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센터명 주소 연락처

대원공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54 02-484-2962

서울공구(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중앙유통상가 라동 1121호/1122호 02-2683-8397

동성에스에이디(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구로공구상가 C블럭 24-113-1 02-2677-5882

가인공구(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4 시흥유통상가 31-129 02-803-0586

케이비원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5-27 02-801-9000

영진공구(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1동 542-1 1층 9호 02-744-0975

디앤씨툴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227(송정동) 다사와빌딩 1층 0505-213-0909

성원화스너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6-264 02-498-4209

대흥공구마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421 02-2294-0933

해광종합공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413 대종빌딩 1층 02-2602-0942

대흥전기(택)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33-1 02-2274-8097

민공구(택)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44-2 1층 070-4246-0808

유림종합공구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32-1 032-888-0989

우성기전(택)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30 동유상가L동 104호 032-584-5270

알파종합공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7-11 가동 031-903-0946

천왕종합공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3-1(1F) 02-2686-0944

공구천하장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83 보강센트럴빌 b-08 032-667-8909

공구이마트(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경수원산업유통센터 302-109 031-278-0910

공구프러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63-3번지 031-312-0982

공구마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9-5 1층 031-492-0950

안산공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5 안산유통상가 19-103 031-495-0989

가나공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5 유통상가편익A-104 031-495-6948

아욱사노한성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34-7 031-409-2329

안양서비스센터(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안양국제유통단지 6-103 031-479-0975

희성공구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398-22 031-663-0940

종합철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7-34 031-542-0469

명진종합상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499-5 발안유통7동117,217호 031-366-3963

장운실업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614-26 032-672-0002

안전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90-48 108호 042-621-0410

금성종합기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87-5 042-626-0975

번영테크툴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99-8 042-626-0949

금원공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24-4 042-625-8916

경일공구(택)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70-1 042-627-1008

명신종합상사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1-7 042-286-1770

성일종합공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8-1 산업용재유통상가 102-123 043-215-0944

청주기공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5(덕성그린 102-1501) 043-252-0622

거송종합상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79번길 7 청주산업용재유통상가 1-30 043-234-8662

삼삼공구모터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505 (문화동) 043-854-3309

제일기전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동 414-1 041-353-4077

승남종합공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70-7 041-578-7481

동전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92-2 041-569-9060

현대종합공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29 041-631-5809

대우종합툴이즈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9번지 산업용재관 11-15.16 053-604-1927

해성공구(택)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23-2 053-25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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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종합공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7-3 053-255-3556

케이비원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서야동 99-1 053-257-6200

검전사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65-4 053-255-4209

크레텍책임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69 053-2500-7600

해동건설기계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71 053-252-7678

광주 선진공구(택)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570번지 062-523-8760

승승공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57번지 053-270-0989

동성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381 054-461-6634

대흥종합자재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92-6 054-475-7600

경남 육일공구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172-14 055-237-6109

남원볼트공구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496-7 063-625-9111

서해공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58-12 063-274-9308

한진기계전기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28-16 063-531-0860

울산 대인기공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92-11 052-257-1894

금강툴릭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2-15 051-311-2006

회전건설공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3-17 051-313-0978

진흥기공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5-1 051-324-9948

재우기계공구(택)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66-9 051-313-9970

보쉬서비스(택)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78 산업용품 유통상가10-110 051-319-1566

제주 공구이마트(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1동 1059 A동 064-702-0982

경북

전북

부산

http://bit.ly/2YXskW5

직접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Hey~ 스탠리" 홈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택배로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픽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전국 542명의 홈픽 픽커가 고객님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 수거와 전달을 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의 채팅서비스 http://stanleytools.co.kr
- 홈픽 전용 전화접수: 1577-6219

* 일부 지역 및 제품의 무게/부피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서비스 이용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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