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쉘 리무라 취급점

판매처명 주소  전화번호

㈜세화정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633-1,2 02-3158-3158

동성모터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27-9 02-571-4690

세경자동차공업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18-1

한국대형정비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291 031-797-1919

한남특수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40-2 031-737-5154

(주)성우자동차정비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031-460-2772

삼정세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71-26 032-671-8211

대형자동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100-3 010-8577-8281

서수원카센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40-1 010-2434-2420

오일타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101-9(정조로 221) 031-232.0061

북수원공업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610 017-288-7635

C월드자동차공업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큰솔로12번안길 10-18 031-434-8558

OK카서비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63-27(두문로 58) 031-313-1688-9

과림자동차정비공업사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746-1 02-3666-9501

금강정비세차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61 -12 031-433-2244

대황카센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62-17 010-9889-4135

도일정비공업사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763-1(군자로 536) 031-491-6115

삼성익스프레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신천로 104번길 24-1

서진자동차부분정비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하우로길 38번길 19-1 031-317-7997-8

성도자동차공업사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오동마을로 123 031-498-7755

스마트카센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4-8  108호 010-7188-2299

시흥골재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296-1 031-317-1252

시흥대신지게차 경기도 시흥시 포동 42397 031-314-4477

애니카랜드 매화점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수인로 2875 031-317-0839

우성카정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39-1 031-433-7181

유진카센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8 011-482-9564

이룸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271(정왕동) 010-4786-0007

정인공업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76-436 010-6735-5317

㈜대일환경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153-1007 도창대선월드피아 031-311-3080

한국골재㈜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163-3 031-314-5062

황제카자동차공업사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109-4 031-311-8318

대호카센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28(선부동) 010-3557-1039

원형카센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층(화정천서로 517) 010-9458-0180

동막골자동차정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막길 6,1층(장상동) 010-9204-3334

가진카공업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서운로 644 031-671-4467

대한모터스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양기리 323-3 031-618-0061

상신자동차정비공업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563 031-677-6457

서안성종합정비센터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1188 031-651-6124

양성오일나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 257-1 010-4365-1015

죽산대리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91-    031-676-7615

충일카센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1780 010-7726-9526

트럭카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65 010-6361-6213

건영세차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92-2 031-284-2600

삼성공업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19-10 031-282-1464

신갈자동차월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208 031-284-1400

태림모터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010-5299-3228

풍림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97-6 031-282-7476



(주)백암명성모터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626  32 031-338-2088

OK타이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123 031-335-0907

대형카빵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484-4 031-323-0919

신용카공업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35-3 031-321-4431

양지모터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69 010-8100-4001

양지오일나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555-6 010-3379-6878

용인오일타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전로 11 010-2484-5130

워크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57-9 031-339-9373

전진공업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955 031-322-0505

차사랑모터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965 031-322-9285

한국타이어 오토피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835-1 031-333-6926

해피데이 한국타이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10-3 031-336-6168

부곡대리점 경기도 의왕시 이동 311-4 031-462-3603

홍가네경정비카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63-5 031-456-2777

이천오일나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483-17 010-8941-2051

경동자동차공업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626-3 031-958-7249

대성타이어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면 강변로 1451 031-618-1040

만(MAN)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남부대로627-3 010-9391-6795

서평택총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읍 포승향남로 188 031-681-5521

신화에너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6-7 031-684-5187

안중오일랜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1211 031-682-1960

안중특수산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39 031-682-6011

오일플러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서해로 1987 031-683-5182

오토바른정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52 031-664-7119

유니캠루브교환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서해로 1987 010-3705-0527

유니켐루브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서해로 1987 031-683-5182

장성윤활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471-5 031-684-8951

주식회사 공성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6 031-683-4371

진영대형차정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772 010-2644-3430

포승특장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59 031-681.9502

타이어구조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681-5

반석상사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14-21

삼성카센타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324-6

우선타이어공업사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204-18

JE 모터스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1418 (북양동) 031-356-9931

금성카센타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1174 (남양동) 010-5347-2508

금호그린상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186 010-3875-3521

남양밧데리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565-19(주석로 370-17) 031-366-8778

대영모터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동 1417-4(신남로 273) 031-356-9878

형제카공업사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758 010-4799-7938

TS타이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693-7 031-366.0864

대한타이어판매카서비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702 031-366-6690

스피드카공업사 경기도 화성시  송림동 223-1(화성로 1291) 031-355.4144

태안중앙카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447-3(기배로 67) 031-222.4564

토탈제이에스윤활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694 031-373-8762

플러스오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155-11(푸른들판로 1430번길2) 031-356.3447

화성상사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031-357.0401

흥진모터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시청로 1608 031-352-5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