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망식별번호 통 신 망 사업자 비고

00X 국제전화
 001 국제전화 KT
 002 국제전화 데이콤
 003 국제부가, 별정통신
  - 003YY 기간 국제부가, 별정 국제전화 데이콤 등 상세내용 참조
 004 예비
 005 국제전화 하나로텔레콤
 006 국제전화 SK텔링크
 007 국제부가,별정통신
  - 007YY 기간 국제부가, 별정 국제전화 KT 상세내용 참조
 008 국제전화 온세통신
 009 미부여
01Y 무선전화, 무선호출
 010 이동전화, GMPCS
  010-21YY-YYYY   IMT-2000 LG텔레콤
  010-29YY-YYYY     " KT프리텔
  010-20YY-YYYY     " SK텔레콤
  -0100 - 글로벌스타 데이콤
 011 이동전화 SK텔레콤
 012 무선호출 리얼텔레콤 상세내용 참조
 013Y 무선특수망 상세내용 참조
  - 0130 - TRS(IDEN기종) KT파워텔 등
  - 0131 - 해상이동/선박무선 KT
  - 0132 - TRS(FHMA) 파워텔TRS 등
  - 0133 - 무선데이타 에어미디어 등
 014XY 데이터망(부가통신망) KT, 데이콤 등 상세내용 참조
 015 무선호출 지역무선호출사업자 상세내용 참조
 016 PCS KT프리텔
 017 이동전화 SK텔레콤
 018 PCS KT프리텔 구 한국통신엠닷컴
 019 PCS LG텔레콤
0N0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020 예비 예비
 030 통합메시징서비스 KT 등 상세내용 참조
 040 예비
 050 개인번호서비스 KT 등 상세내용 참조
 060 전화정보서비스 하나로통신 등 상세내용 참조
 070 인터넷전화 기간, 별정 상세내용 참조
 080 착신과금서비스 KT 등 상세내용 참조
 090 예비
02X˜06X 시외지역번호 시외지역번호
07X 예비
08X 시외전화
 081 시외전화 KT
 082 〃 데이콤
 083 〃 온세
 084 〃 하나로통신
 085YY 별정(시외) KT 등 상세내용 참조
 086 시외전화 SK텔링크
 087˜088 미부여
 089 제외대역
  - 08XYY 기간 시내ㆍ외부가 데이콤 등 상세내용 참조
09X 예비
1YY 특수번호 상세내용 참조
 10Y 사업자의 민원 및 통신업무 KT 등
 11Y, 12Y 긴급 민원사항 공공기관
13YY 특수번호(생활정보 등) 공공기관 상세내용 참조
14YY 특수번호[부가서비스(예비)]
15YY 특수번호[자율부가서비스] KT 등 상세내용 참조
16Y(16YY) 특수번호[공통부가서비스] 데이콤 등 상세내용 참조
17Y˜19Y
(17YY˜19YY)

예비

※ Y:0‾9, X:1‾9, N:2‾9

1. 통신망 식별번호(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o 003YY 계열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사 업 자

00300  DA(데이콤), 이코노폰 자동통화서비스 00360  ON(온세통신), 가상사설망

00301  HTI, 국제요금선택서비스 00361  ON, 요금즉시통보서비스

00302  DA, VPN 교환접속 00362  ON, 국제팩스서비스

00303  DA, 예비 00363  ON, 제3자과금서비스

00304  DA, 세계시각 안내서비스 00364  ON, 예비

00305  DA, 카드 00365  ON, 이용안내, 인터넷폰

00306  DA, 이코노폰서비스 00366  ON, 카드, 인터넷폰카드

00307  DA, 전화통역서비스 00367  ON, 종합개인통화서비스

00308  DA, 국제자동콜렉트콜 00368  ON, 국제착신과금부담서비스

00309  DA, 고국교환원직통통화 00369  ON, 고국교환원(HCD)호출서비스

0031   DA, 요금즉시통보서비스 00370  ㈜원텔

00321  ㈜나래텔레콤 00377  KT파워텔㈜

0033  DA, 제3자 과금서비스 00382  ㈜케이티솔루션스

00345  ㈜케이티프리텔 00386  ㈜아이투라인

00388  DA, 절약형 국제전화서비스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사 업 자

00700  SK텔링크, 인터넷폰 00761  HTI, 통화내역조회

00701  에이치케이텔레콤㈜ 00762  HTI, 통역서비스

0071  KT, 요금즉시통보 00763  HTI, 제3자과금서비스

00720  KT, 신용카드 00764  HTI, 국제회의전화

00721  KT, 월드폰플러스 00765  HTI, 카드서비스

00722  KT, HCD(발신) 00766  HTI, 이코노폰 자동통화

00723  KT, 자동전화회의서비스 00767  HTI, 프리미엄 요금선택

00724  KT, 월드폰넘버원서비스 00768  HTI, 가상사설망

00725  KT, 슈퍼팩스 00769  HTI, HCD(발신)

00726  KT, 예비 00770  ㈜새롬기술

00727  KT, 인터넷폰 00779  ㈜사이버패스

00728  KT, 예비 00780  SK텔링크,제3자과금/요금즉시/통역등

00729  KT, AT＆T HCD(발신) 00782  ㈜케이티네트웍스

0073  KT, 제3자요금부담 00787  ㈜한화S&C

00744  SK텔링크,선불카드 및 해외접속 00788  ㈜애니유저넷

00745  ㈜베스트테크놀로지 00789  현대글로벌네트웍스㈜

00747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00790  KT, 가상사설

00753  ㈜도화텔레콤 00791  KT, 콜링카드(발신)

00755  삼성네트웍스㈜ 00792  KT, 예비

00760  ㈜브이텔레콤 00793  KT, 선불카드(발신)

00794  KT, 국제안내

00795  KT, 국제전보

00796  KT, 외국인전용월드폰카드

00797  KT, 스마트폰카드

00798  KT, 클로버(KT-800)

00799  KT, 국제수동통역서비스

※ (음):국제전화음성재판매, (인):국제전화인터넷폰  : 기간 부가역무번호

2. 별정 국제전화 및 기간 국제 부가역무번호

o 007YY 계열



역무 식별번호 국 번 호

2(서울)

NY(지방)

200˜399

400˜499

600˜699

800˜899

200˜299

300˜499

500˜599

700˜799

800˜899

2YY

3YY

5YY

사 업 자 번 호

KT 01410

KT 01411

KT 01412

KT 01413

KT 01414

데이콤 01421

데이콤 01422

온세통신 01431

삼성네트웍스 01433

하나로텔레콤 01441

SK텔레콤 01442

경기도 01446

사 업 자 국 번 호 사 업 자 국 번 호

200˜229 500˜529

230˜259 560˜579

260˜299 580˜589

100˜149 5900˜5919

150˜199 5920˜5939

450˜459 5940˜5959

460˜469 5960˜5979

8300˜8339 5980˜5999

8340˜8369 4400˜4409

8500˜8529 4410˜4419

8530˜8559 4420˜4429

8560˜8589

8590˜8599

하나넷

넷츠고

경기넷

4. 부가통신사업자 식별번호(014XY) 부여현황

신비로

유니텔

제주TRS

한세텔레콤

리빙넷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ID

코넷

T.ON㈜

KT파워텔

대성글로벌네트웍㈜

케이비텔레콤

KT파워텔

KT파워텔

KT파워텔

파워텔TRS

아이즈비전

센티스

서울이동통신

5. 지역무선호출사업자(015) 국번호 부여현황

3. 항만전화,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타통신 식별번호(013Y)
   및 국번호

무선데이타통신

주파수공용통신

0133

0132
(FHMA 기종)

0130
(IDEN 기종)

항만전화 0131

사 업 자

한국통신



  둘째자리

첫째자리
0 1 2 3 4 5 6 7 8 9

2 SKT(3G) 예비
KTF
(3G)

3 KTF(2G)SKT(2G)
LGT
(2G)

4 예비 예비 예비

5 예비 예비 예비

6 예비 예비 예비

7 예비
SKT

(2G 011)
예비

LGT
(2G 019)

8

9

< 010 전환용 국번호 >

o SKT 

o KTF

o LGT

KTF(2G 016)

2G 010 전환이후 국번호
010-5200˜5499

SKT(2G 011)

비 고2G 이동전화 기존 국번호
011-200˜499

6. 이동전화 국번호 부여현황

LGT(2G 019)

KTF(2G 018)

SKT(2G 011)

SKT(2G 017)

SKT(2G 017)

2G 010 전환이후 국번호
010-3200˜3499

010-3500˜3899
010-9000˜9499
010-8500˜8999
010-7100˜7199

016 4자리

016-200˜499
2G 이동전화 기존 국번호

016-9000˜9499
016-9500˜9999

비 고

비 고

017-500˜899

016-500˜899

019 4자리

019 3자리

010-8000˜8499
010-7500˜7999

011-500˜899
011-9000˜9499

011 3자리

018-200˜499

011-9500˜9999
011-1700˜1799
017-200˜499

011 4자리

017 3자리

016 3자리

018-500˜899

019-9000˜9499
019-9500˜9999

019-200˜499
019-500˜899

2G 이동전화 기존 국번호

018 3자리

010-6200˜6499
010-4500˜4899

010-2200˜2499
010-5500˜5899

010-7000˜7499
010-9500˜9999
010-4200˜4499
010-6500˜6899

2G 010 전환이후 국번호

010-2500˜2899

KTF(2G 016)

LGT(2G 019)

KTF(2G 016)LGT(2G 019)

KTF(2G 016)

KTF(2G 018)

SKT(2G 011)

LGT(2G 019)

SKT(2G 011)



사 업 자 AB

 K T 30, 31

하 나 로 텔 레 콤 33, 34

데 이 콤 32, 35

온 세 통 신 55, 56

SK 텔 링 크 44, 45

SK 텔 레 콤 37, 38

LG 텔 레 콤 29, 36

사 업 자 국번호

KT 20YY‾29YY

하 나 로 텔 레 콤 60YY‾69YY

데 이 콤 50YY‾59YY

온 세 통 신 45YY‾49YY

SK 텔 링 크 40YY‾44YY

사 업 자 국번호

KT  70Y

하 나 로 텔 레 콤  80Y

데 이 콤  60Y

온 세 통 신  90Y

SK 텔 링 크 300
KT 프 리 텔  200˜201
LG 텔 레 콤  500˜501

사 업 자 국번호

KT 0YY, 2YY‾7YY, 9YY
하 나 로 텔 레 콤 80Y‾84Y

데 이 콤 85Y‾86Y
온 세 통 신 87Y‾88Y
SK 텔 링 크 89Y
SK 텔 레 콤 11Y, 17Y
KT 프 리 텔 16Y, 18Y
LG 텔 레 콤 19Y

7. 공통서비스(0N0) 국번호 부여현황

ㅇ 080계열(착신과금서비스) 국번호 부여현황

 - 번호체계 : 080 + YYY + YYYY

ㅇ 060계열(전화정보서비스) 국번호 부여현황

- 번호체계 : 060 + N(2˜9)YY + YYYY

ㅇ 030-AB계열(통합메시징서비스) 번호 부여현황

- 번호체계 : 030 ＋ AB(사업자식별번호) ＋ YYY ＋ YYYY(12자리)

ㅇ 050계열(개인번호서비스) 국번호 부여현황

 - 번호체계 : 050 ＋ ABYY ＋ YYYY



국번호 사업자

7300-7399 (주)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7400-7499 SK텔링크(주)

7500-7599 (주)데이콤

7600-7699 하나로텔레콤(주)

7700-7799 (주)KT

7800-7899 SK네트웍스(주)

7900-7999 ㈜온세통신

8000-8099 드림라인(주)

국번호 사업자

7000-7009 ㈜애니유저넷

7010-7019 삼성네트웍스㈜

7020-7029 ㈜무한넷코리아

7040-7049 (주)한화S&C

7070-7079 (주)새롬리더스

7090-7099 삼성네트웍스㈜

ㅇ 기간통신사업자

ㅇ 별정통신사업자

8. 인터넷전화(070) 국번호 부여현황



번호

08560

08565

08566

08582

  ※ (음) : 시외전화음성재판매,  (인) : 시외전화인터넷폰

사업자 번호 용  도

082-108 장애처리안내

082-12 VPN교환접속

082-13 제3자과금서비스

082-14 직접접속 착신서비스

082-16 선불카드

082-17 센스콜렉트콜

082-18 선불카드(고도)

082-19 메세지전달서비스

083-100 고객이용안내(전화)

083-101 사전선택가입문의

083-104 시스템 유지보수

083-106 장애처리 안내

083-11 온세다이렉트서비스

083-12 가상사설망(교환접속)

083-13 제3자과금서비스

083-14 신용카드서비스

083-15 후불카드서비스

083-16 선불카드서비스

083-18 음성VPN(원격접속)

083-19 가입팩스서비스

하나로 084-11 이코노폰서비스

086-12 제3자과금서비스

086-14 직접접속서비스

086-15 후불카드서비스

086-16 선불카드서비스

086-17 콜렉트콜서비스

SK텔링크

온세통신

데이콤

하나로텔레콤(주)[인]

(주)케이티솔루션스 [음]

(주)브이텔레콤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9. 별정 시외전화 및 기간 시내.외 부가역무번호 부여현황

ㅇ 기간통신사업자 시내.외 부가역무번호 부여 현황

o 별정통신사업자 시외전화 식별번호

사 업 자



10. 특수번호 부여현황

 ㅇ 1YY 계열

(- : 유보 또는 미사용)

구 분 0 1 2 3 4 5 6 7 8 9

10 ▲민원 ♥민원 - - -
▲선박
 무선

♣민원 ♥고장 ♣고장 ▲시험

11
정부민원
안내센터

대공국제
범죄

대테러
범죄 간첩 ▲안내 ▲전보 ▲시간

성매매
피해여성

사이버테
러

화재

12 민원 수도 해양 전기
방재
시험

밀수 -  마약 환경  복지

13 ★ 기상
법률
상담

★ 관광 ★ ★ ★ ★ ★

14 - ▲연락방 - - - - - - - -
16 ★ ▲신용 ♣신용 ★ ★ ★ ▲VPN ★ ★ ▲CID
17 - - - - - - - - - -
18 - - 미아 - - - - - 감사원 -

19 - -
112

호처리
(1982)

113
호처리
(1983)

- - - - -
119

호처리
(1989)

주) 15YY:사업자 자율사용 영역, ▲:(주)KT, ♣:하나로통신, ♥:데이콤 ★:4자리(13YY/16YY)로 확장사용

 ㅇ 13YY 계열

구분 0 1 2 3 4 5 6 7 8 9

130
우체국
민  원

검 찰
민 원

133
관광
안내

(외국인)

인권침
해.차별
행위

금융관련
상담

교통
정보

정보통신
종합민원
상담용

개인
정보
보호

군사보안
및 방산스
파이 상담

응급
의료

135

노동관련
법령안내
및민원상
담

연금
상담

중소기업
지원 및
상담

136
자원
봉사

여성
보호

금융정보
조회

137

8대 생계
침해형
부조리
신고

138
주민등록

확인
기업불편
신고상담

청소년
전화

139
부패행위

신고
부정식품

신고



 ㅇ 16YY 계열

     

구분 0 1 2 3 4 5 6 7 8 9

160
프리미엄
대표번호
(하나로)

163

평생번호
가입자정
보확인

(데이콤)

콜링카드
(데이콤)

다자간
통화

(데이콤)

광고포탈
대표번호
(데이콤)

164
기업음성
대표번호

(KT)

프리미엄
전국대표
(음성인

식)
(데이콤)

다자간
통화(KT)

165
VPN

(하나로)

가상사설
망

(데이콤)

프리미엄
콜렉트콜
(하나로)

167
후불카드
(온세)

자동
콜렉트콜
(온세)

168
후불카드
(SK텔링

크)

콜렉트콜
(SK텔링

크)

음성포탈
대표번호
(온세)

전국대표
번호

(온세)



역 무 명 사업자명 ISPC 

국제전화  ㈜KT  4-100-Y (Y:0˜7)

 데이콤  4-101-Y

 온세통신  4-102-0˜4

 SK텔링크  4-102-7

국제전화(부가서비스한)  하나로텔레콤  4-153-0˜4

GMPCS(위성휴대통신)  ㈜한국통신파워텔  4-145-1

별정통신  삼성네트웍스㈜  4-147-0

 HK텔레콤  4-147-1

 새롬리더스  4-147-2

 SK텔링크  4-147-3

 HK텔레콤  4-147-6

 HK텔레콤  4-147-7

 현대글로벌네트웍스㈜  4-148-0

 원텔  4-148-1, 2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  4-148-5

 ㈜한화S&C  4-148-7

 ㈜케이티네트웍스  4-149-2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  4-149-6

 ㈜아톤텔레콤  4-149-7

 SK텔링크  4-150-0

 서브원  4-150-4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4-150-5

 한국통신프리텔  4-150-7

 ㈜새롬기술  4-151-1         

 엠씨아이월드컴코리아  4-151-2

 SK텔링크㈜  4-151-4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4-151-5

 한국통신프리텔  4-151-6

 오토에버시스템즈㈜  4-151-7

 ㈜CPS텔레콤  4-152-0

 나래텔레콤  4-152-1

 ㈜KDNET  4-152-2

 삼성네트웍스㈜  4-152-3

11. 국제신호점번호 부여현황



역 무 명 사업자명 ISPC 

별정통신 삼성네트웍스㈜  12-4-1˜12(12개)

㈜한화S&C  12-4-13

현대글로벌네트웍스㈜  12-4-19

원텔  12-4-20˜21(2개)

㈜케이티네트웍스  12-4-22

㈜아톤텔레콤  12-4-27

SK텔링크  12-4-28˜30(3개)

씨피에스텔레콤  12-4-31

SK텔링크  12-4-33˜34(2개)

나래텔레콤  12-4-36

서브원  12-4-40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12-4-45˜52(8개)

㈜아이투라인  12-4-54

베스트테크놀로지  12-4-57

이앤텔㈜  12-4-59

㈜새롬기술  12-4-61

SK텔링크㈜  12-4-62

㈜케이티네트웍스  12-4-63˜69(7개)

포스데이타㈜  12-4-71

㈜오른기술  12-4-74

㈜브이텔레콤  12-4-76

엠씨아이월드컴코리아㈜  12-4-77

㈜브이텔레콤  12-4-79˜82(4개)

㈜애니유저넷  12-4-87

㈜앤티아이테크놀러지  12-4-88

SK텔링크㈜  12-4-94

현대글로벌네트웍스㈜  12-4-95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12-4-96˜99(4개)

㈜사이버패스  12-4-100

㈜아톤텔레콤  12-4-101

HK텔레콤㈜  12-4-102˜104(3개)

㈜무한넷코리아  12-4-105

오토에버시스템즈㈜  12-4-107

㈜새롬리더스  12-4-108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  12-4-109
HK텔레콤㈜  12-4-110
㈜KDNET  12-4-111
삼성네트웍스㈜  12-4-112

인터넷전화 기간통신 SK네트웍스㈜  12-6-0
SK네트웍스㈜  12-6-1
SK네트웍스㈜  12-6-2‾11
드림라인㈜  12-6-127
드림라인㈜  12-6-126

12. 국내신호점번호 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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