남도 금산군

44710 (gh)

충청남도 논산군 ⓧ
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44230]
44230 (gl)

충청남도 당진군 ⓧ
충청남도 당진시

참조명

→ 충청남도 당진시 [49840]
49840 (gx)

충청남도 대천시 ⓧ

→ 충청남도 보령시 [44180]

충청남도 보령군 ⓧ

→ 충청남도 보령시 [44180]

충청남도 보령시

44180 (go)

충청남도 부여군

44760 (gm)

충청남도 서산군 ⓧ

→ 충청남도 서산시 [44210]

충청남도 서산시

44210 (gf)

충청남도 서천군

44770 (gn)

충청남도 아산군 ⓧ
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아산시 [44200]
44200 (gu)

충청남도 연기군 ⓧ
충청남도 예산군

→ 세종특별자치시 [36000]
44810 (gr)

충청남도 온양시 ⓧ

→ 충청남도 아산시 [44200]

충청남도 천안군 (천원군) ⓧ

→ 충청남도 천안시 [44130]

충청남도 천안시

44130 (gb)

충청남도 청양군

44790 (gp)

충청남도 태안군

44825 (gw)

충청남도 홍성군

44800 (gq)

충청북도

43000 (c)

충청북도 괴산군

43760 (em)

충청북도 단양군

43800 (eq)

충청북도 보은군

43720 (ei)

충청북도 영동군

43740 (ek)

충청북도 옥천군

43730 (ej)

충청북도 음성군

43770 (en)

충청북도 제천군 (제원군) ⓧ
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43150]
43150 (ec)

충청북도 중원군 ⓧ

→ 충청북도 충주시 [43130]

충청북도 증평군

43810 (er)

충청북도 진천군

43750 (el)

충청북도 청원군 ⓧ

→ 충청북도 청주시 [43110]

충청북도 청주시

43110 (ea)

충청북도 충주시

43130 (e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