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도 권

인천

(주)제일윤활유

대승유류사

선진세차장 

송아윤활유 

오렌지 타이어 

인천 서구 석남동 655-39

인천 중구 항동7가 78-2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0-14

인천 서구 검단천로 120

인천 중구 항동 7가 30번지

010-9267-5869
032-581-3128

032-882-5344

원창모터스

터보자동차 공업사

프로대형세차장

현대세차장 

인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18(원창동)

인천 서구 오류동 606

인천 서구 검단로 326번길 81-41(왕길동)

인천 서구 원당대로 530(왕길동)

032-581-3127
010-9195-1037
032-569-6620
032-564-1881

경기

광명자동차공업사

대형자동차

만 

서진카 (리무라)

세경카센터

세기윤활유 (주)세기산업 

스피드카공업사

양양공업사

오일타운 금호 KTS   

우성카정비 

유한모터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489-3

경기 수원 권선구 대황교동 100-3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576-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7-7

경기도 광주시 역동 28-5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53

경기 화성시 화성로 12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 89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22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39-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763-5

010-3722-3096
010-8577-8281
010-9391-6795
011-265-5575

031-296-2000
010-8733-5233
010-5262-1788
031-232-0061
010-8522-7181

태림모터스

태안중앙카

한국지엠봉일천바로정비

한성카센타 금호 KTS   

해명공업사

JE모터스

서평택총판 금호 KTS   

죽산대리점 금호 KTS
KTS향남점 

TS타이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32

경기도 화성시 기배로 67(기안동 447-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99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928-4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69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186-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36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91-1

경기 화성시 발안로 331-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355

010-5299-3228
010-8758-2639
010-3791-5064
031-351-2211
010-8679-2522
010-6380-4939
010-9197-8581
031-676-7615
010-5167-2577
011-781-7847

영 남 권

대구 영화세차장 대구시 동구 안심로55길 49, 외 2필지(동호동) 010-3812-3868

경북

골든24시셀프세차장 

남부부분정비

단산부분정비

동성부분정비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265

경북 영주시 구성로 93 (조암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99

경북 안동시 앙실로 384 (수하동)

010-5003-2002
054-636-8648
010-8560-3938
054-856-7272

북삼중기정비

스피드카

태형카정비

OK자동차 정비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34-4

경북 안동시 말구리길 98

경북 안동시 수상동 820-117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9로 1

010-3671-1530
010-3535-9895
054-855-6636
010-4506-1149

부산
극동씨엔더블류

극동씨엔더블류(극동세차장) 

부산시 남구 감만동 506-2

부산시 남구 감만동 254-27

051-637-7799
051-636-2564

대우정비

영신카정비 

부산시 사하구 서포로 57(구평동)

부산시 강서구 공항로 467번길

011-9512-2889
010-3566-9716

경남
그린타이어 금호 KTS   

대현전문정비

삼진중기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42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093-6 대현전문정비

마산 합포구 진북면 부평리 117-1

055-329-1272
010-4611-0551

상동종합정비

울산카

정촌산단점 금호 KTS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245-3

경남 거제시 중곡2로4길 17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28

010-2852-7328
055-852-8056

울산
로타리 중기

태영카공업(한국윤활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347-6

울산시 남구 산업로 63

010-3833-5978
052-265-2151

호계점 금호 KTS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222 (창평동) 052-292-8988

충 청 권

충남

금호타이어 충청대리점

대천오일교환

대한 중기 산업 

북천안오일나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575-3

충남 보령시 내항동 9-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152번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36-1

041-582-4202
010-5427-5145
043-014-6000
010-3461-7471

붕붕타이어모터스

서논산공업사 

서해카 공업사

한성종합정비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141-1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624-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7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4길 36

010-8983-1154

010-2421-5374

충북
청원오일교환점 

선경이엔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203-1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49

010-5424-5618
010-3182-7530

한국타이어 대소점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430-1 010-5508-0019

대전
붕붕카센타

삼통종합상사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388-1

대전시 신탄진로

010-5283-8011
010-4466-5109

송정카센타

터미널 정비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163-10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00-1

042-544-8181

호 남 권

전남

강진상사 

고흥 종합부분정비공업사

금호타이어신강진대리점(김덕남)

베스트서비스

전남 광양시 성황동 73-5번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1175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36-1

전남 광양시 초남리 762-1

010-3646-0569
061-833-8444
061-433-0012
010-9433-8209

주식회사 지상모터스

진월세차장 

태광카센타(차영례)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49-7

전남 광양시 진월면 백운1로 503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299-15

061-333-9077
061-772-5140

전북

(주)한국공업사 금호 KTS   

기선공업사

남경카센타

백두산카

부량농기계

삼양카센타 

서해안 공업사

성실카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842-2, 1845-1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65-12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52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75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24-2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8-3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597-5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417

011-682-2987
063-451-4034
063-633-8234

010-4851-7901
010-3651-7203
010-3671-8859
063-463-9756

숲정이카센타

신진공업사 

심원카센타

에덴밧데리

우리공업사 (한길공업사)

전주대형카센타-투맨특장

카리스정비

태정공업사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444-2

전라북도 군산시 옥녀로 46 (내초동, (유)신일운수)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74-1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543-4

전북 군산시 산북동 206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25-48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동 535-25

전북 군산시 산북동 2957-10

010-9301-7779
010-2658-6240
010-9127-0029
010-6863-0133
010-9448-0028
010-3311-0885
010-3672-3853
063-467-5528

광주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 

대성타이어

신용카클리닉(유종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80(소촌동)

광주광역시시 광산구 도천동 123-20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76-25

062-941-2600
062-953-7723
062-572-1090

우영3급 주식회사

장수보링공업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827-10 도천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113

062-956-7249
010-3779-7725

영 동 권

강원 대형카 공업사 강원도 속초시 싸리재길 247-66 010-3191-8328 안전부분공업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70-2 033-745-2504

쉘 리무라 브랜드샵 및 엔진오일 교환점

수입 트럭 정비 가능금호타이어 트럭버스 전문점 금호 K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