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선표기 : ①②③④⑤⑥⑦⑧.

2019년 09월 승강설비(1~8호선) 자체점검 일정표
주간점검(오전 : AM 09:30 ~ 12:00, 오후 : PM 13:00 ~17:30)
일자 요일

E/S(에스컬레이터), M/W(무빙워크)
오후

오전
1

2

3

4

5

오후

오전

오후

E/S(에스컬레이터)
M/W(무빙워크)

월

화

수

목

서초②5,6호기
합정②1호기
고속터미널③ 17호기
회현④ 1호기
오목교⑤ 1,3,4,5호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⑤ 3,4,5호기
신금호⑤ 1호기
강동⑤ 5,6,7,8호기
응암⑥ 1~4호기
한강진⑥ 1,2,3,4호기
노원⑦ 1호기
뚝섬유원지⑦ 1호기
고속터미널⑦ 1,5호기
온수⑦ 1호기
상동⑦ 1,5호기

서초②3,4,7,8호기
합정②2,3호기
고속터미널③ 18,19,20호기
회현④ 2,3,4호기
오목교⑤ 6,7,8,9,10호기
역촌⑥ 1,2,3,4,5,6호기
버티고개⑥ 1,2,3,4호기
노원⑦ 2,3,4호기
뚝섬유원지⑦ 2,3,4호기
고속터미널⑦ 2,3,4,6,7,8호기
온수⑦ 3,5,6호기
상동⑦ 2,3,4,6,7,8호기
몽촌토성⑧ 1,2,3,4호기

서울① 내부1호기
신대방② 내부1,2,외부1호기
시청② 내부1호기
경복궁③ 내부1,외부1호기
을지로3가③ 내부1호기
마장⑤ 1~3호기
장한평⑤ 1~3호기
역촌⑥ 1,2호기
불광⑥ 1~3호기

서울① 외부1,2,3호기
구로디지털단지② 내부1,2,외부1호기
을지로4가② 내부1,2,외부1호기
고속터미널⑦ 1,2호기
논현⑦ 1~3호기
장암⑦ 1,2호기
도봉산⑦ 1~4호기
모란⑧ 1~3호기

서울① 내부1호기

모란⑧ 1,2호기

충무로④ 1,2,3호기
혜화④ 2,3,4호기

사당②3,4호기
합정②4호기
고속터미널③ 21호기
쌍문④ 1호기
목동⑤ 1,2호기
신금호⑤ 2,3,4,5호기
길동⑤ 1,2,3호기
불광⑥ 1,2,3,4호기
약수⑥ 1,2,3,4호기
노원⑦ 5호기
건대입구⑦ 8호기
고속터미널⑦ 12,16호기
온수⑦ 2호기
상동⑦ 9호기
부천종합운동장⑦ 1호기

사당②1,2,5,6호기
신정네거리②3,4호기
고속터미널③ 22,23,24호기
쌍문④ 2,3,4호기
공덕⑤ 5,6,7,8,11호기
불광⑥ 5,6,7,8,9,10,11,12호기
약수⑥ 5,6,7,8,9,10,11호기
노원⑦ 6,7,8호기
건대입구⑦ 9,10,11호기
고속터미널⑦ 13,14,15,17,18,19호기
온수⑦ 4,7,8호기
상동⑦ 10,11,12호기
부천종합운동장⑦ 2,3,4호기
몽촌토성⑧ 5,6,7,8호기

신설동① 내부1,2호기
한성대입구④ 내부1,외부1,2호기
왕십리⑤ 1~3호기
행당⑤ 1~3호기
방화⑤ 1~3호기
개화산⑤ 1,2호기
응암⑥ 1,2호기
증산⑥ 1~3호기

신설동① 외부1,2,3호기
충무로④ 내부1,2,외부1호기
상봉⑦ 1~5호기
이수⑦ 1,2호기
반포⑦ 1~4호기
수진⑧ 1~3호기
신흥⑧ 1,2호기

신설동① 외부1,2호기

신설동① 내부1,2,3,4호기
용답② 내부1,2호기
수진⑧ 1호기

충무로④ 4,5,6,7호기
동대입구③ 1,2호기
하계⑦ 12,3,4호기
학동⑦ 7,8호기
암사⑧ 12,3,4호기

사당②9,10호기
신촌②1호기
미아④ 3호기
회현④ 5호기
이촌④ 1호기
여의나루⑤ 1,2,3,4호기
신금호⑤ 6호기
행당⑤ 1,2,3호기
굽은다리⑤ 1,2,3,4호기
독바위⑥ 1,2,3,4호기
청구⑥ 1,2,3,4호기
노원⑦ 9호기
중곡⑦ 1호기
학동⑦ 3호기
고속터미널⑦ 20호기
온수⑦ 9호기
부천종합운동장⑦ 5,9호기

사당②7,8,11,12호기
신촌②2,3호기
미아④ 4,5,6호기
회현④ 6호기
신용산④ 5,6호기
이촌④ 2,3,4호기
여의나루⑤ 5,6,7,8,9,10,11호기
독바위⑥ 5,6,7,8호기
청구⑥ 5,6,7,8,9,10호기
노원⑦ 10,11,12호기
중곡⑦ 2호기
어린이대공원⑦ 5,6호기
학동⑦ 1,2,4,5,6호기
고속터미널⑦ 21호기
온수⑦ 10,13,14호기
부천종합운동장⑦ 6,7,8,10,11,12호기
잠실⑧ 1,2,3호기

도림천② 내부1,외부1호기
낙성대② 내부1,2,외부1호기
길음④ 내부1,외부1,2호기
군자⑤ 1~3호기
아차산⑤ 1,2호기
김포공항⑤ 1,2호기
송정⑤ 1~4호기

대림② 내부1,2,외부1,2호기
방배② 내부1,2,외부1호기
서울④ 내부1,외부1호기
독바위⑥ 1,2호기
연신내⑥ 1,2호기
구산⑥ 1호기
노원⑦ 1~3호기
중계⑦ 1~3호기
단대오거리⑧ 1~3호기
남한산성입구⑧ 1,2호기

서울④ 외부1호기
논현⑦ 1호기
반포⑦ 1호기
이수⑦ 1~4호기
고속터미널⑦ 1~4호기

충무로④ 8호기
약수③ 1,2호기
구파발③ 1,2호기

역삼②5,6호기
신촌②4호기
매봉③ 1
한성대입구④ 1
대치③ 1
신길⑤ 2,3,5호기
행당⑤ 4,5,6,7호기
명일⑤ 1,2호기
고덕⑤ 1,2호기
연신내⑥ 1,2,3,4호기
신당⑥ 1,2,3,4호기
노원⑦ 13호기
어린이대공원⑦ 1호기
학동⑦ 9호기
논현⑦ 3호기
온수⑦ 11호기
부천종합운동장⑦ 13호기
춘의⑦ 1호기

역삼②1,2,3,4호기
신대방②7,8호기
매봉③ 2,3,4
한성대입구④ 2
동대문④ 9,10
대치③ 2,3,4
신길⑤ 6,7,8,9호기
잠실⑧ 4,5호기
가락시장⑧ 1,2호기
연신내⑥ 5,6호기
구산⑥ 1,2호기
신당⑥ 5,6,7,8,9,10호기
노원⑦ 14,15호기
어린이대공원⑦ 2,3,4호기
학동⑦ 10호기
논현⑦ 1,2,4,5,6호기
온수⑦ 12,15,16호기
부천종합운동장⑦ 14,15,16호기
춘의⑦ 2,3,4호기

문래② 내부1,2,외부1,2호기
고속터미널③ 내부1,2호기
대청③ 내부1,2,외부1호기
명일⑤ 1,2호기
굽은다리⑤ 1~3호기
마곡⑤ 1~4호기
화곡⑤ 1,2호기
새절⑥ 1,2호기
디지털미디어시티⑥ 1~3호기

홍대입구② 내부1,외부1호기
경찰병원③ 내부1,2,외부1,2호기
학여울③ 내부1,2,외부1호기
이수⑦ 3호기
내방⑦ 1~5호기
하계⑦ 1~3호기
공릉⑦ 1~3호기
복정⑧ 1호기
석촌⑧ 1~3호기

복정⑧ 1호기

고속터미널③ 1,2,13,14,15,16
아차산⑤ 1,2호기
건대입구⑦ 1,2,3,4,5,6호기
남구로⑦ 11,12호기

잠실새내②4,5호기
시청①1호기
경찰병원③ 1
창동④ 1
삼각지④ 1
김포공항⑤ 1,2,3,4호기
행당⑤ 8호기
왕십리⑤ 1,2,3호기
고덕⑤ 3,4,5,6호기
새절⑥ 1,2,3,4호기
신당MW⑥ 1,2호기
공릉⑦ 1호기
군자⑦ 1호기
논현⑦ 13,17호기
온수⑦ MW 1호기
춘의⑦ 5, 9호기

잠실새내②2,3,6,7호기
시청①2,3호기
경찰병원③ 2,3,4
창동④ 2
노원④ 1,2
삼각지④ 2,3,4
김포공항⑤ 5,6,7,8호기
증산⑥ 1,2,3,4,5,6호기
신당⑥ 11,12,13,14호기
동묘앞⑥ 1,2호기
공릉⑦ 2,3,4호기
군자⑦ 2,3,4호기
논현⑦ 7,8,10,11,12,16호기
가산디지털단지⑦ 1,2호기
온수⑦ MW 2호기
춘의⑦ 6,7,8,10,11,12호기
가락시장⑧ 3,4,5,6호기

종로5가① 내부1,2,외부1호기
선릉② 외부1,2,3호기
상계④ 외부1호기
고덕⑤ 1~4호기
명일⑤ 3호기
발산⑤ 1~3호기
우장산⑤ 1~3호기

시청① 내부1,2,외부1호기
종합운동장② 내부1,2,외부1호기
수유④ 내부1,2,외부1호기
남성⑦ 1~3호기
상도⑦ 1~3호기
태릉입구⑦ 1,2호기
먹골⑦ 1~3호기
장지⑧ 1~4호기

상계④ 내부1,2호기

금

7

토 종합운동장②4호기

역삼②7,8호기

8

일 홍대입구②1호기

아현②1,2호기

10

오전

야간점검(PM 10:00 ~ 익일 AM 04:00)
W/L(휠체어리프트),V/L(수직형휠체어리프트)

E/L(엘리베이터)

W/L(휠체어리프트)
V/L(수직형휠체어리프트)

일

6

9

E/L(엘리베이터)

월

화

11

수

12

목

13

금

14

토

15

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④ 1,2,3
길음④ 1,2,3

잠실②5,6호기
잠실새내②1호기
경찰병원③ 17호기
동대문④ 1호기
독립문③ 1호기
영등포구청⑤ 1,2,3,4호기
왕십리⑤ 4,5,6,7호기
둔촌동⑤ 2,4호기
올림픽공원⑤ 1,2호기
DMC⑥ 1,2,3,4호기
동묘앞⑥ 3,4,5,6호기
공릉⑦ 5호기
군자⑦ 5호기
논현⑦ 9호기
반포⑦ 1호기
가산디지털단지⑦ 3호기
부천시청⑦ 1,5호기

잠실②3,4호기
잠실새내②8,9,10,11호기
경찰병원③ 18,19,20호기
동대문④ 2,3,4호기
독립문③ 2,3,4호기
영등포구청⑤ 5,6,7,8호기
DMC⑥ 5,6,7,8호기
동묘앞⑥ 7,8,9,10,11,12호기
공릉⑦ 6호기
태릉입구⑦ 1,2호기
군자⑦ 6호기
용마산⑦ 1,2호기
반포⑦ 2,3,4,5,6호기
가산디지털단지⑦ 4,7,8호기
부천시청⑦ 2,3,4,6,7,8호기
가락시장⑧ 7,8,9,10호기

봉천② 외부1,내부1호기
강변② 내부1,2호기
동작④ 내부1,2호기
천호⑤ 1~4호기
오목교⑤ 1~3호기
양평⑤ 1~3호기
월드컵경기장⑥ 1~3호기
망원⑥ 1,2호기

강남② 내부1,2,외부1,2호기
잠실② 내부1,2,외부1,2호기
총신대입구④ 내부1,2,외부1,2호기
장승배기⑦ 1,2호기
숭실대입구⑦ 1~4호기
중화⑦ 1~3호기
면목⑦ 1~3호기
산성⑧ 1~4호기

천호⑧ 1,2호기

잠실② 내부1호기
남한산성입구⑧ 1,2호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④ 4,5,6호기
고속터미널③ 7,8,9호기

종로3가① 내부1,2,외부1호기
청량리① 외부1호기
종로3가③ 내부1,외부1호기

잠실나루②3,4호기
종합운동장②5호기
수서③ 1호기
동대문④ 5호기
수서③ 5호기
서대문⑤ 1,2,3,4호기
왕십리⑤ 8호기
마장⑤ 1,2,3호기
올림픽공원⑤ 3,4호기
방이⑤ 1,2호기
월드컵경기장⑥ 1,2,3,4호기
창신⑥ 1,2,3호기
태릉입구⑦ 3호기
사가정⑦ 1호기
이수⑦ 1,9호기
가산디지털단지⑦ 5호기
부천시청⑦ 9호기
삼산체육관⑦ 1호기

잠실나루②1,2호기
성수②1,2,3,4호기
수서③ 2,3,4호기
동대문④ 6,7,8호기
수서③ 6,7,8호기
서대문⑤ 5,6,7,8호기
월드컵경기장⑥ 5,6,7,8,9,10,11,12호기
보문⑥ 1,2호기
안암⑥ 1,2,3,4호기
태릉입구⑦ 4호기
면목⑦ 1,2호기
사가정⑦ 2,3,4호기
이수⑦ 2,3,4,10,11,12호기
가산디지털단지⑦ 6,11,12호기
부천시청⑦ 10,11,12호기
삼산체육관⑦ 2,3,4호기
가락시장⑧ 11,12호기
문정⑧ 1,2호기

신당② 내부1,2,외부1호기
뚝섬② 내부1,2,외부1,2호기
매봉③ 내부1,2,외부1호기
영등포구청⑤ 1~3호기
신정⑤ 1,2호기
마포구청⑥ 1~4호기
마포구청기술관리소⑥ 1호기

제기① 내부1,2,외부1호기
한양대② 내부1,외부1호기
잠원③ 내부1,2,외부1호기
사가정⑦ 1~3호기
용마산⑦ 1~3호기
장승배기⑦ 3호기
신대방삼거리⑦ 1~4호기
천호⑧ 1,2호기
가락시장⑧ 1~5호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⑤ 1,4호기

한양대② 내부1호기
천호⑧ 3,4호기

연신내③ 3,4호기
혜화④ 1호기
서울역④ 1,2호기
까치산⑤ 9,10,11,12호기
광나루⑤ 3,4호기
수락산⑦ 1,2호기
청담⑦ 7,8,9,10,11,12호기

동대문① 내부1,2,외부1호기
동대문④ 내부1호기

신대방②3,4호기
종합운동장②3호기
수유④ 1호기
금호③ 1호기
충무로④ 13호기
양평⑤ 1,2,3,4호기
마장⑤ 4호기
답십리⑤ 1,2,3호기
오금⑤ 1,2,3,4호기
마포구청⑥ 1,2,3,4호기
안암⑥ 5,6호기
수락산⑦ 3호기
용마산⑦ 3호기
이수⑦ 14,18호기
가산디지털단지⑦ 9호기
삼산체육관⑦ 5,9호기

신대방②1,2,5,6호기
종합운동장②1,2호기
수유④ 2,3,4호기
금호③ 2,3,4호기
충무로④ 14,15,16호기
양평⑤ 5,6,7,8호기
마포구청⑥ 5,6,7,8,9,10,11,12호기
고려대⑥ 1,2,3,4호기
수락산⑦ 4호기
용마산⑦ 4,5,6호기
건대입구⑦ 7호기
이수⑦ 15,16,17,19,20,21호기
대림⑦ 1,2호기
가산디지털단지⑦ 10호기
삼산체육관⑦ 6,7,8,10,11,12호기
장지⑧ 1,2,3,4호기

신설동② 외부1,내부1호기
왕십리② 내부1,2호기
구의② 내부1,외부1호기
답십리⑤ 1~4호기
아차산⑤ 3호기
합정⑥ 1~3호기
효창공원앞⑥ 1,2호기
태릉입구⑥ 1~4호기

상왕십리② 내부1,2,외부1호기
보라매⑦ 1,2호기
신풍⑦ 1~4호기
가락시장⑧ 6호기
몽촌토성⑧ 1~4호기

신설동② 내부2,외부1호기

신설동② 내부3,4,5호기
남구로⑦ 1~11호기
대림⑦ 1호기

종로3가③ 1,2,5호기
명동④ 1,2,3호기

청량리① 내부1,2호기

16

17

18

19

월

화

수

목

신도림②6,7호기
홍대입구②2호기
가락시장③ 7호기
충무로④ 9호기
경복궁③ 7호기
까치산⑤ 1,2,3,4호기
답십리⑤ 4호기
장한평⑤ 1,2,3호기
오금⑤ 5,6,7호기
대흥⑥ 1,2,3,4호기
고려대⑥ 5,6,7,8호기
중화⑦ 5호기
청담⑦ 1호기
내방⑦ 1호기
이수⑦ MW 1호기
대림⑦ 3호기
삼산체육관⑦ 13호기
굴포천⑦ 3호기

신도림②4,5,8,9호기
홍대입구②5,7호기
가락시장③ 8,13,14호기
충무로④ 10,11,12호기
경복궁③ 8,9,10호기
까치산⑤ 3,4,5,6,7,8호기
대흥⑥ 5,6호기
합정⑥ 8,9,10,15,16호기
고려대⑥ 9,10,11,12호기
중화⑦ 6호기
용마산⑦ 7,8호기
청담⑦ 2,3,4호기
내방⑦ 2,3,4호기
이수⑦ MW 2,13 호기
장승배기⑦ 1호기
대림⑦ 4,7호기
삼산체육관⑦ 14호기
굴포천⑦ 1,2,4,5,6호기
장지⑧ 5,6호기
복정⑧ 1호기
산성⑧ 1호기

종각① 내부1,2,외부1호기
연신내③ 내부1호기
녹번③ 내부1,외부1,2호기
남태령④ 내부1호기
서대문⑤ 1~3호기
여의도⑤ 1,2호기

종각① 외부2호기
시청② 내부1,외부1호기
을지로3가③ 내부1,외부1호기
이촌④ 내부1,2,외부1,2호기
군자⑤ 1~3호기(2회점검)
가산디지털⑦ 1~3호기
대림⑦ 1~3호기
건대입구⑦ 1,2호기
문정⑧ 1~3호기
장지⑧ 3호기(2회점검)
석촌⑧ 3호기(2회점검)

이촌④ 외부1호기
장한평⑤ 1호기
답십리⑤ 1호기
불광⑥ 1,2호기
구산⑥ 1호기
새절⑥ 1호기
마포구청⑥ 1~4호기
상수⑥ 1,2호기
디지털미디어시티⑥ 1~3호기

수락산⑦ 1,2호기

대림②5,6호기
삼성②3호기
미아사거리④ 1호기
신용산④ 1호기
충무로④ 17호기
우장산⑤ 1,2호기
장한평⑤ 4호기
군자⑤ 1,2,3호기
개롱⑤ 1,2호기
거여⑤ 4,5호기
상수⑥ 1,2,3,4호기
월곡⑥ 1,2,3,4호기
사가정⑦ 7호기
청담⑦ 5호기
내방⑦ 5,9호기
장승배기⑦ 2호기
굴포천⑦ 7,11호기

대림②1,2,3,4호기
방배②1,2호기
미아사거리④ 2호기
신용산④ 2,3,4호기
충무로④ 18,19,20호기
화곡⑤ 1,2,3,4호기
상수⑥ 5,6,7,8,9,10호기
망원⑥ 1,2호기
월곡⑥ 5,6,7,8,9,10,11,12호기
사가정⑦ 8,9,10호기
청담⑦ 6,13,14호기
내방⑦ 6,7,8,10호기
남성⑦ 1,6호기
장승배기⑦ 3,4,5호기
굴포천⑦ 8,9,10,12,13,14호기
산성⑧ 2,3,4,5호기

삼성② 내부1호기
금호③ 내부1,외부1호기
대치③ 내부1,외부1호기
거여⑤ 1~3호기
여의나루⑤ 1~3호기
마포⑤ 1,2호기

삼성② 외부1,2,3,4호기
수서③ 내부1,2,외부1,2호기
혜화④ 내부1,2,외부1,2호기
철산⑦ 1~4호기
가산디지털⑦ 4호기
잠실⑧ 1~3호기

삼성② 내부1호기
마천⑤ 1~3호기
봉화산⑥ 1,2호기
석계⑥ 1,2호기
상월곡⑥ 1,2호기
월곡⑥ 1호기

낙성대②3,4호기
구로디지털단지②1호기
대청③ 1호기
서울역④ 3호기
일원③ 1호기
마포⑤ 7,8,9,10호기
군자⑤ 4호기
아차산⑤ 3,4,5호기
마천⑤ 1,2,3,4호기
광흥창⑥ 1,2,3,4호기
상월곡⑥ 1,2,3,4호기
중화⑦ 1호기
남성⑦ 2,7호기
장승배기⑦ 6호기
까치울⑦ 1,5호기

낙성대②1,2,5,6호기
구로디지털단지②3,4호기
대청③ 2,3,4호기
서울역④ 4호기
총신대입구④ 1,2호기
일원③ 2,3,4
공덕⑤ 1,2,3,4호기
광흥창⑥ 5,6,7,8,9호기
상월곡⑥ 5,6호기
돌곶이⑥ 1,2,3,4호기
중화⑦ 2,3,4호기
남성⑦ 3,4,5,8,9,10호기
장승배기⑦ 7,8,9,10호기
까치울⑦ 2,3,4,6,7,8호기
산성⑧ 6,7,8,9호기

신정네거리② 내부1,2,외부1호기
당고개④ 내부1,2,외부1호기
미아사거리④내부1,2호기
둔촌동⑤ 1,2호기
개롱⑤ 1~3호기
까치산⑤ 1호기
광흥창⑥ 1~3호기
대흥⑥ 1,2호기

양천구청② 내부1,2,외부1호기
미아④ 내부1,2,외부1호기
노원④ 내부1,2,외부1,2호기
천왕⑦ 1~4호기
천왕차량기지⑦ 1호기
군자⑦ 1호기
어린이대공원⑦ 1~4호기
암사⑧ 1~3호기
강동구청⑧ 1,2호기

신정네거리② 내부1호기

봉천②1,2호기
당산②1호기
경찰병원③ 9호기
신사③ 1호기
안국③ 1호기
충정로⑤ 1,2,3,4호기
아차산⑤ 6,7,8호기
마천⑤ 5,6,7,8호기
공덕⑥ 3,4,5,6호기
석계⑥ 1,2,3,4호기
상봉⑦ 1호기
청담⑦ 15호기
상도⑦ 1,5,9호기
까치울⑦ 9호기
신중동⑦ 3호기

봉천②3,4,5,6호기
문래②3,4호기
경찰병원③ 10,11,12호기
신사③ 2,3,4호기
안국③ 2,3,4호기
을지로4가⑤ 1,2,3,4,5,6,9호기
효창공원⑥ 1,2,5,6호기
석계⑥ 5,6,7,8,9,10,11,12호기
상봉⑦ 2,3,4호기
청담⑦ 16호기
강남구청⑦ 7호기
상도⑦ 2,3,4,6,7,8,10,11호기
신대방삼거리⑦ 1호기
까치울⑦ 10호기
신중동⑦ 1,2,4,5,6호기
산성⑧ 10,11,12,13호기

서울① 내부1호기
이대② 내부1호기
가락시장③ 내부1,2,외부1호기
독립문③ 내부1,외부1호기
강동⑤ 1,2호기
길동⑤ 2,3호기
둔촌동⑤ 3호기
공덕⑤ 1,2호기
신길⑤ 1~4호기
한강진⑥ 1~3호기
상수⑥ 1호기

아현② 내부1,2,외부1,2호기
오금③ 내부1,2,외부1호기
성신여대입구④ 내부1,2,외부1,2호기
광명사거리⑦ 1,2호기
온수⑦ 1~3호기
중곡⑦ 1~3호기
뚝섬유원지⑦ 1~3호기
송파⑧ 1~3호기
강동구청⑧ 3호기

서울대입구②1,4호기
삼성②4호기
신사③ 5호기
도곡③ 1호기
양재③ 1호기
광나루⑤ 1,2호기
천호⑤ 1,2호기
마천⑤ 9,10호기
삼각지⑥ 1,2,3,4호기
석계⑥ 13,14호기
중계⑦ 3호기
강남구청⑦ 1호기
보라매⑦ 1호기
철산⑦ 1호기
천왕⑦ 3호기
신중동⑦ 7,11호기

서울대입구②2,3호기
신림②2,3,4,5호기
신사③ 6호기
대치③ 5,6호기
도곡③ 2,3,4호기
양재③ 2호기
남부터미널③ 1,2
영등포구청⑤ 9,10,11,12,13,14호기
삼각지⑥ MW 1,2,3,4,5,6,7,8호기
석계⑥ MW 1,2호기
태릉입구⑥ 1,2,4,9호기
중계⑦ 4,5,6호기
강남구청⑦ 2,3,4호기
보라매⑦ 2,3,4호기
철산⑦ 2,3,4호기
천왕⑦ 4,5,6호기
신중동⑦ 8,9,10,12,13,14호기
남한산성입구⑧ 1,2,3,4호기

건대입구② 내부1,외부1호기
당산② 외부1,내부1,2호기
홍제③ 내부1,외부1,2호기
방이⑤ 1~4호기
오금⑤ 1~5호기
목동⑤ 1~3호기
영등포시장⑤ 1~3호기
굽은다리⑤ 3호기(2회점검)

성수② 내부1,2,외부1,2호기
영등포구청② 내부1,2,외부1호기
충무로④ 내부1,2,외부1호기
녹사평⑥ 1~3호기
이태원⑥ 1,2호기
수락산⑦ 1호기
마들⑦ 1~4호기
까치울⑦ 1,2호기
부천종합운동장⑦ 1~4호기

20

금

21

토 충정로②3호기

성수②7,8호기

22

일 충정로②4호기

양천구청②1,2호기

23

24

25

26

월

화

수

구의②5,6호기
구로디지털단지②2호기
도곡③ 5호기
종로3가③ 3호기
송정⑤ 1,2,3,4호기
천호⑤ 3,4,5,6호기
녹사평⑥ 1,2,3,4호기
태릉입구⑥ 5,6,7,8호기
먹골⑦ 1호기
숭실대입구⑦ 1호기
남구로⑦ 1,7호기
천왕⑦ 1호기
부평구청⑦ 1,5호기

구의②3,4호기
왕십리②3,4호기
종각①1,2호기
도곡③ 6,7,8호기
종로3가③ 4호기
종로3가(M/W)③ 1,2호기
마곡⑤ 1,2,3,4,5,6호기
녹사평⑥ 5,6,7,8,9,10,11호기
태릉입구⑥ 3,10,11,12,13,14,15호기
먹골⑦ 2,3,4호기
숭실대입구⑦ 2,3,4호기
남구로⑦ 2,5,6,8,9,10호기
천왕⑦ 2호기
철산⑦ 5,6호기
부평구청⑦ 2,3,4,6,7,8호기
단대오거리⑧ 1,2,3,4호기

잠실나루② 내부1,2호기
선릉② 외부1,2호기
지축③ 내부1호기
구파발③ 내부1,외부1호기
올림픽공원⑤ 1,2,4호기
애오개⑤ 1~5호기
화랑대⑥ 1~4호기
봉화산⑥ 1,2호기
버티고개⑥ 1~5호기

잠실새내② 내부1,2,외부1,2호기
서초② 내부1,2,외부1,2호기
불광③ 내부1,2,외부1호기
춘의⑦ 1~3호기
부천시청⑦ 1~3호기
강남구청⑦ 1,2호기
청담⑦ 1,2호기

을지로입구②5,6호기
한양대②1호기
수서③ 9호기
오금③ 1호기
천호⑤ 7,8,9,10호기
이태원⑥ 1,2,3,4호기
화랑대⑥ 1,2,3,4호기
마들⑦ 1호기
숭실대입구⑦ 5호기
신대방삼거리⑦ 9호기
신풍⑦ 1호기
남구로⑦ 3호기
부평구청⑦ 9,13호기

을지로입구②1,2,3,4호기
상왕십리②7,8호기
수서③ 10,11,12호기
오금③ 2,3,4호기
마포⑤ 1,2,3,4,5,6호기
봉화산⑥ 1,2,3,4호기
마들⑦ 2,3,4호기
숭실대입구⑦ 6,7,8호기
신대방삼거리⑦ 2,10,11,12호기
신풍⑦ 2,3,4호기
남구로⑦ 4호기
부평구청⑦ 10,11,12,14,15호기
모란⑧ 1,2호기

충정로② 내부1,외부1호기
을지로3가② 내부1,2호기
창동④ 내부1,2,3,4,외부1,2호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⑤ 1,2호기
신금호⑤ 1~3호기
삼각지⑥ 1~5호기
약수⑥ 1~4호기
월곡⑥ 1~3호기
돌곶이⑥ 1~3호기

영등포구청② 내부1,2,외부1호기
을지입구② 내부1,2,외부1,2호기
새절⑥ 2호기(2회점검)
상동⑦ 1,2호기
신중동⑦ 1~4호기
학동⑦ 1~3호기

상왕십리②3,4호기
한양대②2호기
오금③ 5호기
안국③ 5호기
애오개⑤ 1,2,3,4호기
천호⑤ 13,14호기
강동⑤ 11,12호기
마들⑦ 5호기
사가정⑦ 5호기
숭실대입구⑦ 9호기
대림⑦ 5,6호기

상왕십리②1,2,5,6호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②1,2호기
오금③ 6,12,15호기
안국③ 6,7,8호기
애오개⑤ 5,6호기
광화문⑤ 3,4호기
마들⑦ 6호기
중계⑦ 7,8호기
사가정⑦ 6호기
숭실대입구⑦ 10,11,12호기
대림⑦ 8,9,10,11호기

이대② 내부1,외부1호기
옥수③ 내부1,2,외부1호기
남태령④ 내부1,2,외부1호기
광나루⑤ 1~4호기
공덕⑥ 1~5호기
석계⑥ 1~4호기
청구⑥ 1~5호기

합정② 내부1,2,외부1,2호기
압구정③ 내부1,2,외부1호기
숙대입구④ 내부1,2,외부1호기
굴포천⑦ 1~4호기
상동⑦ 3,4호기

용두②1,2호기
동묘앞①3호기
안국③ 9호기
가락시장③ 1호기
경복궁③ 3호기
종로3가⑤ 9,10호기

용두②3,4,9,10호기
동묘앞①7,8호기
안국③ 10호기
을지로3가③ 1,2호기
가락시장③ 2,15,16호기
경복궁③ 4호기
독립문③ 5,6호기
을지로4가⑤ 7,8,10,11호기

신답② 내부1,2호기
무악재③ 내부1,2,외부1호기
남부터미널③ 내부1,2,외부1호기
충정로⑤ 1,2호기
광화문⑤ 1호기
종로3가⑤ 1호기
을지로4가⑤ 1호기

용두② 내부1,2,외부1,2호기
동대입구③ 내부1,2,외부1호기
고속터미널③ 내부1,2호기
학여울③ 외부1호기
창신⑥ 1~3호기
보문⑥ 1호기
신당⑥ 1호기
고려대⑥ 1~4호기
상월곡⑥ 1호기
삼산체육관⑦ 1~4호기
가산디지털⑦ 2호기(2회점검)

용두②7,8호기
동묘앞①4호기
옥수③ 1호기
일원③ 5호기
삼각지(2회차)④ 1호기
종로3가⑤ 1,2,3,4호기

용두②5,6,11,12호기
청량리①3,4호기
옥수③ 2호기
동대입구③ 3,4호기
일원③ 6호기
학여울③ 1,2호기
신용산④ 7,8,9호기
종로3가⑤ 5,6,7,8호기

신촌② 내부1,2,외부1,2호기
삼성② 내부1호기
성수② 외부2호기
회현④ 내부1,외부1호기
안암⑥ 1~3호기
동묘앞⑥ 1,2호기
부평구청⑦ 1~4호기

역삼② 내부1,2,외부1,2호기
홍대입구② 외부1호기
충정로② 내부1호기
신용산④ 내부1,2외부1호기
영등포구청⑤ 1호기(2회점검)
서대문⑤ 2호기(2회점검)
철산⑦ 3호기(2회점검)
사가정⑦ 2호기(2회점검)
중곡⑦ 3호기(2회점검)

동묘앞① 내부1,2,3호기
약수③ 내부1,외부1호기
창동④ 외부2호기
수유④ 외부1호기
명동④ 외부1호기
부평구청⑦ 5~9호기

동묘앞① 내부4,5,외부1,2호기
신사③ 내부1,2,외부1,2호기
쌍문④ 내부1,2,외부1호기
혜화④ 외부2호기
삼각지④ 내부1,2,외부1,2호기

목

27

금

28

토 동대문①1호기

종로3가①3,4호기

29

일 신당②1호기

을지로4가②1,2호기

30

월

뚝섬②5,6호기
신당②2호기
압구정③ 1호기
삼각지(2회차)④ 2호기
오금③ 9호기
영등포시장⑤ 1,2,3,4,5,6호기

뚝섬②3,4,7,8호기
성수②5,6호기
압구정③ 2,3호기
녹번③ 1,2호기
오금③ 10,11호기
여의도⑤ 1,2,3,4호기

※ 점검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경복궁③ 6호기
불광③ 1,2호기
종로3가③ 6호기
충무로④ 21,22호기
공덕⑥ 1,2호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② 내부1,2,외부1호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④ 내부1호기

합정⑥ 1호기
광흥창⑥ 1호기
대흥⑥ 2호기
공덕⑥ 1호기
효창공원앞⑥ 2호기
동묘⑥ 1,2호기
신당⑥ 1~5호기
삼각지⑥ 1,3호기
잠실⑧ 1~3호기

고속터미널③ 4,5,6,10,11,12호기
천호⑤ 11,12호기
고속터미널⑦ 9,10,11호기

신도림② 내부1,2,외부1,2호기
신림② 내부1호기
서울대입구② 내부1호기

까치산⑤ 1~3호기
영등포구청⑤ 2,3호기
신길⑤ 1,3호기
서대문⑤ 1호기
광화문⑤ 2,3호기
종로3가⑤ 1호기

가락시장③ 3,4,5,9,10,11호기

교대② 내부1,2,외부1호기
양재③ 외부2호기

가락시장③ 6,12,17,18,19호기

사당② 내부1,외부1,2호기
사당④ 내부1,외부1호기

마들⑦ 1호기
어린이대공원⑦ 1호기
건대입구⑦ 3~5호기

오금③ 14호기
우장산⑤ 3,4호기
공덕⑤ 9,10호기
상일동⑤ 1,2호기
효창공원⑥ 3,4호기
중계⑦ 1,2호기
강남구청⑦ 5,6호기

강동⑤ 1,2호기
상일동⑤ 1~3호기

광나루⑤ 1호기

충무로④ 내부1호기

경찰병원③ 5,6,7호기
고속터미널③ 3호기
미아④ 1,2호기

종로3가① 내부1,2호기
동대문① 내부1,2호기
안국③ 내부1,외부1호기

청담⑦ 1,2호기

오금③ 7,8,13호기
가락시장③ 20,21,22호기

동대문④ 내부1,외부1호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④ 내부1호기

창동④ 내부3,4,5,6호기
강남구청⑦ 1호기

사당④ 1,3,6,7호기
남태령④ 1,2호기
광화문⑤ 1,2호기
면목⑦ 3,4,5,6호기
신대방삼거리⑦ 3,4,5,6,7,8호기
복정⑧ 2,3호기

서울대입구② 내부1,외부1,2호기
신림② 내부1,외부1,2호기

온수⑦ 1~5호기

경복궁③ 1,2,5호기
성신여대④ 1,2,3호기

양재③ 내부1,2외부1,2호기

명동④
사당④
합정⑥
상봉⑦
논현⑦
이수⑦

일원③ 내부1,2,외부2,3호기
교대③ 내부1호기

교대③ 내부1호기

사당② 내부1,외부1호기
사당④ 내부1호기

사당④ 내부1호기

가산디지털⑦ 1~4호기

청량리① 내부2호기
동대문④ 내부1호기

광명사거리⑦ 1호기

고속터미널③ 내부1호기

명동④ 내부1,2호기

3,5,6호기
2,4,5호기
1,2,3,4,5,6,7호기
5,6호기
14,15,18,19호기
5,6,7,8,22,23호기

경찰병원③ 8,13,14,15,16호기

불광③(2회차) 1,2호기
교대③ 1,2호기
연신내③(2회차) 3,4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