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관리번호

설치 주소

1

주정차단속-강일동-002

강일동 565 강일동 3,6단지 교차로

2

주정차단속-강일동-001

강일동 665-2 청소년수련관 앞

3

주정차단속-강일동-001-01

강일동 665-2 청소년수련관 앞-보조

4

주정차단속-길동-006

길동 40-7 신명초교 뒷편

5

주정차단속-길동-001

길동158 신동아아파트상가 앞

6

주정차단속-길동-002

길동221-7 길동 자이 아파트 앞

7

주정차단속-길동-003

길동 320-4 굽은다리역 3번출구

8

주정차단속-길동-004

길동 347-12 동호빌딩 앞

9

주정차단속-길동-005

길동 391-5 길동역 시민당약국건너편

10

주정차단속-길동-005-1

길동 391-5 길동역 시민당약국건너편

11

주정차단속-길동-007

길동411-1 길동역3번 출구

12

주정차단속-길동-008

길동 413-45 길동역(옛고을)

13

주정차단속-길동-009

길동 416-1 동부교통맞은편

14

주정차단속-길동-010

길동 424 양병원 앞

15

주정차단속-길동-011

길동447-1 성심병원건너편

16

주정차단속-길동-012

길동456 KT강동지사 입구사거리

17

주정차단속-둔촌2동-003

둔촌2동 75-6 보훈병원 사거리

18

주정차단속-둔촌2동-002

둔촌2동 462 애지어린이집 앞

19

주정차단속-둔촌2동-001

둔촌동 486-7 준영빌딩 앞

20

주정차단속-명일2동-001

명일2동 46-2 고덕역 4번출구

21

주정차단속-명일2동-002

명일2동 56-4 명일이마트 앞

22

주정차단속-명일1동-001

명일1동306-5 마리나웨딩홀 앞

23

주정차단속-명일1동-002

명일1동312-58 명일역2번출구

24

주정차단속-명일1동-003

명일1동334-1 명일동우리은행 앞

25

주정차단속-명일1동-004

명일1동345-20 연우빌딩 앞

26

주정차단속-명일1동-005

명일1동346-5 마포갈비 앞

27

주정차단속-상일동-005

상일동 492 고덕리엔파크 3단지 서문 앞

28

주정차단속-상일동-001

상일동 121 상일역3번 출구

29

주정차단속-상일동-002

상일동147 경희대학교병원 앞

30

주정차단속-상일동-006

상일동 262 휴대폰아울렛 앞

31

주정차단속-상일동-004

상일동 431-6 상일육교 앞

32

주정차단속-상일동-003

상일동558-4 상일초교 주변

33

주정차단속-성내2동-004

성내2동 9-5 천호역 국민은행 앞

34

주정차단속-성내2동-001

성내2동107-1 아트전기조명 앞

35

주정차단속-성내2동-002

성내2동 112-69 풍국타올 앞

36

주정차단속-성내2동-003

성내3동 415-1 둔촌교회 앞

37

주정차단속-성내3동-001

성내3동 416-7 둔촌역4번출구

38

주정차단속-성내3동-002

성내3동 428-6 한울컨벤션웨딩홀 앞

39

주정차단속-성내3동-003

성내3동 429-2 삼오빌딩 앞

40

주정차단속-성내3동-004

성내3동 439 한국전력 건너편

41

주정차단속-성내1동-001

성내1동 552-6 성내동 국민은행 앞

42

주정차단속-성내1동-001-1

성내1동 552-6 성내동 국민은행 앞-보조

연번

관리번호

설치 주소

43

주정차단속-암사3동-001

암사3동 451-12 암사이마트 앞

44

주정차단속-암사3동-002

암사3동 451-18 양지시장 입구

45

주정차단속-암사1동-002

암사1동 501 암사역1번출구 앞

46

주정차단속-암사2동-001

암사2동 512-17 암사역3번출구 앞

47

주정차단속-암사2동-001-1

암사2동 512-17 암사역3번출구-보조

48

주정차단속-천호1동-001

천호1동30-5 장수빌딩 앞

49

주정차단속-천호1동-002

천호1동 43-74 만나하우스

50

주정차단속-천호3동-002

천호3동 51-7 남해빌딩 주변

51

주정차단속-천호3동-001

천호동122-22 천동초교 건너편

52

주정차단속-천호2동-008

천호2동 323-6 해공공원 맞은편

53

주정차단속-천호2동-007

천호2동 370 천일초교 교차로

54

주정차단속-천호2동-007-1

천호2동 370 천일초교 교차로-보조

55

주정차단속-천호2동-001

천호2동 417-5 2001아울렛 건너편

56

주정차단속-천호2동-002

천호2동 430 현대백화점여성주차장앞

57

주정차단속-천호2동-003

천호2동 454-14 천호이마트앞

58

주정차단속-천호2동-004

천호동 456-26 현대백화점 주변

59

주정차단속-천호2동-005

천호2동 458-3 천동주유소 오일뱅크

60

주정차단속-천호2동-006

천호2동 469-1 광진교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