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쉘 리무라 취급점

판매처명 주소  전화번호

금호타이어(강진)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36-1 061-433-0012

믿음카센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64-1 061-433-7337

도덕카센타 전라남도 고흥시 도양읍 봉암리 3782 061-842-4875

진광산업㈜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398-35 061-362-1061

강변세차장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6 061-772-3255

강진상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73-5, 061-795-1752

고세차장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5길 47-12 061-772-7766

미래타이어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28-278 010-3622-4539

백운세차장 전라남도 광양시 목성리 678 061-761-2646

일신타이어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390 061-792-1333

지우공업사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 955-8 010-5612-3522

진월세차장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백운1로 530 061-793-6444

타이어베스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793-1 061-763-0176

타이어프로중마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3-1 061-794-3802

황금세차장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8-4 061-791-1241

금호타이어(나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389 061-333-7800

타이어김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175-16 061-331-1588

한박사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394-21 061-336-0042

남도에너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492 061-382-3436

우정카정비공업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349-2 061-383-0554

21세기부분정비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동 247 061-243-6584

담솜부분정비공업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379-8 061-243-3790

미르오토빌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71-25 061-279-8284

대성카(무안)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65-7 061-453-8011

내트럭자동차공업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614 010-5030-4058

미래정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763 010-6611-7488

비월카부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205

빛고을카랜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221 061-725-6861

산단세차장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80외 12필지 061-724-9551

새쉼터공업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67 061-723-1811

원부분정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626-2 061-751-0827

천지부분정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741-2 061-755-7750

패 리정비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23, 061-723-4695

해룡부분정비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09 061-724-5172

구백종합1급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558-5 061-683-5277

그린부분정비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1237 061-686-5185

대신종합세차장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937 010-8618-2720

동아상사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97 061-686-8040

동아세차장 전라남도 여수시  삼봉로 97 061-686-8087

신대신카센타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612-8 061-685-6056

신덕카센타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21 061-686-6005

엑스포상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산단로 232 061-691-6838

여수현대정비센타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42676 061-692-7575

오성공업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437-2 061-681-0811

㈜대불공단운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6-16 061-462-2000

케이티에스(장성점) 전라남도 장성군 황률면 신호리 293-6 061-393-7795

태광카서비스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299-15 061-392-2330

금골산카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 1844-16 061-542-125

문장카센타 전라남도 함평군 금덕리 364-12 061-323-2433

금호타이어 중앙대리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448-1 061-536-1003

명성카센타(해남)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477-9 061-533-5055

북평카센타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410-1 061-535-1922

삼천리자동차정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554 061-373-8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