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쉘 리무라 취급점

판매처명 주소  전화번호

영신공업사 전라북도 고창군 성두리 435-32 063-564-1830

태성카센타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564-55 063-562-1212

경포세차장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86-1 063-443-0277

공열타이어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197 063-464-9669

기선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번영로 680 063-451-4034

나성관광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2114 063-164-1555

물인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193 063-461-4844

비룡카센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501-1 063-453-7512

삼성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597-5 063-471-4936

신진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옥녀로 12 063-465-6240

신창타이어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982 063-464-7474

열린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59-10 063-467-8886

외항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543 063-467-6920

종합모터스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최호장군길 4 063-452-1011

진성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480 063-463-4844

태정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430 063-467-5528

특장25시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542 063-467-0089

하나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066 063-468-7372

한국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842-2 063-465-2987

한길공업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983 063-464-4840

한성타이어 전라북도 군산시  양촌 2길 6 063-445-6919

스마트카센타(김제) 전라북도 김제시  벽성로 268 063-542-6441

에덴밧데리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543-4 063-545-0133

오토피아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363 063-547-8119

카리스정비 전라북도 김제시  남북 10길 7 063-547-6861

타이어K(김제) 전라북도 김제시  금만로 32 063-543-2514

유로오토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326-3 063-542-3300

서남원IC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502-1 2필지 063-634-5151

가가공업사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448-1 063-584-6602

얀마농기계(부안)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227-10 063-583-6869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7-3 063-580-5358

공단삼봉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릅 수계리 609-1 063-262-0134

공단삼봉카센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09-1 011-9844-7018

만덕카센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63-13 063-261-6563

명진타이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리 195 063-291-8715

용진모터스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초포다리로 257 063-247-8112

청진카센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551 063-261-3151

한국타이어 완주총판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832 063-261-0777

현대카센타(봉동)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751 063-262-3306

화산카센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490 063-634-3513

공열종합카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199-5 063-856-5280

남성세차장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118-46 063-855-0920

대형카(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8길 22-3 063-838-7272

대형카(황등) 전라북도 익산시 황동면 557 063-857-1686

두리카센타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26-33 063-835-3358

미미농기계 전라북도 익산시  강경1길 63-35 010-2025-3919

백곰세차장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648-9 063-862-5109

수정카센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 석천리 83 063-861-6317

숲정이카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444-2 010-9301-7779

신흥농기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580-3 010-9368-4201

우리카센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346 063-836-9274

태광카센타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3-61 063-585-5647

형제밧데리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599-27 063-855-4483

대한통운(오수)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96-4 063-642-5031

쌍용카센타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761-5 011-676-1135

88세차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63-3 063-211-0470

골드카센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3-147 063-244-0057

대광타이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35 063-253-8199

대형카세차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436-2 063-214-1033



대흥정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38-9 063-211-3456

드림카센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28-18 063-212-1211

삼양카센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52 063-211-9856

서부타이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24-33 063-212-9624

은파세차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6 063-211-5133

장인카서비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26-13 063-245-0097

질주타이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55-2 063-253-7474

한국타이어 동전주 형제대리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81-1 063-254-3438

한국타이어 전주총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61-12 063-211-5109

한빛대형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암실길 29 063-211-5706

경환모터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285-17 063-224-0752

삼남관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첨잠로 457 063-223-5152

하이카서서학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38-2 063-231-6260

화인카센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76-1 063-227-2308

타이어타운평화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741-3 063-227-2782

나드리농기계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석지로 674 063-571-2987

장학타이어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454 063-531-9797

카고자동차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5-4 063-533-1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