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경찰서 시장명 주소 허용구간 연장(km) 편측/양측 허용시간

1 종로 한일상가 종로구 종로5가 314-7 24시간

2 종로 신진 종로구 종로38길 16 24시간

3 종로 광장골목 종로구 청계천로 197-5 24시간

4 종로 종로5가지하상가 종로구 종로5가 138 24시간

5 종로 한일지하(마전지하) 종로구 종로5가 398 24시간

6 종로 동대문종합상가A 24시간

7 종로 동대문종합상가B 24시간

8 종로 동대문종합상가C 24시간

9 종로 동문 종로구 종로44길 14 24시간

10 종로 종로4가지하상가 종로구 종로4가 121 24시간

11 종로 동대문종합상가 종로구 율곡로 308 종로4가R~청계4가R 0.14 편측 24시간

12 종로 광장 종로구 창경궁로81 종로5가R~청계5가R 0.05 편측 24시간

13 중구 방산 중구 을지로33길 18 청계4가R(대도조명)~을지4가R(가보조명) 0.2 편측 24시간

14 중구 중부 중구 을지로36길 35 을지4가R~중구청 앞 0.2 편측 24시간

15 중구 숭례문상가 중구 남대문시장4길21

16 중구 삼익패션타운 중구 남대문시장4길22

17 중구 자유상가 중구 남대문시장4길23

18 중구 남대문로지하상가 중구 남대문시장4길24

19 중구 회현지하상가 중구 남대문시장4길26

20 중구 명동역지하쇼핑센터 중구 남대문시장4길27

21 중구 명동지하상가 중구 남대문시장4길28

22 용산 용문 용산구 효창원로 105 용문시장R~도원삼성래미안 정문 0.35 편측 09-18

23 성동 금남(동측) 성동구 독서당로 303-7 금호R 두리의원~시장입구 금남치안센터 0.21 편측 09-18

24 광진 노룬산 고아진구 뚝섬로 491 마포갈매기~숯불구이닭발 0.1 편측 08-23

25 광진 신성 광진구 영화사로 10 우리은행~서울앞선치과 0.26 편측 08-23

26 광진 자양골목 광진구 자양로 13길 59 스카이PC방~낙지촌 0.8 편측 08-23

27 광진 중곡제일 광진구 긴고랑로 11길 14 08-23

28 광진 광성 광진구 능동로 47길 30 08-23

29 광진 중곡제일골목 광진구 긴고랑로 11길 14 08-23

30 동대문 전곡 동대문구 한천로 190 현대유치원~우리은행 장안지점 0.12 편측 10-18

31 동대문 이경 동대문구 휘경로53 외대앞역R~이경시장3 R 0.6 양측 10-18

32 동대문 이문제일 동대문구 이문로 200 이문2치안센터~우리은행석관R 0.1 편측 10-18

33 동대문 깡통 동대문구 경동시장로50 새마을금고~제기R 0.54 양측 10-18

34 동대문 답십리 동대문구 답십리로 51길 3-10 농협답십리R~박준뷰티랩 0.05 편측 10-18

35 동대문 경동 동대문구 왕산로 147 성보상회~제기우체국(편측) 0.35 편측 24시간

36 동대문 약령시장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 부흥한의원~소창한의원 0.39 양측 10-18

37 중랑 동원 중랑구 면목로 74길 45 서울부동산~시장입구 0.12 편측 10-18

38 중랑 면목골목 중랑구 사거정로 50길 83 헤어갤러리~동일흑염소 0.2 편측 10-18

39 성북 밤나무골 성부국 오패산로 79 오패산로69 참한의원~오패산로57 김두현치과 0.1 편측 10-17

40 강북 우이 수유동270-175
한천로1122-1(왕십리곱창)~한천로1138(엄마손기

사식당)
0.15 편측 24시간

41 강북 대지 미아동701-1 솔샘로247(보훈회관)~솔샘로223(카페베네) 0.25 편측 24시간

42 강북 북부 번동413-3 덕릉로159(대원빌딩)~덕릉로135(혼다오토바이) 0.22 편측 24시간

43 강북 솔샘 미아동1349-8 솔샘로220(파크랜드)~솔샘로244(스타헤어) 0.23 편측 24시간

44 도봉 방학동도깨비 도봉구 도당로 13가길 29 대우부동산~센스안경 0.15 양측 10-20

45 도봉 창동신창 도봉구 덕릉로 5길 9 외환은행~북서울농협 0.25 편측 10-20

46 도봉 창동골목 도봉구 덕릉로 58길 14 T-world~꽃동산 0.25 편측 10-20

47 도봉 도봉시장 도봉구 마들로 704 민속전포차(마들로704)~K마트(마들로722) 0.17 편측 10-20

48 서대문 영천 서대문구 통일로175
통일로173-1 스타복권방~통일로165 금화초교 정

문
0.06 편측 09-22

49 서대문 인왕 서대문구 통일로456 09-22

50 서대문 유진상가 서대문구 통일로456 09-22

51 서대문 포방터 홍은중앙로8길4
홍은중앙로8길4 중앙소공원~홍은중앙로106 만리

장성
0.2 편측 09-21

52 서대문 백련  증가로 129 증가로123 서린약국~증가로135 네츄럴하우스 0.15 편측 09-21

53 마포 마포 마포구 만리재로1길

54 마포 공덕 마포구 만리재로1길

55 양천 목3동 양천구 목3동 610-19 고기굼터~신시장약국 0.12 편측 10-17

56 양천 신곡 서울시 신월6동 575-17 농협중앙회~국민은행 0.26 편측 10-17

57 양천 신정제일 서울시 신정1동 1030-6 회어시장~올리비아 허슬러 0.6 편측 10-17

58 강서 남부화곡 강서구 등촌로 5길 80 화곡4동 775-8~화곡4동 772-64 0.35 편측 10-17

59 강서 화곡중앙골목 강서구 월정로30길 63 화곡4동 362-92~화곡4동 362-84 0.3 편측 10-17

종로구 청계천로 279

□ '17년 설명절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83개소)

평일 09∼18

평일 21∼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허용

회현역 7번 출구 ~ 회현역 5번 출구
회현역 4번 출구 ~ 회현역 1번 출구

0.32 양측 09-익일05

편측

편측

편측

편측

편측

0.18

0.09

0.19

0.1

0.5

통일로456 미스터피자~통일로476 불난김밥

동묘역R 삼우텍스~청계7가 삼호호텔

종로4가R 신한은행~청계4가R 신세계조명

만리재로1길13 (공덕초후문1)~만리재로1길13 (공
덕초후문2)

중곡동성당~대화탕



60 강서 까치산 강서구 강서로 12길 14 다이소~강서농협 0.2 편측 10-17

61 강서 송화골목 강서구 강서로 263-29 미즈메디병원~우장산역 4번출구 0.15 편측 10-17

62 강서 화곡본동 강서구 까치산로 35 더와이즈 황병원~약초마을 0.25 편측 10-17

63 구로 남구로 구로구 구로동로26길33 구로4동 우체국~미용재료마트 0.3 양측 10-17

64 구로 오류 구로구 경인로23길8 오류지구대~오류동3R 0.4 양측 10-17

65 구로 개봉중앙 구로구 개봉로17길 34 하나은행~우리은행 0.2 양측 10-17

66 구로 고척근린 구로구 경인로33길 98-3 청인그린빌라~교촌치킨 0.27 양측 10-17

67 구로 고척프라자 구로구 중앙로64 고척우체국~청구@104동 0.26 양측 10-17

68 금천 현대 금천구 독산로133 독산로133~독산로123 0.2 편측 08-22

69 금천 남문 금천구 독산로293 독산로293~독산로281 0.2 편측 08-22

70 영등포 대신
영등포구 도신로 60-7

길
도신로60길7~도신로60길1

도신로236~도신로246
0.22 편측 09-18

71 영등포 사러가 영등포구 신길로 155 신길로155∼가마산로429 0.57 편측 09-18

72 동작 성대 동작구 상도동 102 상도로82(다솜약국)~상도로96(하나은행) 0.15 편측 10-18

73 동작 영도 동작구 상도동 176-2
장승배기로78(우리은행)~상도로204(아이마트안

경)
0.17 편측 10-18

74 동작 강남 동작구 상도로327 상도로327(호산나치과)~상도로313(7번가피자) 0.15 편측 10-18

75 동작 본동(인정) 동작구 노량진로228
노량진로228(행복부동산)~노량진로24길2(애플마

트)
0.17 편측 10-18

76 동작 남성 사당로 사당로295 사당로295(이수역10번출)~사당로273(재활의학과) 0.24 편측 10-18

77 관악 중부 관악구 관악로 212 관악프라자입구~봉천동생고기 0.08 편측 10-18

78 관악 봉천중앙 관악구 관악로 211 동진빌딩~시장입구 횡단보도 0.06 편측 10-18

79 송파 마천중앙 송파구 마천로 45길 23 마천동77-3~마천동162-4 0.1 편측 10-22

80 강동 길동골목 강동구 길1동 397-3 황금당~배움독서실 백제약국 0.17 편측 09-21

81 강동 성내골목 강동구 성내2동 144-16 이편한 공인중개사~스마일 정육센터 0.06 편측 09-21

82 강동 로데오거리상점가 강동구 천호대로 157길 9 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 0.125 편측 09-21

83 강동 천호시장 강동구 구천면로 205 황실유럽자수~금강프라자 0.065 편측 09-21



연번 자치구 시장명 주소 허용구간 연장(km) 편측/양측 허용시간

1 종로 통인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 옥인R~통인R 0.15 편측

매일 09∼17

매일 20∼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허용

2 중구 중부 중구 을지로36길 35 을지5가R~오장동R 0.2 편측 매일 06-20

3 중구 중앙 중구 퇴계로85길 22 혜명가구~바로종합주방 1.24 양측 매일 06-20

4 용산 용문 용산구 효창원로42길 30 새창로120~새창로114-1 0.06 편측 매일 09-18

5 성동 마장축산물 성동구 고산자로24길 4-1 1마장육교 2. 대한적십자~2대명자동차 2. 현대아파트 0.8 편측
매일 09∼17

매일 20∼07

6 성동 금남시장(남측) 독서당로(금남시장) 독서당로285~독서당로271(편측) 0.13 편측
매일 09∼18

매일 20∼07

7 광진 능동로골목 광진구 뚝섬로30길 23 자양3동 553-276~자양3동 553-72 0.07 편측 매일 08-23

8 광진 노룬산골목 광진구 뚝섬로 489 자양4동 45-1~자양4동 43-36 0.12 편측 매일 08-23

9 광진 구의 광진구 구의동 66-28 구의동 66-57~구의동 66-62 0.07 편측 매일 08-23

10 광진 영동교골목 광진구 동일로10길 30 자양4동 236-38~자양4동 246-5 0.076 편측 매일 08-23

11 동대문 답십리현대 동대문구 답십리동 14 세브란스 정형외과~농협답십리지점 0.06 편측
매일 09∼18

매일 20∼07

12 동대문 경동시장 동대문구 왕산로 147 경동시장R~제기우체국 0.35 편측

매일 22∼06

토ㆍ일ㆍ공휴일

전일허용

13 동대문 이경시장 동대문구 휘경로53 외대앞역R~이경시장R 0.6 양측 매일 21-07

14 중랑 동원골목 중랑구 상봉로11길 37 동서울농협~약산약국 0.24 양측

매일 10∼18

매일 20∼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허용

15 중랑 동부골목 중랑구 중랑천로10길 57 안경나라~공간부동산 0.12 편측

매일 09∼18

매일 20∼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허용

16 성북 석관황금
성북구 돌곶이로22길 54-

16
한천로565~한천로559 0.08 편측

매일 09∼18

매일 20∼07

17 강북 강북종합(골목) 강북구 한천로140길 11 한천로1046~한천로1084 0.36 편측
평일 10∼18

평일 22∼07

18 강북 수유중앙(골목) 강북구 삼각산로 152 노해로73~노해로29 0.95 양측
평일 10∼16

평일 20∼07

19 노원 공릉동도깨비 노원구 동일로180길 53 국민은행 공릉지점~공릉시장입구 0.87 편측

매일 09∼17

매일 20∼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허용

20 은평 연서 은평구 통일로 850 은평구 연서로 267~257번지(종로약국~다이소) 0.12 편측
매일 09∼17

매일 20∼07

21 은평 대조 은평구 진흥로 153 은평구 불광로17~진흥로 135번지(대흥빌딩~은혜산부인과) 0.37 편측
매일 10∼17

매일 20∼06

22 은평 대림 은평구 응암로4길 20 1응암로174 2.응암로172~1응암로174-2 2.응암로25-1 0.066 양측 매일 10-07

23 은평 증산 은평구 증산로3길 12 증산로3길8~증산로3길12 0.07 편측 매일 10-07

24 은평 (신)응암 은평구 응암동 427
1응암로22길35 2.응암로22길 8~1응암로22길3-1 2.응암로22

길32
0.59 양측 매일 10-07

25 서대문 모래내(서중) 서대문구 수색로2길 45 수색로26 농축산물 유통센터~수색로38 LG유플레스 0.16 편측 매일 07-17

26 마포 망원ㆍ월드컵 마포구 망원로7길 13 망원로75~망원로87 0.15 편측

매일 09∼18

매일 21∼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허용

27 구로 남구로시장 구로구 구로동로26길 33 이화아파트 보성운수앞~남구로역 1번출구 0.42 편측 매일 10-17

28 강서 공항 강서구 방화동 620-17 한국문화학원~공항지구대 0.2 편측
매일 10∼17

매일 20∼07

29 강서 방신재래 강서구 방화동로16길 32 방화사거리~LG전자 0.1 편측
매일 10∼17

매일 20∼07

□ '17년 설명절 상시(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38개소)



30 영등포 영일 영등포구 문래로30길 27 영일정육점~남일상회 0.22 편측 매일 05-19

31 영등포 조광 영등포구 영신로40길 5 청과시장R~농협영등포시장점R 0.34 양측 매일 05-19

32 동작 사당 동작구 사당로 244 사당로248(엘마트)~사당로258(림프만) 0.12 편측 매일 10-18

33 관악 봉천현대 관악구 양녕로 49 현대시장R~시장입구 0.12 편측

09-18,20-07

토요일,공휴일

전일

34 관악 인헌 관악구 봉천로 616 새태평양온누리약국~중앙철물 0.1 편측 매일 10-17

35 송파 새마을전통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3 석촌호수로 송천빌딩~석촌호수로 신한은행 0.17 편측 매일 10-22

36 강동 암사종합 강동구 상암로11길 25 1수협암사동지점 2.글래스박스안경~2명동안경 2. 영금당
0.04
0.08

편측 매일 12-19

37 강동 명일골목 강동구 명일1동 333-2 스마트학생복~이랜드주니어 0.1 편측 매일 10-19

38 강동 둔촌역재래 강동구 풍성로58길 34 1둔촌역4번출구 2.예시카~2하나은행 2. 외환은행
0.05
0.1

편측
편측

매일 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