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서울 서울중앙우체국 02-6450-1171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층무로1가)

서울 광화문우체국 02-3703-9012 서울시 종로구 종로6

서울 서대문우체국 02-390-9121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20길9  서대문우체국

서울 동대문우체국 02-2210-3737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

서울 서울광진우체국 02-2049-0546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로 2 (구의동)

서울 서울강북우체국 02-988-2197 서울시강북구솔매로50길55서울강북우체국 

서울 서울마포우체국 02-716-910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서울 서울관악우체국 02-889-0014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서울관악우체국(신림동 1412-2)

서울 서울은평우체국 02-350-3538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29-8(진관동)

서울 여의도우체국 02-783-038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동)

서울 서울강남우체국 02-2040-4017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강남우체국 (개포동)

서울 서울금천우체국 02-863-0014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10  서울금천우체국(독산4동 )

서울 서울성북우체국 02-911-1321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310  서울성북우체국 (하월곡동)

서울 서울강동우체국 02-440-281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57  서울강동우체국 (길동)

서울 서울송파우체국 02-405-8745 서울시송파구오금로323(오금동50-3) 

서울 서울양천우체국 02-2648-0400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17  서울양천우체국(목동 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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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서울 서울강서우체국 02-2660-8915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8  서울강서우체국

서울 서울동작우체국 02-822-815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7  서울동작우체국(신대방동)

서울 서울서초우체국 02-3498-8015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9

서울 서울용산우체국 02-797-063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18서울용산우체국  (한강로2가)

서울 서울노원우체국 02-950-3216 서울시 노원구 무수동길 123  서울노원우체국 (중계본동)

서울 서울중랑우체국 02-496-6664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71

서울 서울성동우체국 02-2292-0014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03  (행당동)

서울 서울청량리우체국 02-962-0014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길 10

서울 영등포우체국 02-2678-0014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41  (영등포동4가)

서울 서울영동우체국 02-515-0411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12  서울영동우체국 (논현동)

서울 서울구로디지털단지우체국 02-853-0004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26길 144  구로디지털단지우체국(구로동)

경인 인천우체국 032-850-812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6

경인 서인천우체국 032-590-912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곳길 318

경인 인천계양우체국 032-540-941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6

경인 남인천우체국 032-453-064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14

경인 부평우체국 032-500-4012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415

경인 의정부우체국 031-877-5556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88

경인 수원우체국 031-888-134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94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경인 동수원우체국 031-231-05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43(인계동)

경인 군포우체국 031-390-839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중앙로 125

경인 안양우체국 031-390-972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 25

경인 성남우체국 031-744-00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경인 성남분당우체국 031-725-80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

경인 부천우체국 032-310-7013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향로103 

경인 안산우체국 031-412-472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로 168

경인 고양일산우체국 031-905-21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3

경인 고양덕양우체국 031-967-04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6

경인 시흥우체국 031-8041-2711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1

경인 광명우체국 02-890-1130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1017

경인 용인수지우체국 031-270-05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토월2로 52

경인 남양주우체국 031-590-0717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88

경인 평택우체국 031-8053-3122 경기도 평택시 남부중앙로 2가 55

경인 용인우체국 031-333-494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3

경인 화성우체국 031-8015-9512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40

경인 포천우체국 031-535-2001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59

경인 파주우체국 031-940-9057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경인 강화우체국 032-934-664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84

경인 김포우체국 031-984-2032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 22

경인 가평우체국 031-582-2001 경기도 가평군 보납로 2

경인 양평우체국 031-772-200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해오름길 15

경인 경기광주우체국 031-799-5914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0

경인 이천우체국 031-635-2001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10

경인 여주우체국 031-884-800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 100

경인 안성우체국 031-8046-7962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16

경인 동두천우체국 031-262-2000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704

경인 연천우체국 031-834-200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80

경인 백령우체국 032-836-1500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0

경인 오산우체국 031-374-2001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85

경인 하남우체국 031-795-0514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65

경인 구리우체국 031-560-011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4

부산 부산우체국 051-600-311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중앙동3가)

부산 동래우체국 051-559-7010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69  (명륜동)

부산 남부산우체국 051-620-9033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70,  삼성전자사옥 1층 (남천동)

부산 부산사상우체국 051-320-333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65  (괘법동)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부산 부산금정우체국 051-519-60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20 (구서동)

부산 부산사하우체국 051-209-70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46  (당리동)

부산 해운대우체국 051-720-45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87  (좌동)

부산 북부산우체국 051-365-0868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89  (화명동)

부산 부산연제우체국 051-500-08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거제동)

부산 부산영도우체국 051-400-5513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9  (대교동2가)

부산 동부산우체국 051-630-1434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5 (범일동)

부산 부산진우체국 051-810-07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9  (가야동)

부산 부산강서우체국 051-941-2005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63번길 49  (대저1동)

부산 기장우체국 051-724-001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

부산 울산우체국 052-282-5801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7 (학성동)

부산 남울산우체국 052-260-2207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142 (달동)

부산 동울산우체국 052-250-0112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9  (전하동)

부산 마산우체국 055-292-00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39 (석전동)

부산 진주우체국 055-741-6199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15  (중안동)

부산 진해우체국 055-542-000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통신동)

부산 창원우체국 055-260-98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7  (상남동)

부산 마산합포우체국 055-243-012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8 (중앙동2가)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부산 김해우체국 055-320-9018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83  (전하동)

부산 양산우체국 055-370-714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52  (신기동)

부산 거제우체국 055-636-00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19  (고현동)

부산 거창우체국 055-944-20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89

부산 고성우체국 055-673-510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25번길  30

부산 남해우체국 055-863-200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6

부산 밀양우체국 055-350-3121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84 (가곡동)

부산 사천우체국 055-852-200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4

부산 산청우체국 055-973-200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계로 7

부산 의령우체국 055-573-200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21

부산 창녕우체국 055-532-0104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1

부산 통영우체국 055-650-2055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25  (무전동)

부산 하동우체국 055-882-200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0

부산 함안우체국 055-582-011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23

부산 함양우체국 055-963-2005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

부산 합천우체국 055-933-000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56

충청 대전우체국 042-250-7056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충청 서대전우체국 042-250-3420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914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충청 대전유성우체국 042-828-81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1

충청 대전대덕우체국 042-930-24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16

충청 대전둔산우체국 042-611-162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 천안우체국 041-629-266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충청 동천안우체국 041-629-63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충청 공주우체국 041-851-2522 충청남도 공주시 우체국길 15

충청 아산우체국 041-538-2115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5

충청 청주우체국 043-253-808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34

충청 서청주우체국 043-230-5721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죽천로109 

충청 충주우체국 043-840-0121 충청북도충주시중심1길5 

충청 제천우체국 043-647-0014 충청북도제천시청전대로72 

충청 세종우체국 044-861-601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2길 3

충청 금산우체국 041-750-3613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59

충청 홍성우체국 041-630-543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11

충청 예산우체국 041-330-230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94

충청 논산우체국 041-731-9131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480번길 33

충청 서천우체국 041-950-8013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59

충청 당진우체국 041-360-2512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8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충청 청양우체국 041-940-3041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칠갑산로249 

충청 부여우체국 041-830-154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82

충청 보령우체국 041-930-7717 충청남도 보령시 터미널길 29

충청 서산우체국 041-661-6664 충청남도서산시율지16로48 

충청 태안우체국 041-674-2001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독샘로5 

충청 단양우체국 043-423-010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6

충청 괴산우체국 043-836-910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6길  18

충청 진천우체국 043-533-3006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중앙서로48 

충청 옥천우체국 043-730-401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3

충청 음성우체국 043-870-110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중앙로 94

충청 영동우체국 043-740-891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1178

충청 보은우체국 043-542-200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길 4

전남 광주우체국 062-231-0280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11

전남 북광주우체국 062-510-9012 광주광역시북구태봉로15(임동) 

전남 서광주우체국 062-603-7190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09(화정동)

전남 광주광산우체국 062-949-2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32 (우산동)

전남 목포우체국 061-270-6352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88

전남 여수우체국 061-660-3043 전라남도여수시흥국로24(학동)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전남 순천우체국 061-720-6789 전라남도 순천시 하대석길  9 (연향동)

전남 강진우체국 061-430-410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7

전남 고흥우체국 061-830-2312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황길  5

전남 곡성우체국 061-363-200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27

전남 광양우체국 061-797-5561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47 (중동)

전남 구례우체국 061-780-5532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북교길 8

전남 나주우체국 061-330-5800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8 

전남 담양우체국 061-380-201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28

전남 무안우체국 061-450-0358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89

전남 보성우체국 061-850-6241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산길 9

전남 영광우체국 061-350-911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0

전남 영암우체국 061-470-5112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3

전남 완도우체국 061-550-012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23번길 3

전남 장성우체국 061-390-9515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52

전남 장흥우체국 061-860-2104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15

전남 진도우체국 061-540-2007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63

전남 함평우체국 061-320-0112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광남길 66

전남 해남우체국 061-530-202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70번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전남 화순우체국 061-370-25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85

경북 대구우체국 053-250-2056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80

경북 동대구우체국 053-940-1900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

경북 서대구우체국 053-560-5332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7

경북 북대구우체국 053-310-3024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65길 38

경북 대구달서우체국 053-640-4614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65

경북 대구수성우체국 053-757-10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20

경북 포항우체국 054-271-99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66

경북 경주우체국 054-740-0114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36

경북 안동우체국 054-850-300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0

경북 구미우체국 054-450-1534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 6

경북 경산우체국 053-819-3704 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 130

경북 영주우체국 054-639-7014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49

경북 상주우체국 054-530-8522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27

경북 남대구우체국 053-470-2014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경북 달성우체국 053-614-2005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130길 7

경북 김천우체국 054-434-0014 경상북도 김천시 중앙시장 3길 22

경북 영천우체국 054-331-0014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로11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경북 의성우체국 054-830-301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60

경북 문경우체국 054-550-1302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8길 11

경북 울진우체국 054-780-126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19

경북 예천우체국 054-653-200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7

경북 영덕우체국 054-730-2005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0

경북 칠곡우체국 054-970-252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6

경북 봉화우체국 054-679-010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58

경북 청도우체국 054-372-010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뒷길 52

경북 청송우체국 054-870-2012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49-8

경북 성주우체국 054-930-121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10

경북 군위우체국 054-383-2900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82

경북 영양우체국 054-682-0014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90

경북 고령우체국 054-930-3315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중앙로 1-1

경북 울릉우체국 054-791-051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80

전북 전주우체국 063-230-263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북 동전주우체국 063-240-384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22

전북 군산우체국 063-440-6123 전북 군산시 거석길 42

전북 익산우체국 063-840-8332 전북 익산시 평동로7길 57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전북 정읍우체국 063-530-7752 전북 정읍시 중앙로 119

전북 남원우체국 063-630-3111 전북 남원시 광한북로 66

전북 김제우체국 063-547-0014 전북 김제시 중앙로 85

전북 부안우체국 063-582-0014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92

전북 무주우체국 063-322-4005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00

전북 임실우체국 063-640-3722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8길 27

전북 진안우체국 063-430-5721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14

전북 순창우체국 063-653-0008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5

전북 고창우체국 063-564-2001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1길 7

전북 장수우체국 063-351-5505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5

전북 완주우체국 063-291-096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9

강원 춘천우체국 033-259-6619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36 (효자동)

강원 원주우체국 033-749-2743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단구동)

강원 강릉우체국 033-610-9731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57  (성내동)

강원 동해우체국 033-530-7733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92 (천곡동)

강원 속초우체국 033-632-0014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75 (중앙동)

강원 삼척우체국 033-570-5816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36 (남양동)

강원 양구우체국 033-482-200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26



지역 우체국명 전화번호 주   소(도로명)

강원 양양우체국 033-671-001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2

강원 영월우체국 033-371-211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20

강원 인제우체국 033-461-001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0

강원 정선우체국 033-560-331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25

강원 철원우체국 033-450-313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25

강원 태백우체국 033-553-0014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32 (황지동)

강원 평창우체국 033-330-981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6

강원 홍천우체국 033-430-964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8

강원 화천우체국 033-440-3541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  29

강원 횡성우체국 033-340-6233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 7

제주 제주우체국 064-758-860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관덕로33 

제주 서귀포우체국 064-739-711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신중로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