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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굿모닝타워2차 1층 로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백석동 1324)

테크노타운 1층 로비 무인CD기 옆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백석동 1141-1)

현대에뜨리보 1층 로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23 (장항동)

군포 한국복합물류 1층 로비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부곡동)

김포 김포이젠 메카존 건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학운리 2979)

대구달서 대구지방합동청사 1층 농협은행 옆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동수원 광교농우바이오 1층 로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부천 춘의테크노파크1차 102동 1층 로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36(춘의동)

부평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1층 안내데스크 옆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청천동)

서수원 수원첨단벤처밸리 1층 ATM 기기옆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 40(고색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층 GS25 편의점 옆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1동 737)

대치2빌딩 1층 로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 (대치4동 890)

코스모타워 1층 로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대치동 1002)

해성빌딩 지하1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4 (대치동 942)

현대타워 1층 로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삼성2동 143-37)

서울강서 한화비즈메트로 B동 1층 로비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17 (가양동)

건대병원 지하1층 지하철 입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화양동 4-12)

서울숲IT밸리 1층 로비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77 (성수1가 13-170)

SJ 테크노빌 1층 후문입구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가산동 60-19)

벽산디지털밸리2차 1층 로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3차 1층 현관 CD기 옆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 (구로동 212-13)

대륭포스트타워 2차 1층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구로동 182-13)

대성디폴리스 B동 1층로비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543-1)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1층 로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구로동 197-48)

에이스하이엔드1차 1층 로비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26길 5 (구로동 235-2)

우림e-bizcenter 1층 로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구로동 170-5)

월드메르디앙1차 지하1층 서울 금천구 벚꽃로 254 (가산동 60-24)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1층 로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가산동 505-14)

한신IT타워2차 1층 로비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가산동 60-18)

호서대벤처타워 1층로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가산동 319)

대륭포스트6차 1층 정문앞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가산동 50-3)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1층 지하철연결통로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구로동 3-25)

서울마포 상암누리꿈스퀘어 지하1층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잠실시그마타워 1층 로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신천동 7-19)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1층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문정동 218) C동

미래에셋센터원 지하1층 ATM기기옆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 67)

장교빌딩 지하 1층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1)

성남 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지하1층 로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상대원동)

분당서울대병원 지하1층 신한은행ATM기 앞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구미동)

판교U스페이스1동 1B동 1층로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왕판교로 660(삼평동)

판교U스페이스 2동 1층 세븐일레븐 옆 입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 1층로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삼평동)

네이버그린팩토리 4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정자동 178-1)

분당선 오리역 7번출구 앞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7 (구미동 154)

순천 순천왕조2동 주민센터 정문 출입구 전남 순천시 왕궁길 50

아산탕정 선문대 본관 1층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KNK디지털타워 1층 로비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영등포동8가 92)

에이스하이테크 지하1층 민원발급기 옆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55-20)

흥덕U타워 1층 로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영덕동)

흥덕IT밸리 타워동 1층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영덕동 1005)

의정부 의정부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금오동)

포항 포항공대 1학생회관 교보문고 옆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31

하남 하남아아이테코 블루존 1층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150 (덕풍동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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