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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슈퍼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639-11 광진구 천호대로107길 9 (중곡동) 10리터 20리터 50리터

하프마트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29-15 광진구 능동로47길 30 (중곡동) 20리터 50리터

중곡엘지인테리어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41-52 광진구 능동로47길 17 (중곡동) 20리터 50리터

제일상회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41-6 광진구 능동로47길 37-1 (중곡동) 20리터 50리터

영신마트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48-35 광진구 긴고랑로2길 25 (중곡동) 10리터 20리터 50리터

양지미니슈퍼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614-6 광진구 동일로64길 9 (중곡동) 20리터 50리터

신세계식품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41-49 광진구 능동로47길 27-1 (중곡동) 20리터 50리터

도영마트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45-23 광진구 긴고랑로 28-1 (중곡동) 20리터 50리터

그린팜마트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638-4 광진구 천호대로 525 (중곡동) 20리터 50리터

GS25중곡센타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42-1 광진구 긴고랑로 42-1 (중곡동)

씨스페이스 군자역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640-3  광진구 면목로 56 20리터 50리터

씨유 광진중곡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56-7  광진구 면목로 79 20리터

씨유 중곡본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162-4  광진구 능동로 337-1, 1층(중곡동)

홈플러스(주)홈플러스365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647-1광진구 긴고랑로14길63,101동 102,103호(중곡동 20리터

GS25 광진대성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52-23 광진구 동일로66길 9 (중곡동, 1층) 

지에스25 중곡희망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45-7 광진구 동일로68길 49,1층(중곡동) 

(주)두리마트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30-12 광진구 면목로 126(중곡동) 20리터 50리터

세븐일레븐 군자역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639-5 광진구 천호대로 533 1층(중곡동, 동진빌딩) 

씨유 중곡일동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40-8  긴고랑로 25, 1층(중곡동) 

세븐일레븐 중곡동일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49-28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6 (중곡동) 

GS25 군자역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648-15  서울 광진구 능동로 317,1층(중곡동) 

GS25 광진타운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636-9  서울 광진구 동일로62길 34 1층(중곡동) 

(주)식자재홈마트 중곡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31-1 신성그랜드타워 1층 광진구 면목로 127 (중곡동) 20리터 50리터

이마트24중곡하나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31-37  서울 광진구 동일로70길 53. 1층 102호(중곡동)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중곡동점 중곡1동 장수환경 중곡1동 229-5 광진구 긴고랑로11길 11 (중곡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57-1 광진구 능동로 314 (중곡동)

위드미 중곡제일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17-21  광진구 천호대로125길 14 (중곡동)

GS25 중곡청운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19-1  광진구 용마산로1길 39, 청운B/D 1층(중곡동) 20리터 50리터

중곡2동(감면자) 중곡2동 장수환경 광진구 중곡2동 47-33 

세븐일레븐 중곡프리미엄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41-1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60, 1층(중곡동) 

씨유중곡용마산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32-5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15길 16,1층(중곡동) 

씨유 중곡오거리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50-160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25길 29, 1층(중곡동) 50리터

대영슈퍼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24-1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29길 74,1층(중곡동) 

지에스25 광진제일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41-38  서울 광진구 능동로 354,1층(중곡동) 20리터 50리터

그랜드마트 중곡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31-2 서울 광진구 능동로50길 8, 1층(중곡동, KGTC빌딩) 10리터 20리터 50리터

세븐일레븐 중곡사거리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56-2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67 (중곡동) 

GS25 중곡마루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34-1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21길 34,1층(중곡동) 

지에스(GS)25 중곡 햇살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37-26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21길 65 (중곡동) 50리터

(주)코리아세븐 중곡타운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38-10 용마산로3길 104, 1층(중곡동) 

미니스톱 중곡빌리지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21-43  용마산로3길 32,1층 (중곡동) 

하이트마트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32-14 광진구 용마산로1길 69 (중곡동) 20리터 50리터

중곡하이퍼마켓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38-38 광진구 능동로48길 40 (중곡동) 20리터 50리터

씨유 중곡2동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50-57 광진구 긴고랑로22길 52 (중곡동)

싱싱할인마트 중곡2동 장수환경 광진구 중곡2동 150-233 20리터

성우슈퍼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27-2 광진구 용마산로7길 27 (중곡동) 50리터

삼보할인마트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34-1 광진구 용마산로3길 88 (중곡동) 20리터 50리터

(주)일원유통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40-27  천호대로 577, 1층(중곡동) 

CU중곡스미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40-6  천호대로115길 9, 1층(중곡동) 

지에스(GS)25 광진용마점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23-20 천호대로125길 72,1층(중곡동) 

동아마트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48-14 광진구 긴고랑로16길 57 (중곡동) 20리터 50리터

개벽마트 중곡2동 장수환경 중곡2동 121-1 광진구 용마산로5길 27 (중곡동) 20리터 50리터

희망슈퍼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89-59 광진구 동일로76길 12 (중곡동) 20리터

지에스25중곡동일로점(1)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87-12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422 1층(중곡동)  20리터

지에스25 중곡메디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29-70 능동로 420 1층(중곡동 성문빌딩) 50리터

장미프라자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98-5 답십리로84길 56

이마트24중곡면목로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93-32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36-1 1층 우측2칸(중곡동) 

씨유(중곡한성점)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69-87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59길 31(중곡동)1층 

세븐일레븐 중곡중앙점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99-1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92(중곡동) 

GS25 광진타운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549-6 서울시 광진구 답십리로86길 16(중곡동( 20리터 50리터

GS25 광진동양점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89-1 서울시 광진구 긴로랑로7길 105(중곡동) 20리터

씨유 중곡대성점(1)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73-2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61 1층 

해피데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73-29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63 50리터

씨유 중곡중마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90-28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72길9 1층 

GS25 중곡역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220-77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13길 77 

씨유 중곡3동점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559-4  면목로17길 6

중앙철물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70-25 광진구 면목로 164 (중곡동) 20리터 50리터

보령사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220-19 광진구 긴고랑로9길 56 (중곡동) 20리터

대원마트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688 광진구 동일로78길 34 (중곡동) 10리터 20리터 50리터

길상마트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169-25 광진구 능동로55길 44 (중곡동) 20리터 50리터

광장슈퍼(옥천미니슈퍼)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503-329 광진구 답십리로78길 35-1 (중곡동) 20리터 50리터

경기상회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189-99 광진구 면목로11길 16 (중곡동) 20리터 50리터

개그스토리마트 중곡3동 대아EDI 중곡3동 607-10 1층 광진구 용마산로 189 (중곡동)

홈마트 중곡점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79-11 광진구 영화사로 14 (중곡동) 10리터 20리터 50리터

현대마트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62-64 광진구 긴고랑로35길 16 (중곡동) 20리터 50리터

은혜식품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79-23 광진구 용마산로6길 13 (중곡동)

에스에스유통㈜(신성슈퍼)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79-13 광진구 영화사로 10 (중곡동) 50리터

소망슈퍼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09-5 광진구 영화사로 64 (중곡동) 10리터 20리터 50리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곡2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93-2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10(중곡동) 

호야할인마트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76-61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46 지층101호(중곡동) 

행복할인마트(1)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288-25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34길 18 상가 01호(중곡동)  10리터 20리터 50리터

행복할인마트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288-25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34길 18 상가동 102호(중곡동) 

중곡대원점 C.SPACE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47-42 용마산로8가길 25

이마트24중곡아차산점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02-11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3가길25 1층(중곡동)  20리터 50리터

씨유(중곡중앙점)1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00-17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36길 71(중곡동)1층 

씨유 중곡신향점(1)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8-111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24길 14, 1층(중곡동) 

씨유 중곡스타점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47-74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8나길 17, 1층(중곡동) 

세븐일레븐중곡행복점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296-45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28길 13(중곡동)  

세븐일레븐 중곡2호점(3)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8-7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16 

대원할인마트(1)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21-11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110 지층 토끼빌딩 20리터 50리터

지에스25광진마루점(1)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74-120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44길 6 1층(중곡 

CU 중곡긴고랑로점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75-1  광진구 긴고랑로 162-1 

동현상회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82-1  영화사로 18 10리터 20리터

아차산르블랑점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93-49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27길 13 

서울장갑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50-60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02(중곡동1층) 20리터 50리터

특수규격마대 판매여부
상호 행정동 대행업체 주소



백운농산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82-3 영화사로 26 20리터 50리터

미니스톱 아차산새길점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98-22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3길 70 1층(중곡동) 

미니스톱 신아차산입구점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02-11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3가길 25, 1층(중곡동) 

럭키슈퍼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106-15  광진구 영화사로9가길 35 1층(중곡동)

금성슈퍼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73-110 광진구 긴고랑로46가길 44 (중곡동)

그린슈퍼(중곡4)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296-7 광진구 용마산로28가길 16 (중곡동) 20리터 50리터

gs25(중곡한마음점) 중곡4동 대아EDI 중곡4동 90-1 광진구 용마산로4길 28 (중곡동)

현대 홈 마트 능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66,1층(능동) 20리터 50리터

지에스이십오(GS25)능동타운점 능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32길 65,1층(능동) 

지에스25(GS25)능동사랑점 능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58,1층(능동) 50리터

씨유 광진능동점 능동 장수환경 능동 315-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46 

능동(감면자) 능동 장수환경 광진구 능동 232-4 

GS25 광진능동점 능동 장수환경 능동 254-6  서울 광진구 능동로36길 168, 1층 

씨유 능동타운점 능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32길 90,1층(능동) 

싱싱마트 능동 장수환경 능동 223-7 광진구 능동로36길 40  (능동) 20리터 50리터

세븐일레븐(능동황금점) 능동 장수환경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18길 35, 1층(능동) 

능동할인마트 능동 장수환경 능동 234-1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25  (능동) 20리터 50리터

GS25능동중앙점 능동 장수환경 능동 237-21 광진구 능동로36길 65  (능동)

CU능동빌리지점 능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20길 15(능동) 

CU 능동사거리점 능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32길 11, 1층(능동) 

올림픽슈퍼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51-126 광진구 아차산로49길 61 (구의동)

씨유 구의솔렌시아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51-177 자양로 154 105호

씨유 광진웰츠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52-16 116호 자양로 116 (구의동, KCC웰츠타워 116호)

미니스톱구의중앙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22-1 광진구 구의로39

마켓유구의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51-148 광진구 아차산로51길 99 (구의동) 10리터 20리터 50리터

럭키슈퍼(구1)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26-10 광진구 광나루로40길 17 (구의동) 50리터

홈웨이 건대부고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655-3 광진구 자양로23길 21 (구의동)

하이웨이마트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34-1 외 광진구 광나루로 516 (구의동)

GS25구의행복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30-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32 

GS25 광진구의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42-82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18길 65 

GS25광진구의역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43-13 아차산로 417 

씨유구의크레신(신규)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46-14  아차산로 375 

씨유뉴광진구의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46-26  광진구 자양로 18길 16

미니스톱구의명성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48-138  광진구 아차산로51길 62

씨유구의본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48-149  자양로22길 51 

이마트24광진구의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51-31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44 

하모니마트(구의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57-126  자양로18길 33 10리터 20리터 50리터

씨유구의중앙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21-40 풍강빌딩 광진구 아차산로57길 4 (구의동)

씨유구의그랜드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54-8 광진구 자양로23길 78 (구의동)

GS25구의새한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41-96 광진구 아차산로57길 41 (구의동)

GS25구의성진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593-15 103(구의동복합빌딩)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구의동)

GS25 구의동국점 구의1동 로칼크린 구의1동 235-11 광진구 광나루로36길 28 (구의동)

태광상회 구의2동 대아EDI 구의2동 52-23 광진구 자양로43길 26 (구의동) 20리터

지에스25아차산점(1)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29길 22(구의동) 

지에스25구의센터점(3)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1길22, 1층(구의동 성보빌딩)  

지에스25 광진아차산점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0길 18 1층(구의동) 

조은유통 구의2동 대아EDI 구의2동 69-21 광진구 자양로 220 (구의동) 50리터

자이원마트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9길11, 지하1층 1호(구의동)  20리터 50리터

이마트24구의사거리점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11 101호(구의동)  

이마트24구의르네점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9길 7, 1층 101호(구의동) 

유마트(2)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65 1층(구의동) 20리터 50리터

우리마트(80-1) 구의2동 대아EDI 구의2동 80-1 광진구 자양로37길 11 (구의동) 10리터 20리터

씨유아차산빌리지점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0길 54 1층 102호(구의동 원일빌딩)  

씨유아차산본점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314 1층  101, 102, 103호(구의동)  

씨유 아차산역점(3)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76 지하1층(구의동)  

씨유 광진선화점 구의2동 대아EDI 구의2동 76-14호  1층 광진구 천호대로130길 22 (구의동)

세븐일레븐(구의본점) 구의2동 대아EDI 구의2동 79-8 광진구 자양로 247 (구의동)

세븐일레븐 아차산프리미엄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11길3, 지하1층(구의동) 20리터

세븐일레븐 구의하늘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8길 25 1층, 2호(구의동) 

샘터마트 구의2동 대아EDI 구의2동 64-3 1층상가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46 (구의동)

롯데FRESH아차산점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93(구의동) 20리터 50리터

동부그린마트(1)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7길 13 1층(구의동) 

구이장터 구의2동 대아EDI 구의2동 33-34 광진구 자양로50길 36 (구의동) 10리터 20리터

CU자양로점 구의2동 대아EDI 구의2동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34 1층 

CU 구의푸른점 구의2동 대아EDI 구의2동 72-1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16 (구의동)

(주)토마토씨브이에스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132길 18(구의동)1층 20리터 50리터

(주)이정유통 구의2동 대아EDI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61, 지하1층(구의동) 50리터

씨유광진하이엘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547 현대하이엘 101 광진구 강변역로4길 34 (구의동)

세븐일레븐구의희망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12-3 CSPLAZA 빌딩1층 광진구 아차산로 471 (구의동)

세븐일레븐강변프라임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631-1 프라자상가 114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구의동)

세븐일레븐 구의2호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596-5 광진구 뚝섬로 742 (구의동) 50리터

선진슈퍼(대지슈퍼)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27-19 광진구 구의로 56 (구의동) 50리터

미니스톱구의현진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05-5 광진구 아차산로 65길 50

구의홈마트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23-65 20리터 50리터

구의J(제이)마트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599-8 광진구 구의강변로 22 (구의동) 20리터 50리터

GS25구의강변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589-10 구의아크로리버 1층 102호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구의동)

이마트24광진삼성쉐르빌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199-18  구의강변로106

GS25구의바우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04-27  광진구 아차산로 65길 78

씨유구의개나리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18-34 아차산로60길 9 20리터 50리터

GS25구의스타일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20-52  광진구 광나루로52길 98 

씨유구의베스트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28-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68 50리터

GS25광진우체국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45-10,245-12,587-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 

세븐구의현대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591-21 광진구 구의강변로3길 23 20리터 50리터

현대수퍼(2단지)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6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4,지하층108,109,110호 50리터

씨유구의프라임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63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20리터 50리터

(주)경재유통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667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31, b108호 50리터

CU 구의지너스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546-11번지 108호 서울시 광진구 강변로4길 10(구의3동)

(주)롯데쇼핑롯데마트강변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테크노마트 지하2층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구의동)

홈플러스구의2호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12-2 1층 광진구 아차산로 473 (구의동) 50리터

태경산업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45-1 아차산로 440-1

씨유구의공원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15-1 선진파크빌 101 광진구 광나루로54길 83 (구의동) 50리터

씨유광진구의로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09-5 광진구 구의로4길 39 (구의동)

GS25구의타운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610 현대아파트 상가 광진구 구의강변로 96  (구의동)

	(주)농업법인 쿱스토어구의점 구의3동 로칼크린 구의3동 212-3 CS PLAZA 

현대할인마트(광-10단지)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577 광진구 아차산로 549 (광장동) 50리터

코끼리할인마트광장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427 광장힐스테이트단지내상가S동21호 광진구 광장동 427 50리터



지흥상회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145-8 워커힐상가 3층 21호 광진구 아차산로 637  (워커힐아파트) 50리터

이마트24 광나루역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580 현대12차아파트상가107 광진구 천호대로 808 (광장동)

씨유광진광장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248-2 1층 광진구 아차산로73길 48 (광장동)

씨유광장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484 현대아파트3단지상가104 광진구 아차산로70길 62 ？(현대아파트) 20리터 50리터

씨유광장워커힐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341-12 광진구 아차산로 633 (광장동)

광장마트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394-3 광진구 천호대로 793 (광장동) 20리터 50리터

GS25 광장학산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110 아산산로78길 72 50리터

이마트24광진리버사이드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114  아차산로78길 44 

GS수퍼광나루점(보람유통)-폐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218-1 아차산로 552, 지하1층 50리터

(주)이마트에브리데이광나루역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250  광진구 아차산로 599 지하 20리터 50리터

씨유장신대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285-7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71-1 

GS25 광나루현대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322-3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6길 32 20리터 50리터

CU 광진광남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457-1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 26 

주식회사 오아시스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463-3 아차산로532, 102호 

(주)이마트에브리데이광장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470-10 아차산로 506,은석빌딩 

올스타마트 광장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571-1  광나루로 619 50리터

씨유 광장현대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아차산로 503

GS더프레시 광나루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212-12 극동상가 지하1층 아차산로 552 극동상가 50리터

GS25광장현대(현대8단지)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569 현대상가 101 광진구 아차산로 508  (현대8차아파트)

GS25 광장삼성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453-1 삼성아파트상가 103 아차산로 544(광장동, 삼성아파트)

GS25 광나루점 광장동 로칼크린 광장동 323-2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82 (광장동)

현대슈퍼 자양1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771-5 

우리마트 자양1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13-7 10리터 20리터 50리터

씨유광진자양점 자양1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33-14 

세븐일레븐자양3호 자양1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35 1층 

세븐일레븐광진자양점 자양1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09-6 

gs25자양트윈스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222-14  아차산로328 

씨유건대정문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226-30  아차산로39길 38 

씨유자양번영로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11-4  자양번영로 56-1 

대농마트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12-30  자양로15길92 10리터 20리터 50리터

씨유자양진덕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21-24  자양로15길 51-1 

새마을구판장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22-40 자양로13나길 14 20리터 50리터

세븐일레광진자양로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24-38  자양로13길36 

GS25자양타운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28  자양로11길11-1 

gs25자양스타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31 자양로13길47 

gs25광진자양로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33-14  자양로9길 70 1층 

중앙농협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35-8  광진구 뚝섬로 639 20리터 50리터

세진할인마트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55  뚝섬로57길39 

씨유잠실대교북단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58-137  뚝섬로 681 

제일마트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660-27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5길 12 20리터 50리터

gs25광진타워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779 아차산로355 20리터 50리터

씨유자양사랑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800  아차산로40길 24 

gs25자양우리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807-7  아차산로40길62 20리터 50리터

씨유자양팰리스점 자양1동 경동사 자양1동 859  아차산로 345 

보성상회 자양1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774-14 20리터 50리터

보광슈퍼 자양1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26 20리터 50리터

만물슈퍼 자양1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54-1 10리터 20리터 50리터

현대그린마트 자양2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66-1 50리터

씨유자양사거리점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216-12  자양로 96 

한솔마트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596-7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2길 26 20리터 50리터

웰빙마트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599-3  뚝섬로46길34 20리터 50리터

세븐일레븐자양한강점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00 자양번영로 20 

세븐일레븐자양한양점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04-3 뚝섬로 50길 

씨유자양대박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05-5  자양번영로6길68 

씨유자양중앙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07-35  뚝섬로46길9 

gs25자양타운빌점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48-32  뚝섬로52라길47 20리터 50리터

씨유자양진영점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49-37  뚝섬로54길31 

gs25자양에덴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50-6  뚝섬로56길 34 

이마트24광진자양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52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644 

씨유자양승일점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62-16 자양로5길30 

자양마트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63-21 자양로5길 33 20리터 50리터

이마트24R광진아너스빌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66-28  자양로3길49 20리터 50리터

미니스톱자양광양점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69-10 구 자양로3가길 36 

성동슈퍼 자양2동 경동사 자양2동 684-29  뚝섬로64길 24 10리터 20리터 50리터

자양상회 자양2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85-25 

세븐일레븐자양행복점 자양2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64-8 

샛별마트 자양2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81-33 20리터 50리터

경남할인마트 자양2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41 20리터 50리터

자양슈퍼 자양3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512-3 20리터 50리터

월드슈퍼 자양3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477-11 

씨유자양건대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227-199  자양번영로11길 31 

GS25건대동문회관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227-336 아차산로36길 5 

롯데쇼핑(주)건대스타시티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227-342 능동로 92 

이마트24자양건대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227-6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8길17.1층 

(주)이마트자양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227-7 아차산로 262

gs25광진현대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469 자양번영로3길 54 50리터

gs25자양한울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497-10  뚝섬로36길 48-1 

GS25이튼타워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507-6 능동로 50 

씨유자양이튼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510-5  능동로68.1층 

세븐일레븐자양삼희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553-501 뚝섬로55 

자양진로마트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553-502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58 20리터 50리터

이마트24자양우성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578-7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0길 109 20리터 50리터

gs25자양번영로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584-13 구 자양번영로11 50리터

씨유자양으뜸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585-22  자양번영로3길 11 20리터

자양마트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588-10 자양번영로1길27 20리터 50리터

씨유자양쥬니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762 뚝섬로35길 9  

GS25광진팰리스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854 뚝섬로34길 67 

씨유뚝섬나들목점 자양3동 경동사 자양3동 855 능동로 18 50리터

싱싱할인마트 자양3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553-314 20리터 50리터

중앙슈퍼 자양4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553-236 20리터 50리터

조양마트 자양4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6-20 20리터 50리터

조양DC백화점 자양4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6-20 50리터

이마트24건대차이나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12-1  동일로18길 44 

씨스페이스 자양제일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197-1  동일로4길 21 

영동슈퍼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202-2  뚝섬로22길 17 20리터 50리터

씨유자양장미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203-14  동일로2길 13 



세븐노유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236-26 동일로 44-10

씨유자양리안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24-5 동일로18길 11 

노륜산유통주식회사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44-2  뚝섬로 491 

gs25노유타운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52-163 동일로4길 50-2 

씨유자양써밋플레이스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547-64 뚝섬로31길43 

gs25자양대동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553-203  뚝섬로 513 

DC백화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553-379  뚝섬로 505 10리터 20리터 50리터

로그인뚝섬유원지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57-140  뚝섬로24길 71 50리터

씨유자양뚝섬로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58-1  능동로3라길16 

세븐뚝섬유원지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74-24 뚝섬로32길 62

이마트24R자양한강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8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54 50리터

씨유자양차이나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842-14 뚝섬로23가길17.1층 

세븐일레븐자양유진점 자양4동 경동사 자양4동 846-10  뚝섬로27길43 

씨유건대로데오 자양4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13-1 

덕천슈퍼 자양4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247-1 50리터

농산물할인마트 자양4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843-10 20리터 50리터

경기슈퍼 자양4동 경동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836-18상가 50리터

이마트24광진코지웰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13-1 능동로19길 35 B102호

영희마트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24-44 광진구 동일로 150 (화양동)

씨유화양원룸촌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75-2 광진구 군자로6길 24 (화양동)

씨유화양사랑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44-20 정하빌딩 광진구 동일로22길 25 (화양동)

씨유화양문화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8-3 광진구 군자로 49 (화양동)

씨유건대힐스점 화양동 로칼크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20길 13-10 (화양동) 

씨유건대한림타워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7-3 한림타워 102 광진구 아차산로 229  (화양동)

씨유건국타운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200-3 광진구 화양동 200-3

씨유 화양본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45-1 광진구 아차산로25길 45 (화양동)

씨유 광진화양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9-27 광나루로16길 30

씨유 건대후문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477-2 광진구 광나루로24길 31-17 (화양동)

참우리농산물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0-28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24길 77 50리터

씨유화양하이뷰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11-105,111-106, 광진구 광나루로 386

씨유화양대박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6-36  능동로 13길 70-1 

GS25뉴화양타운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33-20  능동로13길 89 

세븐일레븐화양스타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34-1  능동로13길 59 

이마트24광진화양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36-1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5길 77 

이마트24화양본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37-21  동일로24길 27 

세븐일레븐 화양본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45-1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5길 45 

건대할인마트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513  능동로 16길 54 20리터 50리터

세븐일레븐어린이대공원역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5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10 

CU 건대화양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6-2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41 

씨유광진원룸촌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94-5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69-1 

세븐일레븐화양사거리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23-40 광진구 동일로 166 (화양동) 50리터

세븐일레븐화양공원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20-42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14길 27 (화양동)

세븐일레븐화양가중공원길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6-16 광진구 군자로 27 (화양동)

세븐일레븐건대예술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3-21 광진구 능동로 143 (화양동)

세븐일레븐 화양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12-3 광진구 능동로19길 9 (화양동)

세븐일레븐 건국대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495-19 광진구 광나루로24길 20(화양동)

미니스톱건대현대점 화양동 로칼크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34 화양동현대아파트 상가 

로그인건대중앙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7-5 광진구 아차산로29길 8 (화양동)

GS수퍼광진화양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0-1 광진구 능동로13길 39 (화양동) 20리터 50리터

GS25화양행운점 화양동 로칼크린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8 (화양동)

GS25광진파크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19-38 광진구 동일로30길 28 (화양동)

GS25광진캠퍼스 화양동 로칼크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1-20 105호(화양동) 

GS25건대제일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477-2 광진구 아차산로25길 7 (화양동)

GS25건국점 화양동 로칼크린 화양동 495-17 광진구 광나루로24길 14 (화양동)

(주)이마트24화양가중점 화양동 로칼크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3길103 (화양동) 

화양슈퍼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362-1 광진구 군자로 66  (군자동) 20리터 50리터

현대빌라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100-2 

현대 마트 군자동 장수환경 광진구 동일로 282, 지층(군자동) 20리터 50리터

한성슈퍼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91-3 광진구 천호대로102길 38  (군자동) 20리터 50리터

지에스25(GS25)군자능동점 군자동 장수환경 광진구 능동로 275, 1층(군자동) 

주식회사 군자할인마트 군자동 장수환경 광진구 군자로 75(군자동) 50리터

이마트24군자CGV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85(군자동) 

이마트24 세종대후문점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133,1층(군자동) 

이마트24 광진군자점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55(군자동) 

에스마트(군자동) 군자동 장수환경 광진구 동일로 268, 1층(군자동,예림빌딩) 20리터 50리터

어머니구판장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79-1 광진구 군자로 163  (군자동) 20리터 50리터

양평마트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349-9 광진구 동일로36길 23  (군자동) 20리터 50리터

애플마트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145(군자동) 20리터 50리터

알뜰할인마트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473-17 광진구 군자로 183  (군자동) 10리터 20리터 50리터

씨유(CU)군자본점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60길 40,1층(군자동,영범빌딩) 20리터 50리터

씨유(CU)군자동일로점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32길 18, 1층(군자동) 20리터

씨유 세종대후문점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127 1층 (군자동) 

씨유 군자중앙점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로17길 41,1층(군자동) 

세븐일레븐 군자하나점 군자동 장수환경  광진구 능동로31길 22, 1층(군자동)

세븐일레븐 군자장안점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85-1,1층(군자동) 

서원힐탑(나동) 군자동 장수환경 광진구 군자동 100-109 

서원힐탑(가동)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100-109 

군자동(감면자) 군자동 장수환경 광진구 군자동 53-8 20리터 50리터

홈마트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103 군자로108,제101,102,103,104,105,106호 20리터 50리터

파라곤마트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358-9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61 

광진두산위브파크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503 광나루로 369 

GS25 화양세종점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373-8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17길 10, 1층(군자로) 

GS25 군자원룸점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37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10길 26 

GS25 군자동일로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117-35 광진구 동일로52길 3 20리터 50리터

CU 군자오거리점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159-2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3길 43 

gs25군자중앙점 군자동 장수환경 군자동 471-1 광진구 능동로35길 41  (군자동)

GS25 군자행운 군자동 장수환경 광진구 군자동 48-24 

GS25 군자본점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34길 17, 1층(군자동) 

CU 광진군자교점 군자동 장수환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60길 7, 1층(군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