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쉘 힐릭스 이벤트 참여 브랜드샵

서울

드림카공업사
아집모터스
우성자동차공업사
미케닉K
세영자동차정비공업사
SG모터스

마포구 연남동 364-11
마포구 성산1동 53-7
영등포구 도림동 183-11
영등포구 영등포로 93-2
양천구 신월6동 549-10
서대문구 응암로 45

02-355-6814
010-4279-0425
010-3767-5460
02-6449-5182
010-3219-0214
02-304-9287

초원카
카스토리
비츠로모터스
우진카서비스
신사자동차공업사
패밀리모터스

성북구 동소문동 7가 18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 오토갤러리 내 지하1층
서초구 양재동 392-20
강남구 대치동 603 동해상가 106호
강남구 도산대로 8길 16번지 101호
강남구 도곡동 518-5

010-4215-5754
010-3110-5623
02-574-5356
010-3346-2262
010-3721-4318
02-578-3405

인천

착한정비
드림모터스(드림이엔지)

계양구 효서로 355
서구 마전동 1005-21

010-9085-7731
032-562-6850

카매니아(착한정비센터)
장봉자동차공업사

서구 석남1동 512-2
서구 가좌동 178-278

010-4260-8830
032-571-6534

경기

Aone카프라자
차사랑카공업사
KL모터스
상진휠얼라인먼트
모터플러스
ABC모터스
가우리모터스
유로모터스
JM모터스
아트 모터스
서오릉오토카센터
DS모터스
도헌모터스
한국지엠봉일천바로정비
JM모터스
리플랜모터스
임진자동차
친구카 정비센터
광릉오토매니저
원태호오토케어
한길카서비스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124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91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64-44 나동(설문동)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50-2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976-7
고양시 일산서구 토당동 695-2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82-3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13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0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6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121
고양시 백양로 139
김포시 북변동 232-2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99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70
파주시 신촌동 308-2
파주시 문산읍 선유2리 892-20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94-71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45
성남시 판교동 589번지
의정부시 호원동 468-2

031-932-3222
010-5282-1215
010-8880-3101
010-8718-7002
031-941-6956
010-3336-5068
031-925-3115
010-4041-0622
031-938-1700
031-903-2518

031-967-5935
010-7312-8611
010-3791-5064
010-7162-6717
010-7799-1744
010-2759-5707
010-9065-9936
010-8894-5102
010-4925-0802
010-3261-1482

비츠로모터스(수원점)
동신카센타
영통현대모터스(더엔진)
(주)에이스텍인코리아
베일모터스(와우 모터스)
24시 자동차공업사
투플레이
타이어프로(당동점)
티스테이션 부곡점 (현수통상)
신화카클리닉
현수통상 대야미점
자동차구조대
인디매니아
타이어프로(화성발안점)
참좋은 모터스
제이모터스
파파.타이어.정비.세차
스카이 자동차 써비스
오일베스트
아트카스토리
안양모터스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75번길 6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5-17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56
과천시 과천동 523-7
과천시 과천동 533-1
과천시 중앙로 287 (관문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6-6번지 (신갈로 101)
군포시 당동 51번지
군포시 부곡동 1183
군포시 당동 950-8
군포시 대야미동 664-1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206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2
화성시 향남면 장정리 216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8-5
화성시 반월동 358-2
화성시 안녕동 44-19
시흥시 정왕동 1425-5
안산시 상록구 이동 697-3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8(안양동 413-17)
의왕시 오전동 131-3

031-248-9421
010-6439-8304
010-5418-7058
010-3116-8551
010-6754-7273
02-502-3238
010-9995-4470
010-8808-7393
010-5414-7418
010-5414-7418
010-5414-7418
031-532-5119
010-9787-2908
010-9963-6418
010-2027-4996
010-5283-8788
010-5835-5645
010-3302-2800
031-406-5130
010-9038-9946
010-7294-8819

전남  

타이어김
카마트공업사
현모터스
백련카부분공업사
황성필카
달리는부분정비공업사
세진부분정비공업사
믿음카센터

나주시 경현동 175-16
목포시 산정동 1081-18
목포시 비파로 122(상동)
목포시 용당2동 950-20
목포시 옥암동 979-12
목포시 용해동 143-101
목포시 산정동 1790-25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64-1

061-331-1588
061-273-7081
010-9515-3133
061-279-9111
011-625-5582
010-2603-7402
061-276-3356

금호타이어신강진대리점
우정카정비공업사
대성카센타
신북카
오토클리닉
차니카
중앙종합카센타
한성카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36-1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349-2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65-7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820-5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014-29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1167-1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46
해남군 해남읍 영번로 77

061-433-0012
061-383-0554
061-453-8011

061-461-0072~3
061-473-2068
061-862-8898
061-532-1419

광주

청솔카클리닉
하종남카클리닉
신용카클리닉
전일카클리닉
한국카 정비
월드카서비스
친절카서비스
월드카서비스
㈜대왕자동차 공업사
노아자동차정비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5-1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49(중흥동)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76-25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93-1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36(임동)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4-2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480-18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4-2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672번길 18-9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22-43

062-574-9420
062-523-2276

010-3604-8090
062-385-1249
062-265-8301
062-267-1943
062-265-8301
062-572-0061

풍암 하이카
한우리카센타
한솔자동차
프로미카월드남구점
만도카센타
금광카클리닉
나래오토카센타
한백자동차정비
대일종합자동차
세진카센타 소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52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608-4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912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9-1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32-10번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115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97-6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602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827-9(도천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387-4

062-653-7274
062-682-8212
062-652-6100

062-952-0951
062-952-2232
010-5014-0200
062-956-2219
062-944-5109

부산

월드모터스 연제구 중앙대로 1154 053-852-5109 타이어테크 남구 용호 1동 135-8번지 062-682-8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