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명 주소 시간 주차 1일 요금 문의처 비고 위치 바로가기

아크 플레이스 강남구 테헤란로142 10분당 1,000원 19,900원 070-7119-3161

[모두의 주차장]
어플로 결제 시 이용가능 [바로가기] 

도보 1분

포스코P&S주차장 강남구 테헤란로 134길 10분당 1,500원 10분 단위로 책정 02-3469-6000 도보 1분 [바로가기]

GFC 주차장 강남구 테헤란로 152길 30분당 3,000원 10분 단위로 책정 0507-7745-1420 도보 3분 [바로가기]

이스턴주차장 강남구 테헤란로 14길 13 30분당 2,500원 25,000원 X 도보 4분 [바로가기]

강남 N타워
주차장

강남구 테헤란로 129길 30분당 3,000원 19,800원 X

[모두의 주차장]
어플로 결제 시 이용가능 [바로가기]

도보 4분

그레이스 타워 강남구 테헤란로 127길 10분당 500원 15,000원 02-3452-1697 도보 6분 [바로가기]

삼원 타워 주차장 강남구 테헤란로124길 10분당 1,000원 10분 단위로 책정 X 도보 5분 [바로가기]

GS타워
민영 주차장

강남구 논현로 508 30분당 2,000원 10분 단위로 책정 02-2005-1242 도보 8분 [바로가기]

주인빌딩 주차장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7 30분당 2,000원
12시간 기준
30,000원

0503-7745-4281 도보 8분 [바로가기]

대영주차장 강남구 테헤란로14길 25 10분당 1,000원 30,000원 02-569-2285 도보 5분 [바로가기]

[DREAUM 주변 주차 현황]

https://map.naver.com/v5/search/%EC%95%84%ED%81%AC%ED%94%8C%EB%A0%88%EC%9D%B4%EC%8A%A4 %EC%A3%BC%EC%B0%A8%EC%9E%A5/place/1783240013?c=14140997.1351713,4509016.7155568,15,0,0,0,dh&placePath=?%26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405433310?c=14140710.9285068,4509031.3650136,15,0,0,0,dh
https://map.naver.com/v5/search/GFC%EC%A3%BC%EC%B0%A8%EC%9E%A5]/place/314650820?c=14140710.9285068,4509031.3650136,15,0,0,0,dh
https://map.naver.com/v5/search/%EC%9D%B4%EC%8A%A4%ED%84%B4%EC%A3%BC%EC%B0%A8%EC%9E%A5/place/844901940?c=14140841.8724576,4508832.7889575,15,0,0,0,dh&placePath=?%26
https://map.naver.com/v5/search/%EA%B0%95%EB%82%A8n%ED%83%80%EC%9B%8C%EC%A3%BC%EC%B0%A8%EC%9E%A5/place/1500089453?c=14140841.8724576,4508832.7889575,15,0,0,0,dh
https://map.naver.com/v5/entry/place/37564983?c=14140679.4437725,4508995.2176426,15,0,0,0,dh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163711099?c=14140679.4437725,4508995.2176426,15,0,0,0,dh
https://map.naver.com/v5/search/GS%ED%83%80%EC%9B%8C %EC%A3%BC%EC%B0%A8%EC%9E%A5/place/35977951?c=14140679.4437725,4508995.2176426,15,0,0,0,dh
https://map.naver.com/v5/search/%EC%A3%BC%EC%9D%B8%EB%B9%8C%EB%94%A9%EC%A3%BC%EC%B0%A8%EC%9E%A5/place/855135917?c=14141097.4587709,4509738.0900113,15,0,0,0,dh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576354841?c=14141336.1150268,4508711.6477980,13,0,0,0,dh&placePath=%2Fhome%3Fentry=pll


[모두의 주차장 어플 실행 방법]

1. PLAY 스토어 OR APP스토어 실행 후 검색하여 다
운받아주세요.

2. 어플 실행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3. 원하는 주차장 명 검색 후 클릭



[모두의 주차장 어플 실행 방법]

4. 예상 입차 시각을 선택해주세요. 5. 차량 번호 등록 후, 구매하기 클릭 6. 결제 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주차 관련 Q&A]

Q) 결제 후 차량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A) 결제 후에는 차량 번호 변경이 불가합니다.

어플 내에서 환불 신청 후 재 구매 바랍니다.

Q) 입차 전에 꼭 주차권을 사전 구매해야 하나요?
A) 모든 주차권은 입차 전 사전에 구매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Q) 주차권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A) 주차권 내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신청‘ 버튼을 클릭.

Q)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A) 결제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 입력 시 영수증이 자동 발송됩니다. 
결제 후에는 주차권 하단의 ‘영수증 확인‘ 버튼을 통해
카드 정보 입력 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99-8242]

■ ‘모두의 주차장’ 관련 Q&A

Q) 성홍 타워에 주차를 원하실 경우에는?
A) 대관 시 무료 주차는 사전 논의된 차량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추가 주차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대관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Q) 성홍 타워 주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A) 1시간 무료, 이후 초과 10분당 2,000원 입니다.

Q) 추가 주차권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A) 3층(포레스트 홀) 안내데스크 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이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주차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DREAUM(드리움) 주차 관련 문의 번호 :02-3677-1730 / 1790]

■ ‘DREAUM’ 관련 주차장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