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호선 역명 열차방향 위치 시인명 시제목

1호선 청량리 소요산 2-1 강계민 오늘만큼은

3호선 옥수 대화 9-3 강계민 오늘만큼은

4호선 동작 남태령 10-2 강계민 오늘만큼은

5호선 아차산 상일동 8-1 강계민 오늘만큼은

6호선 새절 봉화산 1-2 강계민 오늘만큼은

1호선 제기동 소요산 10-2 강예빈 승강장에 서 있는 너에게

3호선 옥수 오금 4-4 강예빈 승강장에 서 있는 너에게

4호선 동작 당고개 2-4 강예빈 승강장에 서 있는 너에게

5호선 광나루 방화 2-1 강예빈 승강장에 서 있는 너에게

6호선 새절 봉화산 5-2 강예빈 승강장에 서 있는 너에게

1호선 제기동 인천 1-2 강정화 거울

3호선 옥수 오금 5-3 강정화 거울

4호선 동작 당고개 3-3 강정화 거울

5호선 광나루 방화 3-1 강정화 거울

6호선 새절 봉화산 6-2 강정화 거울

1호선 신설동 소요산 6-4 강희관 질경이 연가

3호선 옥수 오금 9-3 강희관 질경이 연가

4호선 동작 당고개 6-4 강희관 질경이 연가

5호선 광나루 방화 8-1 강희관 질경이 연가

6호선 새절 봉화산 8-2 강희관 질경이 연가

1호선 신설동 인천 10-3 고경연 당신의 정류장

3호선 옥수 오금 10-3 고경연 당신의 정류장

4호선 동작 당고개 10-3 고경연 당신의 정류장

5호선 광나루 상일동 1-2 고경연 당신의 정류장

6호선 응암 독바위 1-2 고경연 당신의 정류장

1호선 동묘앞 소요산 1-2 고석환 사박사박

3호선 압구정 대화 4-4 고석환 사박사박

4호선 총신대입구 남태령 4-3 고석환 사박사박

5호선 광나루 상일동 4-1 고석환 사박사박

6호선 응암 독바위 2-2 고석환 사박사박

1호선 동묘앞 소요산 8-3 고유진 피어나는 것

3호선 압구정 대화 7-4 고유진 피어나는 것

4호선 총신대입구 남태령 5-2 고유진 피어나는 것

5호선 광나루 상일동 5-1 고유진 피어나는 것

6호선 응암 독바위 3-2 고유진 피어나는 것

1호선 동묘앞 소요산 10-2 고은솔 매일의 수행

3호선 압구정 대화 8-4 고은솔 매일의 수행

4호선 총신대입구 당고개 1-4 고은솔 매일의 수행

5호선 광나루 상일동 6-1 고은솔 매일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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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선 응암 독바위 6-2 고은솔 매일의 수행

1호선 동대문 인천 7-4 권정수 고슴도치의 추억

3호선 신사 대화 8-4 권정수 고슴도치의 추억

4호선 남태령 당고개 6-4 권정수 고슴도치의 추억

5호선 천호 상일동 5-3 권정수 고슴도치의 추억

6호선 역촌 봉화산 7-3 권정수 고슴도치의 추억

1호선 동대문 인천 10-2 권창순 나무 앞에서

3호선 신사 오금 1-2 권창순 나무 앞에서

4호선 남태령 당고개 10-2 권창순 나무 앞에서

5호선 천호 상일동 6-4 권창순 나무 앞에서

6호선 역촌 봉화산 8-2 권창순 나무 앞에서

1호선 종로5가 인천 4-1 김경미 긴 잠수 끝에

3호선 신사 오금 3-2 김경미 긴 잠수 끝에

5호선 방화 방화 3-4 김경미 긴 잠수 끝에

5호선 천호 상일동 8-1 김경미 긴 잠수 끝에

6호선 불광 봉화산 6-2 김경미 긴 잠수 끝에

1호선 종로5가 인천 7-2 김경실 눈 오는 날

3호선 신사 오금 4-2 김경실 눈 오는 날

5호선 방화 방화 8-2 김경실 눈 오는 날

5호선 여의도 상일동 6-3 김경실 눈 오는 날

5호선 강동 방화 2-2 김경실 눈 오는 날

1호선 종로5가 인천 9-4 김귀득 공부는 소풍처럼

3호선 신사 오금 5-2 김귀득 공부는 소풍처럼

5호선 방화 상일동 1-4 김귀득 공부는 소풍처럼

5호선 강동 방화 1-2 김귀득 공부는 소풍처럼

6호선 독바위 봉화산 1-2 김귀득 공부는 소풍처럼

1호선 종로5가 인천 10-2 김규학 배우자

3호선 신사 오금 6-2 김규학 배우자

5호선 방화 상일동 7-4 김규학 배우자

5호선 강동 방화 4-2 김규학 배우자

6호선 독바위 봉화산 4-2 김규학 배우자

1호선 종로3가 인천 10-1 김덕순 사랑연고

3호선 잠원 오금 2-2 김덕순 사랑연고

5호선 개화산 방화 4-3 김덕순 사랑연고

5호선 강동 상일동 2-1 김덕순 사랑연고

6호선 연신내 봉화산 5-1 김덕순 사랑연고

1호선 종각 소요산 9-1 김명원 쌍디귿

3호선 잠원 오금 6-4 김명원 쌍디귿

5호선 개화산 방화 7-3 김명원 쌍디귿

5호선 강동 상일동 7-1 김명원 쌍디귿

6호선 연신내 봉화산 8-2 김명원 쌍디귿

1호선 종각 인천 2-2 김미숙 작은 쪽방 속 바다

3호선 고속터미널 대화 5-3 김미숙 작은 쪽방 속 바다

13

14

15

16

17

8

9

10

11

12



5호선 개화산 상일동 1-3 김미숙 작은 쪽방 속 바다

5호선 길동 방화 5-3 김미숙 작은 쪽방 속 바다

6호선 구산 봉화산 6-1 김미숙 작은 쪽방 속 바다

1호선 종각 인천 10-2 김민아 말하지 않아도

3호선 고속터미널 대화 9-3 김민아 말하지 않아도

5호선 개화산 상일동 5-3 김민아 말하지 않아도

5호선 길동 상일동 4-3 김민아 말하지 않아도

7호선 장암 장암, 도봉산 1-4 김민아 말하지 않아도

1호선 시청 소요산 3-3 김민자 압력솥

3호선 고속터미널 대화 10-3 김민자 압력솥

5호선 개화산 상일동 7-3 김민자 압력솥

5호선 길동 상일동 6-3 김민자 압력솥

7호선 장암 장암, 도봉산 7-4 김민자 압력솥

1호선 시청 소요산 8-3 김민진 동화책

3호선 고속터미널 오금 1-2 김민진 동화책

5호선 개화산 상일동 8-2 김민진 동화책

5호선 길동 상일동 8-2 김민진 동화책

7호선 장암 장암, 도봉산 8-2 김민진 동화책

1호선 시청 인천 7-1 김부배 무순

3호선 고속터미널 오금 5-2 김부배 무순

5호선 송정 상일동 4-4 김부배 무순

5호선 굽은다리 방화 3-1 김부배 무순

7호선 도봉산 온수 4-3 김부배 무순

1호선 시청 인천 8-2 김부조 파문

3호선 고속터미널 오금 7-4 김부조 파문

5호선 송정 상일동 5-4 김부조 파문

5호선 굽은다리 방화 7-1 김부조 파문

7호선 도봉산 온수 5-3 김부조 파문

1호선 시청 인천 10-1 김사라 엄마의 냉장고

3호선 고속터미널 오금 9-1 김사라 엄마의 냉장고

5호선 송정 상일동 7-3 김사라 엄마의 냉장고

5호선 굽은다리 방화 8-1 김사라 엄마의 냉장고

7호선 도봉산 온수 6-3 김사라 엄마의 냉장고

1호선 서울역 소요산 10-2 김서윤 엄마의 몇 마디

3호선 교대 대화 5-4 김서윤 엄마의 몇 마디

5호선 송정 방화 1-3 김서윤 엄마의 몇 마디

5호선 굽은다리 상일동 5-3 김서윤 엄마의 몇 마디

7호선 도봉산 온수 8-2 김서윤 엄마의 몇 마디

1호선 서울역 인천 10-3 김선욱 다 나을 것 같은 봄날

3호선 교대 대화 10-2 김선욱 다 나을 것 같은 봄날

5호선 송정 방화 5-1 김선욱 다 나을 것 같은 봄날

5호선 명일 방화 1-2 김선욱 다 나을 것 같은 봄날

7호선 수락산 장암 6-3 김선욱 다 나을 것 같은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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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동대입구 대화 9-2 김성희 민들레역에서

3호선 교대 오금 10-2 김성희 민들레역에서

5호선 마곡 방화 1-3 김성희 민들레역에서

5호선 명일 방화 8-1 김성희 민들레역에서

7호선 수락산 온수 8-2 김성희 민들레역에서

2호선 을지로입구 내선 5-3 김세원 사과의 편지

3호선 남부터미널 대화 1-2 김세원 사과의 편지

5호선 마곡 방화 7-3 김세원 사과의 편지

5호선 명일 상일동 1-2 김세원 사과의 편지

7호선 마들 장암 2-3 김세원 사과의 편지

2호선 을지로입구 내선 7-2 김소연 그 날, 비가 내렸다

3호선 남부터미널 대화 3-3 김소연 그 날, 비가 내렸다

5호선 마곡 방화 8-2 김소연 그 날, 비가 내렸다

5호선 명일 상일동 6-1 김소연 그 날, 비가 내렸다

7호선 마들 온수 8-2 김소연 그 날, 비가 내렸다

2호선 을지로입구 외선 9-3 김수현 덩굴손

3호선 남부터미널 대화 7-2 김수현 덩굴손

5호선 마곡 상일동 3-1 김수현 덩굴손

5호선 고덕 방화 6-1 김수현 덩굴손

7호선 노원 온수 6-3 김수현 덩굴손

2호선 을지로입구 외선 10-3 김수환 꽃 또는 새

3호선 남부터미널 대화 8-1 김수환 꽃 또는 새

5호선 마곡 상일동 5-1 김수환 꽃 또는 새

5호선 고덕 방화 7-1 김수환 꽃 또는 새

7호선 노원 온수 6-1 김수환 꽃 또는 새

2호선 을지로3가 내선 10-2 김순덕 징검다리

3호선 남부터미널 대화 9-1 김순덕 징검다리

5호선 마곡 상일동 6-1 김순덕 징검다리

5호선 고덕 상일동 1-2 김순덕 징검다리

7호선 노원 장암 3-1 김순덕 징검다리

2호선 을지로3가 내선 8-4 김순이 달팽이

3호선 남부터미널 대화 10-1 김순이 달팽이

5호선 마곡 상일동 8-1 김순이 달팽이

5호선 고덕 상일동 2-1 김순이 달팽이

7호선 노원 장암 7-1 김순이 달팽이

2호선 을지로3가 외선 1-2 김연진 밤의 고백

3호선 남부터미널 오금 1-2 김연진 밤의 고백

5호선 발산 방화 1-3 김연진 밤의 고백

5호선 고덕 상일동 5-1 김연진 밤의 고백

7호선 노원 장암 7-3 김연진 밤의 고백

2호선 이대 외선 5-3 김영광 아니까

3호선 남부터미널 오금 3-2 김영광 아니까

5호선 발산 방화 2-3 김영광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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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고덕 상일동 6-1 김영광 아니까

7호선 노원 장암 8-2 김영광 아니까

2호선 을지로3가 외선 10-4 김영주 참외를 먹으며

3호선 남부터미널 오금 6-4 김영주 참외를 먹으며

5호선 발산 방화 5-1 김영주 참외를 먹으며

5호선 상일동 방화 1-2 김영주 참외를 먹으며

7호선 중계 장암 8-2 김영주 참외를 먹으며

2호선 을지로4가 외선 10-3 김예림 나이를 먹는다는 것

3호선 양재 대화 1-4 김예림 나이를 먹는다는 것

5호선 발산 방화 8-1 김예림 나이를 먹는다는 것

5호선 상일동 방화 4-2 김예림 나이를 먹는다는 것

7호선 중계 온수 8-2 김예림 나이를 먹는다는 것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선 10-2 김용구 퇴근길

3호선 양재 대화 5-1 김용구 퇴근길

5호선 발산 상일동 1-3 김용구 퇴근길

5호선 상일동 방화 5-2 김용구 퇴근길

7호선 하계 장암 4-3 김용구 퇴근길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외선 1-2 김용의 고드름

3호선 양재 대화 6-3 김용의 고드름

5호선 발산 상일동 2-3 김용의 고드름

5호선 상일동 방화 7-2 김용의 고드름

7호선 하계 장암 6-4 김용의 고드름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외선 3-3 김원규 그리워라 그 밥

3호선 양재 대화 10-3 김원규 그리워라 그 밥

5호선 발산 상일동 4-3 김원규 그리워라 그 밥

5호선 상일동 방화 8-2 김원규 그리워라 그 밥

7호선 하계 장암 7-3 김원규 그리워라 그 밥

2호선 신당 외선 1-2 김원수 봉사 할 때

3호선 양재 오금 8-1 김원수 봉사 할 때

5호선 발산 상일동 7-3 김원수 봉사 할 때

5호선 상일동 상일동 8-2 김원수 봉사 할 때

7호선 하계 온수 5-3 김원수 봉사 할 때

2호선 상왕십리 내선 7-2 김윤희 문 닫은 꽃집

3호선 양재 오금 9-2 김윤희 문 닫은 꽃집

5호선 발산 상일동 8-2 김윤희 문 닫은 꽃집

5호선 둔촌동 방화 1-3 김윤희 문 닫은 꽃집

7호선 하계 온수 7-3 김윤희 문 닫은 꽃집

2호선 상왕십리 내선 10-2 김인식 그냥 좋아요

3호선 양재 오금 10-2 김인식 그냥 좋아요

5호선 우장산 방화 1-3 김인식 그냥 좋아요

5호선 둔촌동 방화 2-3 김인식 그냥 좋아요

7호선 하계 온수 8-2 김인식 그냥 좋아요

2호선 왕십리 내선 10-1 김재순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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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매봉 대화 4-3 김재순 세월

5호선 우장산 방화 5-3 김재순 세월

5호선 둔촌동 방화 8-3 김재순 세월

7호선 공릉 장암 5-3 김재순 세월

2호선 왕십리 외선 1-2 김점예 촛불

3호선 매봉 대화 5-3 김점예 촛불

5호선 우장산 방화 6-3 김점예 촛불

5호선 둔촌동 마천 1-3 김점예 촛불

7호선 공릉 장암 8-2 김점예 촛불

2호선 왕십리 외선 7-2 김주엽 이어폰

3호선 매봉 오금 2-1 김주엽 이어폰

5호선 우장산 상일동 2-3 김주엽 이어폰

5호선 둔촌동 마천 5-3 김주엽 이어폰

7호선 태릉입구 온수 4-3 김주엽 이어폰

2호선 왕십리 외선 9-2 김주환 추억

3호선 매봉 오금 2-3 김주환 추억

5호선 우장산 상일동 5-3 김주환 추억

5호선 둔촌동 마천 6-3 김주환 추억

7호선 태릉입구 온수 8-2 김주환 추억

2호선 왕십리 외선 10-2 김지호 산책

3호선 매봉 오금 4-1 김지호 산책

5호선 우장산 상일동 7-3 김지호 산책

5호선 둔촌동 마천 7-3 김지호 산책

7호선 먹골 장암 1-2 김지호 산책

2호선 한양대 외선 10-2 김태균 지렁이

3호선 도곡 대화 3-2 김태균 지렁이

5호선 화곡 방화 3-2 김태균 지렁이

5호선 올림픽공원 마천 3-3 김태균 지렁이

7호선 먹골 장암 6-3 김태균 지렁이

2호선 뚝섬 내선 10-2 김평자 들꽃

3호선 도곡 대화 6-3 김평자 들꽃

5호선 화곡 방화 6-2 김평자 들꽃

5호선 방이 방화 8-2 김평자 들꽃

7호선 먹골 온수 1-2 김평자 들꽃

2호선 뚝섬 외선 10-2 김하늘 팔레트

3호선 도곡 대화 9-3 김하늘 팔레트

5호선 화곡 방화 8-2 김하늘 팔레트

5호선 방이 마천 8-2 김하늘 팔레트

7호선 먹골 온수 7-3 김하늘 팔레트

2호선 건대입구 외선 1-1 김하현 내리면 탈까요?

3호선 고속터미널 오금 3-4 김하현 내리면 탈까요?

5호선 화곡 상일동 1-2 김하현 내리면 탈까요?

6호선 공덕 응암 8-2 김하현 내리면 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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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먹골 온수 8-2 김하현 내리면 탈까요?

2호선 건대입구 내선 10-3(좌) 김현희 지게

3호선 도곡 오금 4-4 김현희 지게

5호선 화곡 상일동 6-2 김현희 지게

5호선 오금 마천 8-3 김현희 지게

7호선 중화 장암 8-2 김현희 지게

2호선 합정 내선 10-2 김형섭 합정에서 당산

3호선 도곡 오금 6-4 김형섭 합정에서 당산

5호선 화곡 상일동 7-2 김형섭 합정에서 당산

5호선 개롱 방화 1-2 김형섭 합정에서 당산

7호선 중화 온수 1-3 김형섭 합정에서 당산

2호선 건대입구 내선 1-2 김형식 오늘의 웃음 예보

3호선 도곡 오금 8-3 김형식 오늘의 웃음 예보

5호선 개롱 방화 2-1 김형식 오늘의 웃음 예보

6호선 망원 봉화산 3-3 김형식 오늘의 웃음 예보

7호선 중화 온수 4-3 김형식 오늘의 웃음 예보

2호선 구의 내선 2-2 김혜미 부디 꽃처럼

3호선 도곡 오금 10-1 김혜미 부디 꽃처럼

5호선 까치산 방화 1-3 김혜미 부디 꽃처럼

5호선 개롱 방화 3-2 김혜미 부디 꽃처럼

7호선 중화 온수 6-3 김혜미 부디 꽃처럼

2호선 구의 내선 7-2 김혜옥 마을버스

3호선 대치 대화 1-4 김혜옥 마을버스

5호선 까치산 방화 5-3 김혜옥 마을버스

5호선 개롱 마천 2-3 김혜옥 마을버스

7호선 중화 온수 8-2 김혜옥 마을버스

3호선 대치 대화 2-4 김혜완 오늘

4호선 수유 당고개 10-2 김혜완 오늘

5호선 까치산 방화 6-3 김혜완 오늘

5호선 개롱 마천 8-3 김혜완 오늘

7호선 상봉 장암 8-2 김혜완 오늘

2호선 구의 내선 9-1 김혜윤 아무것도 아닌 하루

3호선 대치 대화 4-3 김혜윤 아무것도 아닌 하루

5호선 까치산 방화 8-2 김혜윤 아무것도 아닌 하루

5호선 거여 방화 2-1 김혜윤 아무것도 아닌 하루

7호선 상봉 온수 4-3 김혜윤 아무것도 아닌 하루

2호선 구의 외선 3-4 김혜율 밤 먹을까

3호선 대치 대화 6-4 김혜율 밤 먹을까

5호선 까치산 상일동 1-3 김혜율 밤 먹을까

5호선 거여 방화 4-3 김혜율 밤 먹을까

7호선 상봉 온수 7-3 김혜율 밤 먹을까

2호선 구의 외선 6-4 김희정 무화과

3호선 대치 대화 10-2 김희정 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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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까치산 상일동 2-3 김희정 무화과

5호선 거여 방화 8-2 김희정 무화과

7호선 상봉 온수 8-2 김희정 무화과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 외선 10-1 남현수 빨랫대

4호선 명동 남태령 7-4 남현수 빨랫대

5호선 까치산 상일동 6-3 남현수 빨랫대

5호선 마천 방화 8-2 남현수 빨랫대

7호선 멱목 온수 6-3 남현수 빨랫대

2호선 구의 내선 10-2 노소연 신발끈

3호선 대치 오금 6-2 노소연 신발끈

5호선 까치산 상일동 7-3 노소연 신발끈

5호선 마천 마천 6-3 노소연 신발끈

7호선 멱목 온수 7-3 노소연 신발끈

3호선 충무로 대화 10-1 노영배 첫눈

3호선 대치 오금 7-1 노영배 첫눈

4호선 서울역 남태령 1-4 노영배 첫눈

5호선 까치산 상일동 8-2 노영배 첫눈

6호선 봉화산 응암 1-2 노영배 첫눈

2호선 아현 내선 10-2 류삼희 처음 받은 편지

3호선 대치 오금 9-1 류삼희 처음 받은 편지

5호선 신정 방화 2-1 류삼희 처음 받은 편지

6호선 화랑대 응암 1-2 류삼희 처음 받은 편지

7호선 사가정 장암 3-3 류삼희 처음 받은 편지

2호선 잠실 내선 10-3 문경선 참새를 닮은 아이

3호선 학여울 대화 1-2 문경선 참새를 닮은 아이

5호선 신정 방화 6-1 문경선 참새를 닮은 아이

6호선 화랑대 응암 2-2 문경선 참새를 닮은 아이

7호선 사가정 장암 5-3 문경선 참새를 닮은 아이

2호선 잠실 외선 7-3 문계윤
봄비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3호선 학여울 대화 2-2 문계윤
봄비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5호선 여의나루 방화 3-4 문계윤
봄비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6호선 화랑대 응암 3-2 문계윤
봄비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7호선 어린이대공원 장암 3-3 문계윤
봄비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2호선 잠실 외선 8-3 문예지 사소한 것들

3호선 학여울 대화 8-2 문예지 사소한 것들

5호선 신정 상일동 3-1 문예지 사소한 것들

6호선 화랑대 응암 5-2 문예지 사소한 것들

7호선 사가정 장암 8-2 문예지 사소한 것들

2호선 잠실새내 내선 7-2 민병주 동박새

3호선 학여울 오금 1-2 민병주 동박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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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신정 상일동 6-1 민병주 동박새

6호선 화랑대 응암 8-2 민병주 동박새

7호선 사가정 온수 8-2 민병주 동박새

2호선 잠실새내 외선 5-2 민재홍 빗방울

3호선 학여울 오금 3-1 민재홍 빗방울

5호선 신정 상일동 7-1 민재홍 빗방울

6호선 화랑대 봉화산 1-3 민재홍 빗방울

7호선 용마산 장암 3-3 민재홍 빗방울

2호선 종합운동장 외선 10-3 박강민 길고양이

3호선 학여울 오금 7-2 박강민 길고양이

5호선 목동 방화 1-2 박강민 길고양이

6호선 화랑대 봉화산 6-3 박강민 길고양이

7호선 용마산 장암 8-2 박강민 길고양이

2호선 삼성 내선 2-2 박경옥 낮달

3호선 학여울 오금 10-2 박경옥 낮달

5호선 목동 방화 2-1 박경옥 낮달

6호선 화랑대 봉화산 7-3 박경옥 낮달

7호선 용마산 온수 2-3 박경옥 낮달

4호선 동작 남태령 1-2 박귀동 어머니 마음

5호선 아차산 상일동 4-2 박귀동 어머니 마음

6호선 버티고개 봉화산 8-2 박귀동 어머니 마음

6호선 새절 응암 5-3 박귀동 어머니 마음

8호선 신흥 모란 5-3 박귀동 어머니 마음

2호선 삼성 외선 10-2 박민정 추억의 향기

3호선 대청 오금 1-2 박민정 추억의 향기

5호선 목동 방화 5-1 박민정 추억의 향기

6호선 화랑대 봉화산 8-2 박민정 추억의 향기

7호선 용마산 온수 3-3 박민정 추억의 향기

2호선 선릉 외선 10-3 박상옥 다림질

3호선 대청 오금 3-1 박상옥 다림질

5호선 목동 방화 8-1 박상옥 다림질

6호선 태릉입구 응암 2-2 박상옥 다림질

7호선 용마산 온수 6-3 박상옥 다림질

2호선 역삼 외선 10-2 박성혜 염전에서

3호선 대청 오금 9-4 박성혜 염전에서

5호선 목동 상일동 2-1 박성혜 염전에서

6호선 태릉입구 응암 5-1 박성혜 염전에서

7호선 중곡 장암 3-3 박성혜 염전에서

2호선 강남 내선 2-2 박세윤 뫼비우스

3호선 일원 대화 1-4 박세윤 뫼비우스

5호선 목동 상일동 5-1 박세윤 뫼비우스

6호선 태릉입구 응암 7-1 박세윤 뫼비우스

7호선 중곡 장암 4-3 박세윤 뫼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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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강남 내선 8-2 박세환 나비

3호선 일원 대화 2-4 박세환 나비

5호선 목동 상일동 6-1 박세환 나비

6호선 태릉입구 응암 8-1 박세환 나비

7호선 중곡 장암 8-2 박세환 나비

2호선 강남 내선 10-2 박수현 마지막 작물

3호선 일원 대화 4-4 박수현 마지막 작물

5호선 목동 상일동 8-1 박수현 마지막 작물

6호선 태릉입구 봉화산 2-3 박수현 마지막 작물

7호선 중곡 온수 4-3 박수현 마지막 작물

2호선 교대 내선 1-1 박은철 퇴근 풍경

3호선 일원 오금 5-4 박은철 퇴근 풍경

5호선 여의도 방화 5-3 박은철 퇴근 풍경

6호선 태릉입구 봉화산 8-1 박은철 퇴근 풍경

7호선 군자 장암 8-2 박은철 퇴근 풍경

2호선 교대 외선 10-2 박재옥 밥상

3호선 수서 대화 1-4 박재옥 밥상

5호선 오목교 상일동 1-3 박재옥 밥상

6호선 석계 응암 2-1 박재옥 밥상

7호선 군자 온수 8-2 박재옥 밥상

2호선 서초 내선 8-3 박정열 타이어에 못이 박혔던 날

3호선 수서 대화 3-3 박정열 타이어에 못이 박혔던 날

5호선 오목교 상일동 2-3 박정열 타이어에 못이 박혔던 날

6호선 석계 응암 3-1 박정열 타이어에 못이 박혔던 날

7호선 사가정 장암 7-3 박정열 타이어에 못이 박혔던 날

2호선 서초 내선 10-3 박종섭 집으로 가는 길

3호선 수서 대화 8-3 박종섭 집으로 가는 길

5호선 오목교 상일동 4-3 박종섭 집으로 가는 길

6호선 석계 응암 5-1 박종섭 집으로 가는 길

7호선 어린이대공원 장암 8-2 박종섭 집으로 가는 길

2호선 서초 외선 6-2 박찬주 새를 위해 노래하다

3호선 수서 오금 5-1 박찬주 새를 위해 노래하다

5호선 오목교 상일동 1-2 박찬주 새를 위해 노래하다

6호선 석계 봉화산 3-3 박찬주 새를 위해 노래하다

7호선 건대입구 장암 8-2 박찬주 새를 위해 노래하다

2호선 서초 외선 8-1 박춘혁 행복+

3호선 수서 오금 6-2 박춘혁 행복+

5호선 양평 방화 4-1 박춘혁 행복+

6호선 석계 봉화산 4-3 박춘혁 행복+

7호선 뚝섬유원지 온수 1-2 박춘혁 행복+

2호선 방배 외선 10-2 방수연 작지만 소중한 행복

3호선 수서(출발) 대화 1-4 방수연 작지만 소중한 행복

5호선 양평 상일동 1-3 방수연 작지만 소중한 행복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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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선 돌곶이 응암 3-1 방수연 작지만 소중한 행복

7호선 학동 장암 8-2 방수연 작지만 소중한 행복

2호선 사당 내선 3-2 방재호 누름돌

3호선 수서(출발) 대화 3-4 방재호 누름돌

5호선 양평 상일동 3-3 방재호 누름돌

6호선 돌곶이 응암 5-1 방재호 누름돌

7호선 학동 온수 8-2 방재호 누름돌

2호선 사당 내선 10-2 배정자 목련꽃

3호선 수서(출발) 대화 5-4 배정자 목련꽃

5호선 양평 상일동 4-3 배정자 목련꽃

6호선 돌곶이 봉화산 1-3 배정자 목련꽃

7호선 반포 장암 1-2 배정자 목련꽃

2호선 사당 외선 8-3 백지연 그런 날

3호선 수서(출발) 대화 6-4 백지연 그런 날

5호선 양평 상일동 6-3 백지연 그런 날

6호선 돌곶이 봉화산 8-1 백지연 그런 날

7호선 반포 온수 8-2 백지연 그런 날

2호선 낙성대 내선 1-2 서경자 살다보니

3호선 수서(출발) 대화 9-4 서경자 살다보니

5호선 양평 상일동 8-2 서경자 살다보니

6호선 상월곡 응암 1-2 서경자 살다보니

7호선 고속터미널 온수 8-2 서경자 살다보니

2호선 낙성대 내선 5-2 서덕순 마중물

3호선 수서(출발) 대화 10-2 서덕순 마중물

5호선 영등포구청 방화 1-3 서덕순 마중물

6호선 상월곡 응암 8-2 서덕순 마중물

7호선 내방 장암 1-2 서덕순 마중물

2호선 낙성대 내선 10-2 서윤덕 어깨

3호선 가락시장 대화 4-4 서윤덕 어깨

5호선 영등포구청 방화 4-3 서윤덕 어깨

6호선 상월곡 봉화산 7-4 서윤덕 어깨

7호선 이수 장암 8-2 서윤덕 어깨

2호선 낙성대 외선 10-1 석영자 자화상

3호선 가락시장 대화 7-3 석영자 자화상

5호선 영등포구청 상일동 1-3 석영자 자화상

6호선 월곡 응암 1-2 석영자 자화상

7호선 남성 온수 1-2 석영자 자화상

2호선 서울대입구 내선 10-2 선관종 마스크

3호선 가락시장 대화 8-3 선관종 마스크

5호선 영등포구청 상일동 3-3 선관종 마스크

6호선 월곡 응암 2-2 선관종 마스크

7호선 숭실대입구 온수 1-2 선관종 마스크

3호선 가락시장 대화 9-2 성순철 구석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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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영등포구청 상일동 8-3 성순철 구석의 힘

6호선 월곡 응암 3-1 성순철 구석의 힘

6호선 약수 응암 2-3 성순철 구석의 힘

7호선 상도 장암 8-2 성순철 구석의 힘

2호선 서울대입구 외선 10-2 성희지 발자국

3호선 가락시장 대화 10-3 성희지 발자국

5호선 영등포시장 방화 1-2 성희지 발자국

6호선 월곡 응암 5-1 성희지 발자국

7호선 상도 온수 1-2 성희지 발자국

2호선 봉천 내선 1-2 소양희 두레상의 봄

3호선 가락시장 오금 1-3 소양희 두레상의 봄

5호선 영등포시장 방화 2-1 소양희 두레상의 봄

6호선 월곡 응암 6-1 소양희 두레상의 봄

7호선 장승배기 장암 1-3 소양희 두레상의 봄

2호선 봉천 내선 10-2 손오권 마스크

3호선 가락시장 오금 7-3 손오권 마스크

5호선 영등포시장 방화 6-1 손오권 마스크

6호선 고려대 응암 2-3 손오권 마스크

7호선 장승배기 온수 1-2 손오권 마스크

2호선 봉천 외선 10-2 송창헌 별똥별

3호선 가락시장 오금 10-2 송창헌 별똥별

5호선 영등포시장 방화 8-1 송창헌 별똥별

6호선 고려대 응암 5-3 송창헌 별똥별

7호선 보라매 장암 8-3 송창헌 별똥별

2호선 신림 내선 10-2 송하진 휴가원

3호선 경찰병원 대화 10-2 송하진 휴가원

5호선 영등포시장 상일동 2-3 송하진 휴가원

6호선 고려대 응암 8-2 송하진 휴가원

7호선 신풍 장암 8-2 송하진 휴가원

2호선 신림 외선 10-2 송화연 일상의 시선

3호선 경찰병원 오금 1-4 송화연 일상의 시선

5호선 영등포시장 상일동 3-3 송화연 일상의 시선

6호선 고려대 봉화산 1-2 송화연 일상의 시선

7호선 신풍 온수 8-3 송화연 일상의 시선

2호선 신대방 내선 5-1 신계옥 오십견

3호선 경찰병원 오금 5-4 신계옥 오십견

5호선 영등포시장 상일동 6-3 신계옥 오십견

6호선 고려대 봉화산 7-1 신계옥 오십견

7호선 대림 장암 1-2 신계옥 오십견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 내선 10-2 신민영 우리에게 내려앉은 것은

3호선 오금 대화 3-4 신민영 우리에게 내려앉은 것은

5호선 신길 방화 1-2 신민영 우리에게 내려앉은 것은

6호선 안암 응암 6-3 신민영 우리에게 내려앉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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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남구로 장암 1-2 신민영 우리에게 내려앉은 것은

3호선 지축 오금 7-2 신승윤 빗

3호선 오금 대화 5-2 신승윤 빗

5호선 신길 방화 2-2 신승윤 빗

6호선 안암 응암 7-3 신승윤 빗

7호선 남구로 온수 8-3 신승윤 빗

2호선 대림 내선 1-2 신진련 수국

3호선 오금 대화 9-2 신진련 수국

5호선 신길 방화 8-2 신진련 수국

6호선 안암 봉화산 1-2 신진련 수국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장암 3-4 신진련 수국

2호선 대림 외선 10-2 심경숙 뉘시오

3호선 오금 오금 1-2 심경숙 뉘시오

5호선 신길 상일동 2-2 심경숙 뉘시오

6호선 보문 응암 8-2 심경숙 뉘시오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온수 8-3 심경숙 뉘시오

2호선 신도림 내선 1-1 심준보 하루 종일

3호선 오금 오금 3-2 심준보 하루 종일

5호선 신길 상일동 8-2 심준보 하루 종일

5호선 군자 상일동 2-3 심준보 하루 종일

6호선 보문 봉화산 1-2 심준보 하루 종일

2호선 신도림 내선 2-2 안수현 반디

3호선 오금 오금 5-3 안수현 반디

5호선 여의도 방화 1-3 안수현 반디

6호선 보문 봉화산 2-2 안수현 반디

7호선 광명사거리 온수 8-1 안수현 반디

2호선 신도림 내선 3-2 양순복 노을이 질 때면

3호선 오금 오금 10-2 양순복 노을이 질 때면

5호선 여의도 방화 3-3 양순복 노을이 질 때면

6호선 보문 봉화산 3-2 양순복 노을이 질 때면

7호선 천왕 장암 1-2 양순복 노을이 질 때면

2호선 신도림 내선 5-1 여남은 화향

4호선 노원 남태령 2-1 여남은 화향

5호선 오목교 방화 7-1 여남은 화향

6호선 창신 응암 1-4 여남은 화향

7호선 천왕 온수 8-2 여남은 화향

2호선 신도림 외선 8-2 오정숙 몽돌의 방식

4호선 노원 당고개 4-3 오정숙 몽돌의 방식

5호선 여의도 상일동 1-3 오정숙 몽돌의 방식

6호선 창신 응암 8-2 오정숙 몽돌의 방식

8호선 암사 암사 5-2 오정숙 몽돌의 방식

2호선 신도림 외선 10-3 오현 선물

4호선 노원 당고개 6-1 오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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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여의도 상일동 4-3 오현 선물

6호선 창신 봉화산 1-2 오현 선물

8호선 암사 암사 6-2 오현 선물

3호선 불광 대화 10-2 원효정 종착역

5호선 마천 방화 1-2 원효정 종착역

6호선 창신 봉화산 2-2 원효정 종착역

6호선 불광 봉화산 8-2 원효정 종착역

7호선 온수 장암 1-2 원효정 종착역

2호선 문래 내선 4-4 유미경 소박한 사치

4호선 노원 당고개 9-2 유미경 소박한 사치

5호선 여의나루 상일동 2-2 유미경 소박한 사치

6호선 창신 봉화산 8-2 유미경 소박한 사치

8호선 암사 모란 3-4 유미경 소박한 사치

2호선 문래 내선 10-2 유외순 약 팥

4호선 창동 남태령 9-3 유외순 약 팥

5호선 여의나루 상일동 4-2 유외순 약 팥

6호선 동묘앞 응암 3-4 유외순 약 팥

8호선 암사 모란 6-3 유외순 약 팥

2호선 문래 외선 1-2 유효경 돋을볕

4호선 창동 남태령 10-2 유효경 돋을볕

5호선 여의나루 상일동 6-2 유효경 돋을볕

6호선 동묘앞 응암 4-4 유효경 돋을볕

8호선 천호 암사 2-2 유효경 돋을볕

2호선 문래 외선 10-2 윤두진 품앗이

4호선 창동 당고개 1-2 윤두진 품앗이

5호선 여의나루 방화 1-4 윤두진 품앗이

6호선 동묘앞 응암 7-4 윤두진 품앗이

8호선 천호 암사 4-2 윤두진 품앗이

2호선 영등포구청 내선 10-2 윤봉하 김치 한 통

4호선 창동 당고개 5-2 윤봉하 김치 한 통

5호선 여의나루 방화 2-4 윤봉하 김치 한 통

6호선 동묘앞 응암 8-2 윤봉하 김치 한 통

8호선 천호 암사 4-1 윤봉하 김치 한 통

2호선 영등포구청 외선 10-2 윤현주 같이 크는 엄마

4호선 창동 당고개 6-2 윤현주 같이 크는 엄마

5호선 신정 방화 8-1 윤현주 같이 크는 엄마

6호선 동묘앞 봉화산 2-2 윤현주 같이 크는 엄마

8호선 천호 암사 5-3 윤현주 같이 크는 엄마

3호선 오금 대화 7-3 이경애 보리

4호선 쌍문 남태령 1-3 이경애 보리

5호선 여의나루 방화 6-3 이경애 보리

6호선 동묘앞 봉화산 5-4 이경애 보리

8호선 천호 모란 1-1 이경애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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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당산 외선 9-2 이관복 엄마

4호선 쌍문 남태령 5-3 이관복 엄마

5호선 마포 방화 8-2 이관복 엄마

6호선 신당 응암 1-4 이관복 엄마

8호선 천호 모란 3-3 이관복 엄마

2호선 당산 외선 10-2 이광범 내리사랑은 씨앗이었다

4호선 쌍문 남태령 10-2 이광범 내리사랑은 씨앗이었다

5호선 공덕 방화 4-4 이광범 내리사랑은 씨앗이었다

6호선 신당 응암 3-4 이광범 내리사랑은 씨앗이었다

8호선 천호 모란 4-1 이광범 내리사랑은 씨앗이었다

4호선 쌍문 당고개 7-2 이남섭 두물머리

5호선 공덕 상일동 2-2 이남섭 두물머리

6호선 신당 응암 7-4 이남섭 두물머리

7호선 멱목 온수 8-2 이남섭 두물머리

8호선 강동구청 암사 3-2 이남섭 두물머리

2호선 합정 외선 10-3 이남순 부스럭부스럭

4호선 쌍문 당고개 9-2 이남순 부스럭부스럭

5호선 공덕 상일동 5-2 이남순 부스럭부스럭

6호선 신당 응암 8-2 이남순 부스럭부스럭

8호선 강동구청 암사 4-1 이남순 부스럭부스럭

1호선 청량리 소요산 10-2 이래호 나때는 말이야 지하철은

2호선 홍대입구 내선 4-2 이래호 나때는 말이야 지하철은

4호선 서울역 남태령 5-3 이래호 나때는 말이야 지하철은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방화 4-3 이래호 나때는 말이야 지하철은

8호선 강동구청 모란 1-4 이래호 나때는 말이야 지하철은

3호선 경복궁 대화 10-2 이상영 가족사진

4호선 수유 남태령 10-2 이상영 가족사진

5호선 애오개 상일동 2-2 이상영 가족사진

6호선 청구 봉화산 1-3 이상영 가족사진

8호선 강동구청 모란 5-2 이상영 가족사진

2호선 을지로3가 외선 5-2 이서연 하이힐

4호선 수유 당고개 5-2 이서연 하이힐

5호선 충정로 방화 6-4 이서연 하이힐

6호선 약수 응암 1-3 이서연 하이힐

8호선 몽촌토성 암사 1-2 이서연 하이힐

2호선 구의 내선 8-1 이서현 조급한 청춘에게

2호선 낙성대 내선 9-2 이서현 조급한 청춘에게

2호선 서울대입구 외선 7-2 이서현 조급한 청춘에게

2호선 이대 외선 7-3 이서현 조급한 청춘에게

4호선 총신대입구 당고개 3-4 이서현 조급한 청춘에게

2호선 잠실나루 외선 10-3 이선민 누군가의 봄

4호선 미아 남태령 4-1 이선민 누군가의 봄

5호선 충정로 상일동 2-4 이선민 누군가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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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선 약수 응암 4-3 이선민 누군가의 봄

8호선 몽촌토성 암사 5-2 이선민 누군가의 봄

2호선 아현 외선 10-2 이수현 오늘

4호선 미아 당고개 2-3 이수현 오늘

5호선 서대문 방화 2-4 이수현 오늘

6호선 약수 봉화산 6-3 이수현 오늘

8호선 몽촌토성 모란 3-3 이수현 오늘

2호선 이대 외선 10-1 이숙영 문득 그리운 것들

4호선 미아사거리 남태령 1-2 이숙영 문득 그리운 것들

5호선 서대문 방화 8-2 이숙영 문득 그리운 것들

6호선 버티고개 응암 2-3 이숙영 문득 그리운 것들

8호선 몽촌토성 모란 6-2 이숙영 문득 그리운 것들

2호선 충청로 외선 10-1 이승환 김밥

4호선 미아사거리 남태령 7-2 이승환 김밥

5호선 서대문 상일동 7-2 이승환 김밥

6호선 버티고개 응암 6-3 이승환 김밥

8호선 잠실 암사 1-2 이승환 김밥

3호선 지축 오금 1-3 이우상 여백의 마음

4호선 미아사거리 당고개 3-3 이우상 여백의 마음

5호선 광화문 방화 8-2 이우상 여백의 마음

6호선 버티고개 봉화산 2-3 이우상 여백의 마음

8호선 잠실 암사 6-3 이우상 여백의 마음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 외선 9-3 이원희 섦

4호선 미아사거리 당고개 7-3 이원희 섦

5호선 광화문 상일동 3-2 이원희 섦

6호선 버티고개 봉화산 6-3 이원희 섦

8호선 잠실 모란 3-4 이원희 섦

3호선 약수 대화 6-2 이유미 응봉산 개나리

3호선 약수 오금 5-3 이유미 응봉산 개나리

3호선 금호 대화 9-2 이유미 응봉산 개나리

3호선 금호 오금 4-2 이유미 응봉산 개나리

3호선 옥수 대화 4-4 이유미 응봉산 개나리

3호선 지축 오금 9-2 이은채 수박

4호선 미아사거리 당고개 10-3 이은채 수박

5호선 종로3가 방화 4-4 이은채 수박

6호선 한강진 응암 1-2 이은채 수박

8호선 잠실 모란 4-1 이은채 수박

3호선 지축 오금 10-2 이재현 고욤나무

4호선 길음 남태령 1-3 이재현 고욤나무

5호선 종로3가 방화 8-2 이재현 고욤나무

6호선 한강진 응암 4-1 이재현 고욤나무

8호선 잠실 모란 6-2 이재현 고욤나무

3호선 금호 대화 10-2 이정한 가난한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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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길음 남태령 4-3 이정한 가난한 감자

5호선 종로3가 상일동 4-4 이정한 가난한 감자

6호선 한강진 응암 8-1 이정한 가난한 감자

8호선 석촌 암사 1-4 이정한 가난한 감자

3호선 구파발 오금 7-3 이종범 청보리밭

4호선 길음 남태령 10-2 이종범 청보리밭

5호선 종로3가 상일동 6-3 이종범 청보리밭

6호선 한강진 봉화산 1-3 이종범 청보리밭

8호선 석촌 암사 3-4 이종범 청보리밭

3호선 연신내 오금 10-2 이태섭 사랑해줘요

4호선 길음 당고개 4-1 이태섭 사랑해줘요

5호선 종로3가 상일동 8-2 이태섭 사랑해줘요

6호선 이태원 응암 1-2 이태섭 사랑해줘요

8호선 석촌 암사 5-2 이태섭 사랑해줘요

4호선 길음 당고개 7-3 이태순 물수제비

4호선 성신여대입구 당고개 6-4 이태순 물수제비

5호선 을지로4가 방화 5-4 이태순 물수제비

6호선 이태원 응암 4-1 이태순 물수제비

8호선 석촌 암사 6-3 이태순 물수제비

3호선 불광 오금 10-3 이호석 지하철 환승역

3호선 종로3가 대화 9-1 이호석 지하철 환승역

5호선 왕십리 방화 3-3 이호석 지하철 환승역

6호선 이태원 응암 7-2 이호석 지하철 환승역

8호선 석촌 모란 3-2 이호석 지하철 환승역

3호선 녹번 대화 10-2 이희국 수건

4호선 성신여대입구 남태령 3-1 이희국 수건

5호선 을지로4가 방화 8-2 이희국 수건

6호선 이태원 봉화산 1-4 이희국 수건

8호선 석촌 모란 4-1 이희국 수건

3호선 녹번 오금 1-2 임미정 언젠가는 싹이 돋아날거야

4호선 성신여대입구 남태령 5-2 임미정 언젠가는 싹이 돋아날거야

5호선 을지로4가 상일동 1-3 임미정 언젠가는 싹이 돋아날거야

6호선 이태원 봉화산 4-4 임미정 언젠가는 싹이 돋아날거야

8호선 석촌 모란 5-2 임미정 언젠가는 싹이 돋아날거야

3호선 녹번 오금 10-2 임수연 안다

4호선 성신여대입구 남태령 9-3 임수연 안다

5호선 을지로4가 상일동 6-4 임수연 안다

6호선 이태원 봉화산 8-2 임수연 안다

8호선 송파 암사 2-2 임수연 안다

3호선 홍제 대화 10-2 임재화 운문사

4호선 성신여대입구 당고개 7-3 임재화 운문사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방화 1-3 임재화 운문사

6호선 녹사평 응암 3-2 임재화 운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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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송파 암사 5-4 임재화 운문사

3호선 홍제 오금 9-2 임정원 넝쿨손

4호선 성신여대입구 당고개 10-2 임정원 넝쿨손

6호선 녹사평 응암 5-2 임정원 넝쿨손

8호선 송파 암사 6-2 임정원 넝쿨손

8호선 모란 모란 5-3 임정원 넝쿨손

3호선 홍제 오금 10-2 임정은 바다

4호선 한성대입구 남태령 3-4 임정은 바다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방화 6-4 임정은 바다

6호선 녹사평 봉화산 4-3 임정은 바다

8호선 송파 모란 1-4 임정은 바다

3호선 무악재 대화 1-4 임찬웅 신호등 앞에서

4호선 한성대입구 남태령 6-3 임찬웅 신호등 앞에서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방화 7-2 임찬웅 신호등 앞에서

6호선 녹사평 봉화산 6-4 임찬웅 신호등 앞에서

8호선 송파 모란 3-2 임찬웅 신호등 앞에서

3호선 무악재 대화 6-4 임창선 힘내!

4호선 한성대입구 남태령 10-2 임창선 힘내!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상일동 1-3 임창선 힘내!

6호선 녹사평 봉화산 7-4 임창선 힘내!

8호선 송파 모란 4-1 임창선 힘내!

3호선 무악재 대화 8-4 임하경 넉넉지 않지만, 한 숟갈 들어라

4호선 한성대입구 당고개 6-3 임하경 넉넉지 않지만, 한 숟갈 들어라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상일동 2-3 임하경 넉넉지 않지만, 한 숟갈 들어라

6호선 녹사평 봉화산 8-2 임하경 넉넉지 않지만, 한 숟갈 들어라

8호선 송파 모란 5-4 임하경 넉넉지 않지만, 한 숟갈 들어라

3호선 무악재 대화 10-2 임혁희 할머니의 통장

4호선 한성대입구 당고개 8-1 임혁희 할머니의 통장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상일동 4-2 임혁희 할머니의 통장

6호선 삼각지 응암 2-3 임혁희 할머니의 통장

8호선 송파 모란 6-3 임혁희 할머니의 통장

3호선 무악재 오금 1-2 장엄정 시로 잼을 만들다

4호선 한성대입구 당고개 10-2 장엄정 시로 잼을 만들다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상일동 8-3 장엄정 시로 잼을 만들다

6호선 삼각지 응암 4-3 장엄정 시로 잼을 만들다

8호선 가락시장 암사 1-2 장엄정 시로 잼을 만들다

3호선 무악재 오금 5-1 장영화 관절통

4호선 혜화 남태령 3-1 장영화 관절통

5호선 청구 상일동 1-4 장영화 관절통

6호선 삼각지 응암 8-2 장영화 관절통

8호선 가락시장 암사 4-1 장영화 관절통

3호선 무악재 오금 6-2 장은실 별 하나

4호선 혜화 남태령 3-4 장은실 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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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청구 상일동 3-4 장은실 별 하나

6호선 삼각지 봉화산 1-2 장은실 별 하나

8호선 가락시장 암사 4-3 장은실 별 하나

3호선 무악재 오금 10-2 장하준 지하철 손잡이

4호선 혜화 당고개 1-2 장하준 지하철 손잡이

5호선 청구 상일동 8-3 장하준 지하철 손잡이

6호선 삼각지 봉화산 3-2 장하준 지하철 손잡이

8호선 가락시장 모란 2-3 장하준 지하철 손잡이

3호선 독립문 대화 1-2 전다정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4호선 혜화 당고개 6-4 전다정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5호선 신금호 방화 3-4 전다정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6호선 효창공원앞 응암 7-4 전다정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8호선 가락시장 모란 3-2 전다정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3호선 독립문 대화 8-2 전순선 어떤 바람이

4호선 혜화 당고개 8-2 전순선 어떤 바람이

5호선 신금호 방화 4-4 전순선 어떤 바람이

6호선 효창공원앞 응암 8-2 전순선 어떤 바람이

8호선 가락시장 모란 4-1 전순선 어떤 바람이

3호선 독립문 대화 10-2 정대현 시소

4호선 혜화 당고개 10-2 정대현 시소

5호선 신금호 방화 8-2 정대현 시소

6호선 효창공원앞 봉화산 1-2 정대현 시소

8호선 가락시장 모란 5-3 정대현 시소

3호선 독립문 오금 3-3 정병국 순수

4호선 삼각지 당고개 3-3 정병국 순수

5호선 신금호 상일동 2-4 정병국 순수

6호선 효창공원앞 봉화산 4-2 정병국 순수

8호선 문정 암사 2-2 정병국 순수

3호선 독립문 오금 5-3 정수안 프레임

4호선 동대문 남태령 10-2 정수안 프레임

5호선 신금호 상일동 5-4 정수안 프레임

6호선 효창공원앞 봉화산 6-2 정수안 프레임

8호선 문정 암사 3-2 정수안 프레임

3호선 독립문 오금 10-2 정윤경 오색연등

4호선 동대문 당고개 6-1 정윤경 오색연등

5호선 신금호 상일동 8-2 정윤경 오색연등

5호선 오금 방화 6-3 정윤경 오색연등

8호선 문정 암사 5-3 정윤경 오색연등

3호선 경복궁 대화 4-2 정윤하 페달을 밟으며

4호선 동대문 당고개 8-3 정윤하 페달을 밟으며

5호선 행당 방화 1-2 정윤하 페달을 밟으며

6호선 공덕 봉화산 4-2 정윤하 페달을 밟으며

8호선 문정 암사 6-4 정윤하 페달을 밟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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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경복궁 대화 6-1 정은미 큰 나무

4호선 동대문 당고개 10-2 정은미 큰 나무

5호선 행당 방화 2-1 정은미 큰 나무

6호선 대흥 응암 6-4 정은미 큰 나무

8호선 문정 모란 2-2 정은미 큰 나무

3호선 경복궁 대화 9-4 정인아 나박 김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남태령 1-3 정인아 나박 김치

5호선 행당 방화 4-1 정인아 나박 김치

6호선 대흥 응암 8-2 정인아 나박 김치

8호선 문정 모란 3-2 정인아 나박 김치

2호선 신촌 외선 4-4 정진현 사회적 거리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남태령 2-3 정진현 사회적 거리

5호선 행당 방화 7-1 정진현 사회적 거리

6호선 대흥 봉화산 1-2 정진현 사회적 거리

8호선 문정 모란 4-2 정진현 사회적 거리

3호선 경복궁 오금 1-2 정한지 생일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남태령 3-3 정한지 생일

5호선 행당 방화 8-1 정한지 생일

6호선 대흥 봉화산 3-1 정한지 생일

8호선 문정 모란 5-3 정한지 생일

3호선 경복궁 오금 4-1 정헌영 황혼녘에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남태령 5-3 정헌영 황혼녘에

5호선 행당 상일동 1-3 정헌영 황혼녘에

6호선 대흥 봉화산 4-1 정헌영 황혼녘에

8호선 문정 모란 6-3 정헌영 황혼녘에

3호선 경복궁 오금 7-4 정홍선 걷기의 미학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남태령 10-3 정홍선 걷기의 미학

5호선 행당 상일동 3-3 정홍선 걷기의 미학

6호선 대흥 봉화산 5-2 정홍선 걷기의 미학

8호선 장지 암사 2-2 정홍선 걷기의 미학

1호선 동묘앞 인천 8-3 조기희 엄마손

3호선 압구정 대화 10-2 조기희 엄마손

5호선 광나루 상일동 8-2 조기희 엄마손

6호선 응암 독바위 8-2 조기희 엄마손

8호선 몽촌토성 암사 2-4 조기희 엄마손

3호선 경복궁 오금 10-2 조다현 상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당고개 2-1 조다현 상처

5호선 행당 상일동 4-3 조다현 상처

6호선 광흥창 응암 1-4 조다현 상처

8호선 장지 암사 4-1 조다현 상처

2호선 문래 내선 2-4 조성식 바다가 내게 오던 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당고개 10-2 조성식 바다가 내게 오던 날

5호선 행당 상일동 7-3 조성식 바다가 내게 오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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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선 광흥창 응암 3-4 조성식 바다가 내게 오던 날

8호선 장지 암사 6-2 조성식 바다가 내게 오던 날

3호선 종로3가 대화 10-1 조온현 나비

4호선 명동 남태령 1-3 조온현 나비

5호선 행당 상일동 8-2 조온현 나비

6호선 광흥창 응암 4-4 조온현 나비

8호선 장지 모란 1-2 조온현 나비

3호선 종로3가 오금 1-4 조요섭 씨앗, 당신

4호선 명동 남태령 3-3 조요섭 씨앗, 당신

5호선 을지로4가 방화 7-2 조요섭 씨앗, 당신

6호선 광흥창 응암 8-2 조요섭 씨앗, 당신

8호선 장지 모란 1-4 조요섭 씨앗, 당신

3호선 종로3가 오금 6-1 조현순 감나무

4호선 명동 남태령 8-3 조현순 감나무

5호선 왕십리 방화 6-2 조현순 감나무

6호선 상수 응암 1-4 조현순 감나무

8호선 장지 모란 4-3 조현순 감나무

3호선 종로3가 오금 7-3 조희길 산다는 것은

4호선 명동 남태령 10-2 조희길 산다는 것은

5호선 왕십리 방화 8-2 조희길 산다는 것은

6호선 상수 응암 4-4 조희길 산다는 것은

8호선 장지 모란 6-3 조희길 산다는 것은

3호선 을지로3가 대화 1-3 조희애 눈송이

4호선 명동 당고개 3-3 조희애 눈송이

5호선 왕십리 상일동 4-3 조희애 눈송이

6호선 상수 응암 5-4 조희애 눈송이

8호선 복정 암사 2-1 조희애 눈송이

3호선 을지로3가 대화 6-2 주미르 문과식 수학

4호선 명동 당고개 7-2 주미르 문과식 수학

5호선 왕십리 상일동 8-2 주미르 문과식 수학

6호선 상수 응암 8-2 주미르 문과식 수학

8호선 복정 암사 4-1 주미르 문과식 수학

3호선 을지로3가 대화 10-1 진순미 굴렁쇠

4호선 회현 남태령 6-3 진순미 굴렁쇠

5호선 마장 방화 5-1 진순미 굴렁쇠

6호선 상수 봉화산 2-2 진순미 굴렁쇠

8호선 복정 암사 6-4 진순미 굴렁쇠

3호선 을지로3가 오금 8-3 채성수 사람과 사랑

4호선 회현 남태령 8-3 채성수 사람과 사랑

5호선 마장 방화 6-1 채성수 사람과 사랑

6호선 상수 봉화산 3-2 채성수 사람과 사랑

8호선 복정 모란 2-2 채성수 사람과 사랑

3호선 충무로 대화 3-4 최남섭 좋은날

175

176

177

178

179

180

171

172

173

174



4호선 회현 당고개 1-3 최남섭 좋은날

5호선 마장 상일동 3-3 최남섭 좋은날

6호선 안암 응암 8-2 최남섭 좋은날

8호선 복정 모란 4-3 최남섭 좋은날

3호선 충무로 대화 7-1 최남식 마스크

4호선 회현 당고개 2-3 최남식 마스크

5호선 마장 상일동 5-3 최남식 마스크

6호선 합정 응암 8-1 최남식 마스크

8호선 복정 모란 5-4 최남식 마스크

3호선 충무로 대화 7-3 최병규 감꽃

4호선 회현 당고개 5-3 최병규 감꽃

5호선 마장 상일동 8-2 최병규 감꽃

6호선 합정 봉화산 1-2 최병규 감꽃

8호선 산성 암사 2-2 최병규 감꽃

3호선 충무로 대화 8-4 최서연 날갯짓

4호선 회현 당고개 10-2 최서연 날갯짓

5호선 답십리 방화 1-2 최서연 날갯짓

6호선 합정 봉화산 2-1 최서연 날갯짓

8호선 산성 암사 3-1 최서연 날갯짓

2호선 강변 외선 10-3 최서윤 집으로 가는 길

2호선 합정 외선 8-1 최서윤 집으로 가는 길

5호선 답십리 방화 5-1 최서윤 집으로 가는 길

6호선 합정 봉화산 4-1 최서윤 집으로 가는 길

8호선 산성 암사 4-1 최서윤 집으로 가는 길

3호선 충무로 오금 1-3 최서현 걱정거리

4호선 서울역 남태령 3-3 최서현 걱정거리

5호선 답십리 방화 6-1 최서현 걱정거리

6호선 합정 봉화산 6-1 최서현 걱정거리

8호선 산성 암사 5-1 최서현 걱정거리

3호선 충무로 오금 4-4 최선희 김순남씨

5호선 답십리 방화 8-1 최선희 김순남씨

6호선 합정 봉화산 7-1 최선희 김순남씨

8호선 산성 암사 6-3 최선희 김순남씨

9호선 개화 종합운동장 1-3 최선희 김순남씨

2호선 용두 성수 2-3 최소희 가을 바람

4호선 미아사거리 남태령 8-3 최소희 가을 바람

5호선 서대문 상일동 8-2 최소희 가을 바람

6호선 버티고개 응암 7-3 최소희 가을 바람

8호선 잠실 암사 4-3 최소희 가을 바람

3호선 충무로 오금 6-4 최외숙 풀등

4호선 서울역 남태령 10-2 최외숙 풀등

5호선 답십리 상일동 1-3 최외숙 풀등

6호선 합정 봉화산 8-3 최외숙 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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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산성 모란 1-2 최외숙 풀등

3호선 충무로 오금 7-3 최우석 늦잠

4호선 서울역 당고개 1-2 최우석 늦잠

5호선 답십리 상일동 2-3 최우석 늦잠

6호선 망원 응암 2-1 최우석 늦잠

8호선 산성 모란 2-4 최우석 늦잠

3호선 충무로 오금 9-4 최원경 명의

4호선 서울역 당고개 5-2 최원경 명의

5호선 답십리 상일동 4-3 최원경 명의

6호선 망원 봉화산 1-3 최원경 명의

8호선 산성 모란 3-4 최원경 명의

3호선 충무로 오금 10-1 최일분 새벽을 여는 소리

4호선 서울역 당고개 7-1 최일분 새벽을 여는 소리

5호선 답십리 상일동 6-3 최일분 새벽을 여는 소리

6호선 망원 봉화산 2-3 최일분 새벽을 여는 소리

8호선 산성 모란 4-3 최일분 새벽을 여는 소리

3호선 동대입구 대화 1-2 최지원 잠깐 여기 멈춰주세요

4호선 서울역 당고개 10-1 최지원 잠깐 여기 멈춰주세요

5호선 화곡 상일동 8-2 최지원 잠깐 여기 멈춰주세요

5호선 답십리 상일동 7-3 최지원 잠깐 여기 멈춰주세요

8호선 산성 모란 5-4 최지원 잠깐 여기 멈춰주세요

3호선 동대입구 대화 2-3 최진 개기월식

4호선 숙대입구 남태령 1-2 최진 개기월식

5호선 답십리 상일동 8-2 최진 개기월식

6호선 망원 봉화산 5-3 최진 개기월식

8호선 산성 모란 6-3 최진 개기월식

3호선 동대입구 대화 6-2 최한슬 방파제

4호선 숙대입구 당고개 1-2 최한슬 방파제

5호선 장한평 방화 2-2 최한슬 방파제

6호선 마포구청 응암 3-1 최한슬 방파제

8호선 남한산성입구 암사 3-2 최한슬 방파제

2호선 시청 내선 2-2 테레시아 마가렛 외국인이라는 나

4호선 숙대입구 당고개 6-4 테레시아 마가렛 외국인이라는 나

5호선 장한평 방화 3-2 테레시아 마가렛 외국인이라는 나

6호선 이태원 봉화산 6-4 테레시아 마가렛 외국인이라는 나

8호선 남한산성입구 암사 4-1 테레시아 마가렛 외국인이라는 나

3호선 동대입구 오금 10-2 하정선 제비꽃

4호선 삼각지 남태령 2-2 하정선 제비꽃

5호선 장한평 방화 8-2 하정선 제비꽃

6호선 마포구청 응암 8-1 하정선 제비꽃

8호선 남한산성입구 모란 3-3 하정선 제비꽃

3호선 약수 대화 5-4 한소정 등

4호선 동대문 남태령 5-3 한소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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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장한평 상일동 4-2 한소정 등

6호선 월드컵경기장 응암 6-3 한소정 등

8호선 남한산성입구 모란 6-3 한소정 등

3호선 지축 오금 8-2 한영숙 대화

4호선 삼각지 당고개 5-3 한영숙 대화

5호선 장한평 상일동 5-2 한영숙 대화

6호선 월드컵경기장 응암 7-3 한영숙 대화

8호선 단대오거리 암사 1-2 한영숙 대화

3호선 약수 오금 2-1 한향흠 고사리

4호선 신용산 남태령 6-2 한향흠 고사리

5호선 군자 방화 5-3 한향흠 고사리

6호선 월드컵경기장 봉화산 6-3 한향흠 고사리

8호선 단대오거리 암사 4-2 한향흠 고사리

4호선 신용산 남태령 10-2 허대현 수박

5호선 군자 방화 8-2 허대현 수박

6호선 월드컵경기장 봉화산 8-1 허대현 수박

8호선 잠실 모란 2-2 허대현 수박

8호선 단대오거리 모란 1-2 허대현 수박

3호선 약수 오금 6-3 허정진 삶

4호선 신용산 당고개 9-4 허정진 삶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 응암 1-3 허정진 삶

7호선 광명사거리 장암 1-1 허정진 삶

8호선 단대오거리 모란 1-3 허정진 삶

4호선 이촌 남태령 1-4 홍서영 오일장

5호선 광화문 상일동 6-3 홍서영 오일장

5호선 군자 상일동 6-2 홍서영 오일장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 봉화산 1-2 홍서영 오일장

8호선 신흥 암사 1-4 홍서영 오일장

3호선 금호 오금 2-3 홍성현 노부부

4호선 이촌 남태령 9-2 홍성현 노부부

5호선 아차산 방화 2-3 홍성현 노부부

6호선 증산 응암 5-3 홍성현 노부부

8호선 신흥 암사 4-1 홍성현 노부부

4호선 미아사거리 당고개 9-3 홍수안 수세미

4호선 이촌 남태령 10-2 홍수안 수세미

5호선 아차산 방화 4-3 홍수안 수세미

6호선 증산 응암 8-2 홍수안 수세미

8호선 신흥 암사 4-4 홍수안 수세미

3호선 금호 오금 5-2 홍숙영 여뀌의 자리

4호선 이촌 당고개 1-4 홍숙영 여뀌의 자리

5호선 아차산 방화 6-3 홍숙영 여뀌의 자리

6호선 증산 봉화산 1-2 홍숙영 여뀌의 자리

8호선 신흥 암사 5-4 홍숙영 여뀌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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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종각 소요산 10-2 홍하영 노둣돌

3호선 고속터미널 대화 3-1 홍하영 노둣돌

5호선 개화산 방화 8-2 홍하영 노둣돌

5호선 강동 상일동 8-1 홍하영 노둣돌

6호선 구산 봉화산 1-2 홍하영 노둣돌

3호선 금호 오금 10-2 황소제 난초

4호선 이촌 당고개 7-3 황소제 난초

5호선 아차산 상일동 2-1 황소제 난초

6호선 증산 봉화산 3-1 황소제 난초

8호선 신흥 모란 2-3 황소제 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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