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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수열원별 적용가능대상 목록51)

1) 하천수

51) 적용가능대상 목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에너지다소비건물, 병원, 소방서, 주요 관공서, 대학교에 대하여 작성하

였으며, 에너지다소비건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은 포함함

수열원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수요처 명칭 위치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신4지구아파트 서초구 이마트 가양점 강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마포삼성아파트 마포구 신반포 2차아파트 서초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마포도화우성아파트 마포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초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홍익대학교 마포구 금융감독원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옥수극동아파트 성동구 중앙대학교병원 동작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현대백화점 천호점 강동구 케이티에스테이트 여의도타워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현대백화점 본점 강남구 홈플러스 강서점 강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강남구 갤러리아 팰리스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신안관광 강남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신세계센트럴시티 서초구 롯데캐슬플라자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반포본동아파트 서초구 목동한신청구아파트 양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뉴코아 강남점 서초구 이마트 성수점 성동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잠실진주아파트 송파구 티비엠컨설팅 강남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잠실장미아파트 송파구 SIFC 리테일몰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잠실5단지아파트 송파구 SIFC 타워 원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서울종합운동장 송파구 SIFC 타워 투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SIFC 타워 쓰리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서빙고신동아아파트 용산구 파크타워 용산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용산구 마포한화오벨리스크 마포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워커힐아파트 광진구 우림블루나인비지니스센터 강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워커힐호텔 광진구 미래에셋대우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현대프라임아파트 광진구 새마을금고중앙회 강남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강변테크노마트 광진구 여의도 파크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양평한신아파트 영등포 옵티먼주식회사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국회사무처 영등포 콘래드호텔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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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원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수요처 명칭 위치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CCMM빌딩 영등포 메세나폴리스 마포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국민은행 영등포 향군타워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국산업은행 영등포 한국산업은행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국방송공사 영등포 래미안퍼스티지 서초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LG트윈타워 영등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잠실파크리오아파트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화손해보험 영등포 압구정동신현대아파트 강남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유수홀딩스 영등포 전국경제인연합회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교보증권 영등포 리센츠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선사현대아파트 강동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삼부아파트관리사무소 영등포 강서한강자이타워 강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국거래소 영등포 잠실엘스아파트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여의도시범아파트 영등포 한가람아파트 용산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화63시티 영등포 아크로리버파크 서초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 도화현대홈타운 마포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롯데역사 영등포 미성2차아파트 강남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수협노량진수산 동작구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강동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대방 대림아파트 동작구 한국교직원공제회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중앙대학교 동작구 한강맨션아파트 용산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국민은행 염창동센터 강서구 현대씨앤알 송파구

한강본류 종합병원 혜민병원 광진구 성애병원 영등포

한강본류 종합병원 용산철도병원 용산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영등포

한강본류 소방서 마포소방서 마포구 서초소방서 서초구

한강본류 소방서 강남소방서 강남구 강서소방서 강서구

한강본류 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광진구 홍익대학교 마포구

한강본류 대학교 중앙대서울캠퍼스 동작구 서강대학교 마포구

한강본류 대학교 한국폴리텍Ⅰ대서울정수캠퍼스 용산구 서울디지털대학교 마포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서울강남경찰서 강남구 망원1동주민센터 마포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서울동작경찰서 동작구 잠원동주민센터 서초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서울영등포경찰서 영등포 반포본동주민센터 서초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동작구청 동작구 반포2동주민센터 서초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삼성1동주민센터 강남구 반포3동주민센터 서초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신사동주민센터 강남구 옥수동주민센터 성동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압구정동주민센터 강남구 금호4가동주민센터 성동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청담동주민센터 강남구 성수2가1동주민센터 성동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암사2동주민센터 강동구 성수1가1동주민센터 성동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천호2동주민센터 강동구 잠실2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등촌1동주민센터 강서구 잠실6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염창동주민센터 강서구 잠실4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가양3동주민센터 강서구 잠실3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가양1동주민센터 강서구 풍납1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가양2동주민센터 강서구 풍납2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구의3동주민센터 광진구 여의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광장동주민센터 광진구 당산2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자양3동주민센터 광진구 양평2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자양제4동주민센터 광진구 영등포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자양1동주민센터 광진구 신길1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자양2동주민센터 광진구 한남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대방동주민센터 동작구 서빙고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노량진2동주민센터 동작구 이촌2동주민센터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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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원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수요처 명칭 위치
한강본류 공공기관 노량진1동주민센터 동작구 이촌1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흑석동주민센터 동작구 보광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도화동주민센터 마포구 원효로2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서강동주민센터 마포구 서울서부지청 마포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신수동주민센터 마포구 서울강서고용센터 강서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합정동주민센터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망원2동주민센터 마포구 강서구 보건소 강서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용강동주민센터 마포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광진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구로주공아파트 구로구 목동현대41타워 양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중앙유통단지 구로구 목동동양파라곤 양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시흥유통관리 금천구 엘지전자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목동6단지아파트 양천구 롯데정보통신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이대목동병원 양천구 엘지전자 가산R&D캠퍼스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목동아파트14단지 양천구 비와이씨하이시티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롯데IT캐슬 금천구 디폴리스 운영위원회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중소기업유통센터 양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1차아파트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양천구 - -

안양천 종합병원 구로성심병원 구로구 - -

안양천 소방서 구로소방서 구로구 - -

안양천 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구로구 - -

안양천 공공기관 금천구청 금천구 시흥3동주민센터 금천구

안양천 공공기관 구로1동주민센터 구로구 - -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선경아파트 강남구 군인공제회관 강남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미도아파트 강남구 엘지전자(서초R&D) 서초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개포1·2차우성아파트 강남구 타워팰리스1차 강남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더케이호텔 서초구 타워팰리스3차 강남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LG전자 양재R&D 서초구 대림아크로빌 강남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KT 우면연구센터 서초구 타워팰리스2차아파트 강남구

양재천 공공기관 서울수서경찰서 강남구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봉구

양재천 공공기관 개포2동주민센터 강남구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동작구

양재천 공공기관 일원2동주민센터 강남구 동작어린이도서관 동작구

양재천 공공기관 개포4동주민센터 강남구 서강동주민센터도서관 마포구

양재천 공공기관 도곡2동주민센터 강남구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구

양재천 공공기관 양재2동주민센터 서초구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성북구

양재천 공공기관 양재1동주민센터 서초구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영등포

양재천 공공기관 도봉도서관 도봉구 성동구립성수도서관 성동구

양재천 공공기관 영등포평생학습관 영등포 소나무언덕잠실본동작은도서관 송파구

양재천 공공기관 강동구립해공도서관 강동구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구

양재천 공공기관 강서구립가양도서관 강서구 신천빗물펌프장 송파구

양재천 공공기관 꿈꾸는어린이도서관 강서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생복지동 영등포

양재천 공공기관 광진구구립정보도서관 광진구 자양4동주민센터도서관 광진구

양재천 공공기관 구의제3동도서관 광진구 청담동주민센터도서관 강남구

양재천 공공기관 도봉기적의도서관 도봉구 - -

우이천 에너지다소비 광운대학교 노원구 한진,한화 그랑빌아파트 노원구

우이천 에너지다소비 번동주공2단지 강북구 번동1단지주공아파트 강북구

우이천 에너지다소비 덕성여자대학교 도봉구 - -

우이천 종합병원 한일병원 도봉구 더조은요양병원 노원구

우이천 대학교 광운대학교 노원구 덕성여자대학교 도봉구

우이천 공공기관 번1동주민센터 강북구 쌍문1동주민센터 도봉구

우이천 공공기관 우이동주민센터 강북구 쌍문3동주민센터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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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돗물

수열원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수요처 명칭 위치
우이천 공공기관 수유2동주민센터 강북구 창2동주민센터 도봉구

우이천 공공기관 번2동주민센터 강북구 장위3동주민센터 성북구

우이천 공공기관 번3동주민센터 강북구 석관동주민센터 성북구

우이천 공공기관 월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북부지청 강북구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도봉한신아파트 도봉구 장안현대홈타운 동대문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서원아파트 도봉구 SK Telecom 성동구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상계주공17단지 도봉구 이마트 월계점 노원구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하계현대우성아파트 노원구 창동농산물종합유통센터 도봉구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창동 동아 청솔아파트 도봉구 상계주공10단지 노원구

중랑천 소방서 성동소방서 성동구 - -

중랑천 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동대문 - -

중랑천 공공기관 서울도봉경찰서 도봉구 휘경2동주민센터 동대문

중랑천 공공기관 노원구청 노원구 성수2가3동주민센터 성동구

중랑천 공공기관 도봉구청 도봉구 응봉동주민센터 성동구

중랑천 공공기관 중곡3동주민센터 광진구 송정동주민센터 성동구

중랑천 공공기관 하계2동주민센터 노원구 면목5동주민센터 중랑구

중랑천 공공기관 상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묵2동주민센터 중랑구

중랑천 공공기관 공릉1동주민센터 노원구 중화2동주민센터 중랑구

중랑천 공공기관 상계8동주민센터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

중랑천 공공기관 월계3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노원구

중랑천 공공기관 도봉2동주민센터 도봉구 월계보건지소 노원구

중랑천 공공기관 이문1동주민센터 동대문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구

중랑천 공공기관 휘경1동주민센터 동대문 - -

탄천 에너지다소비 KT&G타워 강남구 가든파이브툴 송파구

탄천 에너지다소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송파구 수서현대벤쳐빌 강남구

탄천 에너지다소비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송파구 로즈데일빌딩 강남구

탄천 에너지다소비 잠실우성아파트 송파구 - -

탄천 공공기관 수서동주민센터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강남구

탄천 공공기관 문정2동주민센터 송파구 - -

6개 하천 공동주택
지역난방 이용 총 287개 단지

(한강본류 139, 양재천 26, 안양천 21, 탄천 11, 중랑천 40)

수열원 구분 수열원 명칭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취수장 자양(뚝도) 공공기관 자양2동주민센터 광진구

정수장 구의 공공기관 구의2동주민센터 광진구

배수지 서초 에너지다소비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서초구

배수지 서초 에너지다소비 LG U+ 서초IDC 1 서초구

배수지 양재 에너지다소비 LG U+ 서초IDC 2 서초구

배수지 봉천6-2 에너지다소비 봉천우성아파트 관악구

배수지 봉현 에너지다소비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관악구

배수지 반포 에너지다소비 대검찰청 서초구

배수지 봉현 에너지다소비 상도엠코타운센트럴파크 동작구

배수지 반포 에너지다소비 국립중앙도서관 서초구

배수지 상도 에너지다소비 중앙대학교 동작구

배수지 대방 에너지다소비 대방 대림아파트 동작구

배수지 신정 에너지다소비 목동아파트11단지 양천구



128

부
록

수열원 구분 수열원 명칭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배수지 도원 에너지다소비 마포도화우성아파트 마포구

배수지 도원 에너지다소비 도화현대홈타운 마포구

배수지 보광 에너지다소비 그랜드 하얏트 서울 용산구

배수지 도원 에너지다소비 마포삼성아파트 마포구

배수지 한남 에너지다소비 옥수극동아파트 성동구

배수지 와우산 에너지다소비 홍익대학교 마포구

배수지 노고산 에너지다소비 서강대학교 마포구

배수지 혜명 에너지다소비 성균관대학교 종로구

배수지 홍은3 에너지다소비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서대문

배수지 성북1 에너지다소비 동소문한신한진아파트 성북구

배수지 월곡 에너지다소비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성북구

배수지 정릉3 에너지다소비 국민대학교 성북구

배수지 인수 에너지다소비 서경대학교 성북구

배수지 인수 에너지다소비 sk북한산시티아파트 강북구

배수지 신림6 종합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관악구

배수지 무악 종합병원 세란병원 종로구

배수지 북악터널 종합병원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낙성대 소방서 관악소방서 관악구

배수지 와우산 소방서 마포소방서 마포구

배수지 진관 소방서 은평소방서 은평구

배수지 사당3 대학교 총신대학교 동작구

배수지 상도 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작구

배수지 노고산 대학교 서강대학교 마포구

배수지 우장산 대학교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강서캠퍼스 강서구

배수지 와우산 대학교 홍익대학교 마포구

배수지 우장산 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강서구

배수지 낙산 대학교 한성대학교 성북구

배수지 가좌 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서대문구

배수지 할미당 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대문구

배수지 혜명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종로구

배수지 홍제 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대문구

배수지 월곡 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북구

배수지 번동소 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강북구

배수지 낙성대 공공기관 서울관악경찰서 관악구

배수지 사당4 공공기관 인헌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금천 공공기관 독산3동주민센터 금천구

배수지 선우 공공기관 미성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낙성대 공공기관 낙성대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신림6 공공기관 서원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신림6 공공기관 신원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수서 공공기관 일원본동주민센터 강남구

배수지 양재 공공기관 서초구청 서초구

배수지 봉천6-2 공공기관 사당솔밭도서관 동작구

배수지 봉천6-2 공공기관 글빛정보도서관 관악구

배수지 봉현 공공기관 성현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반포 공공기관 대법원 서초구

배수지 반포 공공기관 서울서초경찰서 서초구

배수지 반포 공공기관 반포4동주민센터 서초구

배수지 오금 공공기관 서울송파경찰서 송파구

배수지 오금 공공기관 송파도서관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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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원 구분 수열원 명칭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배수지 상도 공공기관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동작구

배수지 신정 공공기관 고척2동주민센터 구로구

배수지 대방 공공기관 대방동주민센터 동작구

배수지 도원 공공기관 원효로2동주민센터 용산구

배수지 화곡 공공기관 화곡본동주민센터 강서구

배수지 남산소 공공기관 용산2가동주민센터 용산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우장산동주민센터도서관 강서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우장산동주민센터 강서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강서구청 강서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서울강서경찰서 강서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화곡6동주민센터 강서구

배수지 응봉 공공기관 응봉동주민센터 성동구

배수지 대현산 공공기관 금호2-3가동주민센터 성동구

배수지 만리 공공기관 마포도서관 마포구

배수지 대현산 공공기관 금호작은도서관 성동구

배수지 대현산 공공기관 금호1가동주민센터 성동구

배수지 금호 공공기관 청구동주민센터 중구

배수지 대현산 공공기관 동화동주민센터 중구

배수지 연희 공공기관 연남동주민센터 마포구

배수지 용마 공공기관 면목4동주민센터 중랑구

배수지 무악 공공기관 무악동주민센터 종로구

배수지 낙산 공공기관 숭인1동주민센터 종로구

배수지 낙산 공공기관 창신3동주민센터 종로구

배수지 백련 공공기관 서대문구 보건소 서대문구

배수지 백련 공공기관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배수지 백련 공공기관 홍은2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증산 공공기관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은평구

배수지 할미당 공공기관 서울시립서대문도서관 서대문구

배수지 경내 공공기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종로구

배수지 증산 공공기관 증산동주민센터 은평구

배수지 할미당 공공기관 홍제2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할미당 공공기관 홍제1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홍제 공공기관 홍제3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성북1 공공기관 한신한진아파트도서관 성북구

배수지 성북1 공공기관 돈암2동주민센터 성북구

배수지 월곡 공공기관 월곡1동주민센터 성북구

배수지 인수 공공기관 청수도서관 성북구

배수지 월곡 공공기관 장위1동주민센터 성북구

배수지 인수 공공기관 삼각산동주민센터 강북구

배수지 독박골 공공기관 은평구립도서관 은평구

배수지 독박골 공공기관 은평구보건소 은평구

배수지 번동소 공공기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

배수지 번동소 공공기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

배수지 번동소 공공기관 미아동주민센터 강북구

배수지 기자촌 공공기관 은평구립뉴타운도서관 은평구

배수지 수유6 공공기관 인수동주민센터 강북구

배수지 상계2 공공기관 상계3.4동주민센터 노원구

사용자 급수시설 공동주택 지역난방 사용 28개 단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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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수요처 명칭 위치

에너지다소비 정석기업 중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영등포구

에너지다소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중구 신반포 2차아파트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중소기업은행 중구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현대시티아울렛 중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두산타워빌딩 중구 롯데 애비뉴엘 중구

에너지다소비 밀리오레동대문 중구 롯데IT캐슬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장교공영 중구 갤러리아 팰리스 송파구

에너지다소비 한화빌딩 중구 우림라이온스밸리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신세계백화점본점 중구 롯데캐슬플라자 송파구

에너지다소비 남산스퀘어 빌딩 중구 중소기업유통센터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더플라자호텔 중구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매일경제신문사 중구 목동현대41타워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우리은행 중구 목동동양파라곤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현대엔지니어링 종로구 LG CNS 상암 IT 데이터센터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SC제일은행 종로구 메리츠화재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구 디비손해보험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영풍사업장 종로구 건국대학교병원 광진구

에너지다소비 SK서린빌딩 종로구 원신더블유몰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교보생명빌딩 종로구 LG U+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종로타워 종로구 더클래식500 광진구

에너지다소비 경찰청 서대문구 이마트목동점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현대백화점 신촌점 서대문구 타워팰리스1차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마포삼성아파트 마포구 가든파이브툴 송파구

에너지다소비 서원아파트 도봉구 삼성엔지니어링 강동구

에너지다소비 방학 신동아1단지 아파트 도봉구 수서현대벤쳐빌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강동성심병원 강동구 CJ ENM CENTER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현대백화점 천호점 강동구 파크타워 용산구

에너지다소비 미도아파트 강남구 서초현대슈퍼빌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포스코센터 강남구 한신인터밸리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롯데백화점강남점 강남구 용산파크자이 용산구

에너지다소비 코엑스 강남구 굿모닝시티 중구

에너지다소비 앰배서더즈호텔 강남구 창동농산물종합유통센터 도봉구

에너지다소비 신세계센트럴시티 서초구 대림아크로빌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반포본동아파트 서초구 파인에비뉴 중구

에너지다소비 예술의전당 서초구 창동 주공4단지 도봉구

에너지다소비 LG전자 양재R&D캠퍼스 서초구 비트플렉스 성동구

에너지다소비 KT 우면연구센터 서초구 우림블루나인비지니스센터 강서구

에너지다소비 뉴코아 강남점 서초구 서울의료원 중랑구

에너지다소비 육군사관학교 노원구 CJ제일제당 중구

에너지다소비 인제대학 상계백병원 노원구 미래에셋대우 영등포구

에너지다소비 을지병원 노원구 마포롯데캐슬프레지던트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LS용산타워 용산구 로즈데일빌딩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용산구 가온이노베이션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번동주공2단지 강북구  패션티브이관리 중구

에너지다소비 현대프라임아파트 광진구 스테이트타워남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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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 강변테크노마트 광진구 시그니쳐타워 중구

에너지다소비 신길삼환아파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청 중구

에너지다소비 LG트윈타워 영등포구 르메이에르종로타운 종로구

에너지다소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구 그랑서울 종로구

에너지다소비 SK텔레콤 관악구 기상청 동작구

에너지다소비 롯데백화점 관악점 관악구 KT 목동IDC1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구로주공아파트 구로구 KGIT센터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구 한가람아파트 용산구

에너지다소비 AK플라자 구로본점 구로구 반포자이아파트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시흥유통관리 금천구 더샵 스타시티 광진구

에너지다소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동작구 디지털큐브빌딩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전문건설공제조합 동작구 광화문미래에셋호텔 종로구

에너지다소비 대한항공 전산센터 강서구 마리오아울렛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동우유니온 송파구 타워팰리스2차아파트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창동 동아 청솔아파트 도봉구 서울산업진흥원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SK브로드밴드동작 동작구 아크로리버파크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서울시티타워 중구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동대문구

에너지다소비 중앙일보 강남공장 송파구 디디엠씨(DDMC)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군인공제회관 강남구 세안텍스 문정엠스테이트 송파구

에너지다소비 흥국생명보험신문로사옥 종로구 롯데중앙연구소 강서구

에너지다소비 동화투자개발 종로구 파크하비오 송파구

종합병원 구로성심병원 구로구 서울의료원 중랑구

종합병원 대림성모병원 영등포구 서울성심병원 동대문구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노원구

종합병원 우리들병원 강남구 대한병원 강북구

종합병원 강남차병원 강남구 세란병원 종로구

종합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강남구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서대문구

종합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구 소화병원 용산구

종합병원 혜민병원 광진구 이대서울병원 강서구

종합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광진구 희명병원 금천구

소방서 중부소방서 중구 양천소방서 양천구

소방서 중랑소방서 중랑구 강동소방서 강동구

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서대문구 송파소방서 송파구

소방서 마포소방서 마포구 구로소방서 구로구

소방서 강남소방서 강남구 성동소방서 성동구

소방서 관악소방서 관악구 -

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대문구 경기대학교 서대문구

대학교 인덕대학교 노원구 고려대학교 성북구

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노원구 동양미래대학교 구로구

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명지전문대학 서대문구

대학교 한성대학교 성북구 백석예술대학교 서초구

공공기관 서울강동경찰서 강동구 마천2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강서경찰서 강서구 마천1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관악경찰서 관악구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광진경찰서 광진구 송파1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구로경찰서 구로구 방이2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노원경찰서 노원구 석촌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도봉경찰서 도봉구 오륜동주민센터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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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울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 거여1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성북경찰서 성북구 문정2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송파경찰서 송파구 신정2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서부경찰서 은평구 목1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혜화경찰서 종로구 목4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중부경찰서 중구 목2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남대문경찰서 중구 신월4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청 중구 신정1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강남구청 강남구 신월2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강동구청 강동구 신월5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강서구청 강서구 여의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관악구청 관악구 당산2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구로구청 구로구 대림3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동작구청 동작구 신길6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성북구청 성북구 도림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대림1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중랑구청 중랑구 문래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수서동주민센터 강남구 신길3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도곡2동주민센터 강남구 당산1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역삼2동주민센터 강남구 영등포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삼성1동주민센터 강남구 한남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청담동주민센터 강남구 원효로1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논현1동주민센터 강남구 이태원1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성내3동주민센터 강동구 용문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암사3동주민센터 강동구 서빙고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길동주민센터 강동구 이촌2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암사2동주민센터 강동구 이촌1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성내1동주민센터 강동구 청파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명일1동주민센터 강동구 한강로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천호2동주민센터 강동구 효창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암사1동주민센터 강동구 원효로2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둔촌2동주민센터 강동구 후암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구 갈현1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수유3동주민센터 강북구 구산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번1동주민센터 강북구 응암2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수유2동주민센터 강북구 응암3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번3동주민센터 강북구 역촌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방화2동주민센터 강서구 대조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화곡8동주민센터 강서구 갈현2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등촌1동주민센터 강서구 불광2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방화3동주민센터 강서구 신사2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염창동주민센터 강서구 진관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가양1동주민센터 강서구 가회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가양2동주민센터 강서구 교남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등촌3동주민센터 강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난향동주민센터 관악구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은천동주민센터 관악구 종로5.6가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서원동주민센터 관악구 창신1동주민센터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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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림동주민센터 관악구 숭인1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신원동주민센터 관악구 창신3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신사동주민센터 관악구 평창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광장동주민센터 광진구 혜화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중곡4동주민센터 광진구 소공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중곡2동주민센터 광진구 약수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자양제4동주민센터 광진구 동화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자양1동주민센터 광진구 신당5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자양2동주민센터 광진구 다산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구의2동주민센터 광진구 중림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개봉2동주민센터 구로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개봉3동주민센터 구로구 명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구로2동주민센터 구로구 묵1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구로4동주민센터 구로구 면목5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구로5동주민센터 구로구 중화1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구로1동주민센터 구로구 면목7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구로3동주민센터 구로구 면목본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신도림동주민센터 구로구 중화2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오류2동주민센터 구로구 상봉1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수궁동주민센터 구로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마포구

공공기관 고척2동주민센터 구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

공공기관 고척1동주민센터 구로구 서울강남지청 강남구

공공기관 가산동주민센터 금천구 서울동부지청 송파구

공공기관 하계2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강남고용센터 강남구

공공기관 하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강서고용센터 강서구

공공기관 상계6.7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노원구

공공기관 상계10동주민센터 노원구 강동구 보건소 강동구

공공기관 중계2,3동주민센터 노원구 동작구 보건소 동작구

공공기관 공릉2동주민센터 노원구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공공기관 중계4동주민센터 노원구 양천구 보건소 양천구

공공기관 상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종로구 보건소 종로구

공공기관 공릉1동주민센터 노원구 중구 보건소 중구

공공기관 상계8동주민센터 노원구 광진구 보건소 광진구

공공기관 상계2동주민센터 노원구 월계보건지소 노원구

공공기관 중계본동주민센터 노원구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공공기관 월계2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양천구

공공기관 중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시립구로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상계9동주민센터 노원구 남산도서관 용산구

공공기관 쌍문1동주민센터 도봉구 공공도서관 도봉구

공공기관 방학2동주민센터 도봉구 마포도서관 마포구

공공기관 쌍문4동주민센터 도봉구 고덕평생학습관 강동구

공공기관 방학3동주민센터 도봉구 목동도서관 양천구

공공기관 전농2동주민센터 동대문구 영등포평생학습관 영등포구

공공기관 장안2동주민센터 동대문구 개봉초등학교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이문2동주민센터 동대문구 은평뉴타운도서관 은평구

공공기관 청량리동주민센터 동대문구 강일동복합청사도서관 강동구

공공기관 용신동주민센터 동대문구 성내구립도서관 강동구

공공기관 장안1동주민센터 동대문구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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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당1동주민센터 동작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도서관 강서구

공공기관 사당4동주민센터 동작구 강서꿈꾸는어린이도서관 강서구

공공기관 사당5동주민센터 동작구 푸른들청소년도서관 강서구

공공기관 상도1동주민센터 동작구 개봉어린이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상도4동주민센터 동작구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악구

공공기관 흑석동주민센터 동작구 광진구구립정보도서관 광진구

공공기관 서강동주민센터 마포구 구로초등학교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서교동주민센터 마포구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은평구

공공기관 상암동주민센터 마포구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연남동주민센터 마포구 글빛정보도서관 관악구

공공기관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구 꿈마을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대흥동주민센터 마포구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서대문구

공공기관 천연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노원구어린이도서관 노원구

공공기관 홍제3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영등포구

공공기관 신촌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대방어린이도서관 동작구

공공기관 북아현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도봉기적의도서관 도봉구

공공기관 남가좌2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봉구

공공기관 홍은1동주민센터 서대문구 석촌동주민센터도서관 송파구

공공기관 양재2동주민센터 서초구 서강동주민센터도서관 마포구

공공기관 잠원동주민센터 서초구 사당솔밭도서관 동작구

공공기관 방배본동주민센터 서초구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구

공공기관 양재1동주민센터 서초구 이진아기념도서관 서대문구

공공기관 서초3동주민센터 서초구 서울특별시청도서관 중구

공공기관 방배4동주민센터 서초구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서초구

공공기관 방배3동주민센터 서초구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성북구

공공기관 서초4동주민센터 서초구 성동문화정보센터도서관 성동구

공공기관 반포본동주민센터 서초구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도서관 성동구

공공기관 내곡동주민센터 서초구 잠실3동자치회관도서관 송파구

공공기관 방배1동주민센터 서초구 송중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

공공기관 행당1동주민센터 성동구 신천빗물펌프장 송파구

공공기관 성수2가3동주민센터 성동구 신월정보문화센터도서관 양천구

공공기관 성수2가1동주민센터 성동구 아름꿈도서관 종로구

공공기관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성동구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구

공공기관 금호2-3가동주민센터 성동구 은천동복합청사도서관 관악구

공공기관 왕십리2동주민센터 성동구 자양제4동주민센터도서관 광진구

공공기관 길음1동주민센터 성북구 종암동새날도서관 성북구

공공기관 삼선동주민센터 성북구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광진구

공공기관 성북동주민센터 성북구 중구구립신당도서관 중구

공공기관 안암동주민센터 성북구 청담동주민센터도서관 강남구

공공기관 장위1동주민센터 성북구 청파도서관 용산구

공공기관 종암동주민센터 성북구 홍은도담도서관 서대문구

공공기관 석관동주민센터 성북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노원구

공공기관 돈암2동주민센터 성북구 휘경어린이도서관 동대문구

공공기관 거여2동주민센터 송파구 서울소방재난본부 중구

공공기관 문정1동주민센터 송파구

공동주택 지역난방 184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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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출지하수

지하수 유출 
지점 분류

지하수 유출 사업장명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지하철 가락시장역 에너지다소비 메이플타워 송파구

지하철 증미역 에너지다소비 이마트 가양점 강서구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너지다소비 패션티브이관리 중구

지하철 삼각지역 소방서 용산소방서 용산구

지하철 삼각지역 소방서 강서소방서 강서구

지하철 대모산입구 공공기관 일원2동주민센터 강남구

지하철 광흥창(서강)역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서강)역 공공기관 서강동주민센터 마포구

건축물 국회의원회관 에너지다소비 국민은행 영등포

건축물 서부티엔디 에너지다소비 HDC아이파크몰 용산구

건축물 삼성SDS 에너지다소비 누리꿈스퀘어 마포구

건축물 상암데이터센터 에너지다소비 누리꿈스퀘어 마포구

건축물 삼성SDS 에너지다소비 KGIT센터 마포구

건축물 상암데이터센터 에너지다소비 KGIT센터 마포구

통신구 6호선통신구 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동대문구

기타 지하수 유출 지점 공동주택 지역난방 2개 단지 서울시

* 수요처에는 지하수 유출 사업장도 포함되며 인근 수요처를 명시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