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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1 2018-02-01 한명* 연세한국태권도장 강서구 수명로 68-11, 701호(내발산동, 발산타워) 봉고Ⅲ코치 경유 70러**04 소형 2004

180002 2018-02-01 김문* ㈜광진폴리어학원 광진구 자양로 113, 2층(자양동, 구의현대하이엘) 그레이스터보 15인승 경유 76소**33 소형 2002

180003 2018-02-01 유미* 파랑새어린이집 서대문구 홍제동 312-128 그레이스터보 15인승 경유 70어**26 소형 1999

180004 2018-02-01 김명* 예랑어린이집 동대문구 답십리동 268-1 1층 이스타나-롱15코치 경유 서울71모**15 소형 1997

180005 2018-02-06 김태* 대림유치원 영등포구 영등포구 디지털로 455-7 그레이스터보15인승 경유 70로**32 소형 2002

180006 2018-02-06 권장* 아이잼송파어학원 송파구 오금동 23-2 6층 이스타나-롱15코치 경유 76두**93 소형 2000

180007 2018-02-06 정명* 신구보습학원 강남구 압구정로18길 6 (신사동,3층,4층) 이스타나-롱15코치 경유 72더**65 소형 2002

180008 2018-02-07 김덕* 용인대 한신태권도 도봉구 도봉2동 30-1 스타렉스 경유 73어**54 소형 2004

180010 2018-02-08 박종* ㈜와이비엠에듀(애플트리서초어학학원) 종로구 종로 104(종로2가) 프레지오그랜드 경유 70구**64 소형 2001

180011 2018-02-08 임희* 청은어린이집 노원구 중계동 314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

(STAREX)
경유 70너**00 소형 2007

180012 2018-02-12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십일세기연세원리탐구아카데

미
강북구 미아동 304-38 2층 봉고Ⅲ코치 경유 70조**46 소형 2005

180013 2018-02-13 주식회사 ***** 주식회사 티앤엘스쿨 용산구 이촌동 302-61 1층 그레이스터보15인승 경유 75모**45 소형 2002

180014 2018-02-13 이경* 초록어린이집 노원구 상계동 771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경유 70도**92 소형 2009

180015 2018-02-14 최순* 잠원꿈밭어린이집 서초구 잠원동 24-11 봉고Ⅲ코치 경유 70너**83 소형 2005

180016 2018-02-14 윤의* 문달열의아이스펀지잉글리쉬관악어학원 관악구 보라매로 15( 봉천동,3층,4층) 그레이스터보15인승 경유 75부**19 소형 2000

180017 2018-02-20 임재* 한양대 세심태권도 노원구 상계동 172 대림상가 306,307,308호 스타렉스(STAREX) 경유 70노**30 소형 2005

180018 2018-02-20 이소* 어린왕자어린이집 동대문구 신이문로길 10(이문동) 스타렉스(STAREX) 경유 76고**62 소형 2004

180019 2018-02-22 박경* 큰나무이야기어린이집 관악구
남부순환로256라길 25(남현동,한일유앤아이아

파트, 103동101호,201호)
카니발 Ⅱ 경유 24우**10 소형 2003

180020 2018-02-22 이태* 성신음악학원 동대문구 동대문 답십리 472-46 2층
스타렉스인터쿨러단축9인오

토
경유 18조**54 소형 2002

180021 2018-02-22 박선* 자빈어린이집 강동구 양재대로151길 16 (명일동) 프레지오그랜드 경유 76무**72 소형 2002

180022 2018-02-23 이현* 새소리유치원 동대문구 전농동 10 제140동 봉고Ⅲ코치 경유 75너**50 소형 2004

180023 2018-02-27 이백* 선무체육관 금천구 독산동 331-43 스타렉스(STAREX) 경유 70서**70 소형 2005

180024 2018-02-27 감장* 키드윈아트어린이집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57-5(목동, 1층) 그레이스15인 경유 77서**88 소형 1999

180025 2018-02-27 임성* 삼성영어고척학원 구로구 경인로 403, 502호(고척동, 윈메디타운-A) 카니발 경유 30수**52 소형 2001

180026 2018-02-28 오성* 으뜸태권도 강동구 양재대로91길 50 (성내동,2층201호) 스타렉스12인오토(STAREX) 경유 76소**07 소형 2003

180027 2018-02-28 양현* 거원체육관 송파구 양산로4길 13, 501(거여동,우토파크빌딩) 스타렉스(STAREX) 경유 70가**88 소형 2005

180028 2018-02-28 조부* 서울아카데미 강남구 삼성로64길 16 그레이스터보15인승 경유 71가**07 소형 2002

180029 2018-02-28 강성* ㈜천지인아카데미 영등포구 대림로 247 그레이스터보15인승 경유 70고**13 소형 2000

180030 2018-02-28 황미* 까리타스어린이집 강북구 수유동 10-3 그레이스터보15인승 경유 서울73로**11 소형 2002

180032 2018-03-02 임용* 라인보습미술종합학원 강동구 천중로 254, 209호(길동, 신동아상가) 스타렉스(STAREX) 경유 70서**99 소형 2007

180033 2018-03-05 안두* 동성어린이집 광진구 아차산로30길 25-10 (자양동) 봉고Ⅲ코치 경유 75조**04 소형 2005

180034 2018-03-05 문유* 용인대인성태권도 영등포구 도림로 274(신길동) 스타렉스(STAREX) 경유 70도**22 소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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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35 2018-03-05 강서* 삼익바둑교실 강동구 명일동 15 삼익상가 407호 프레지오 그랜드 경유 73나**13 소형 2003

180036 2018-03-05 주식회사 **** 주식회사 라임에듀 광진구 아차산로 623 (광장동,1층) 카니발 경유 23너**48 소형 2002

180037 2018-03-05 SHEN M****** 아이원미술학원 노원구 공릉동 725 풍림상가 309 그레이스15인 경유 70머**90 소형 1999

180038 2018-03-06 전영* 아이보리어린이집 관악구 봉천로 331-8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경유 70라**98 소형 2008

180039 2018-03-06 김강* 삼양잉글루영어학원 강북구 삼양로 285 (미아동,3층) 그레이스터보15인(GRACE) 경유 서울73나**10 소형 2003

180040 2018-03-06 박종*
주식회사창의와탐구

㈜ 와이즈만영재교육원 송파센터
서초구

남부순환로 2219(방배동, 방배동나노빌딩 3

층,5층)
그레이스터보15인(GRACE) 경유 75누**88 소형 2003

180041 2018-03-06 허창* GIPS성북어학원 성북구 성북구 정릉로 250, 4층(정릉동) 그레이스터보15인(GRACE) 경유 70버**57 소형 2003

180042 2018-03-06 정창* GIPS성북어학원 성북구 성북구 정릉로 250, 4층(정릉동) 스타렉스(STAREX) 경유 76무**92 소형 2006

180043 2018-03-06 권재* 명문검도관 금천구 금하로23길 20 (시흥동)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경유 70로**80 소형 2007

180045 2018-03-07 김은* 기쁨어린이집 금천구 독산동 1006-144 이스타나어린이운송차 경유 70저**36 소형 2002

180046 2018-03-08 양경* 이회무용학원 금천구 시흥대로 399 , 214(독산동,씨티렉스) 이스타나-숏12코치 경유 73고**90 소형 2001

180047 2018-03-08 이순* 노원 삼육유치원 노원구 공릉로42길 13-1(공릉동) 그레이스터보15인(GRACE) 경유 70노**79 소형 2003

180048 2018-03-08 김지* 올리어학원 성동구
독서당로 223(옥수동) 옥수리버젠상가

B106,107,108호
그레이스터보15인승 경유 71두**57 소형 2002

180049 2108-03-08 석수* 상아어린이집 강서구 강서로56가길 55(등촌동) 그레이스터보15인승 경유 70두**57 소형 2002

180050 2018-03-09 장기* 연은태권도장 은평구
백련산로2길 19 S-201(응암동,백련산힐스테이

트1차단지내상가S동201호~203호)
그레이스터보15인(GRACE) 경유 70서**27 소형 2003

180051 2018-03-09 이종* 아성태권도체육관 중랑구 망우동 363-1 3층 스타렉스(STAREX) 경유 76어**71 소형 2004

180052 2018-03-09 부상* 나나유치원 강서구 등촌로13바길 46(화곡동) 봉고Ⅲ코치 경유 70저**81 소형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