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센터명 주소 연락처

(주)신한공구상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40-3 02-474-9695

원공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23-7외2필지청기와상가아파트101 02-903-0989

진영종합공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4층 C-59호 02-3424-4415

주식회사 공구천왕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15,라동 1714호,1715호(구로동) 02-2686-0922

(주)효성메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4-1C-24-113 02-2675-0668

(주)케이비원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5-27 02-801-9146

동일기기상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984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2-101 02-802-2548

동성공구상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38(창동) 02-903-0909

(주)디앤씨툴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2-6 1층 0505-213-0909

백두기기D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250-105 02-2266-0545

(주)삼흥테크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191-1 02-2265-5108

대흥기기(주)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40 02-2275-8429

주안상사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604-1구로공구상사 A-8-119-1호 02-2631-3809

주식회사 아산툴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5,라동1109,1110호 02-2682-0907

신화종합상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76 (답십리동,1~2층) 02-2214-2209

하이툴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71-3(입정동, 1층 5호) 02-2264-0942

성광공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171,A동 1층(천호동) 02-484-9096

주식회사 프로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9(독산동) 02-859-9900

(주)휘닉스무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6-3 02-586-7136

성광공구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151, 103(신당동,1층) 02-2296-2787

삼익툴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41(중림동) 02-313-7516

(주)이수툴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1길 13(을지로3가) 02-2277-8158

(주)동신툴피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0-14 02-2106-2207

강화유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00-8 032-932-0641

삼일종합공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1 공단C-119 032-814-3109

인상종합공구 인천광역시 동 송림 294 산업유통센타 28-105 032-589-0960

성원종합공구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4 산업유통센타 13-110 032-589-2041

청우상사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97번길 4 (원당동,1층) 032-561-0989

(주)덕정우드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59 032-937-3304

재경상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9-5 032-422-7462

철물박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4-16 032-467-3935

(주)인천기계상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906(가좌동) 032-583-0949

반석종합공구 인천광역시 동구 봉수대로 98,씨동 156호(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터) 032-577-0922

조은기전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4 인천산업유통단지 편익상가 제비동 102호 010-8555-4667

우수철물건재백화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707-10, 707-12 062-955-0853

신화공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25(학동) 062-234-2868

주식회사 페트라유통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577(동림동) 062-515-8300

선진공구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810(운암동) 062-512-8760

유신공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53(산업용재유통센터12동 121호) 062-603-3313

(주)광명티엔에스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74(양동) 062-367-2848

영재철물상사(유)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88 (농성동) 062-366-0989

리오통상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19-40(동천동) 062-513-4566

주식회사 이지웨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7, 4층 403호(치평동, S클래스상 062-515-8300

경기 금강상사 경기도 고양시일산 장항동 611-22 031-908-0336

서울

인천

광주

스탠리 지역별 판매대리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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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스마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27-25 031-996-0945

금일공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77(도당동) 032-671-9449

라보엠코리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14,외1필지 104호 1599-0989

㈜대덕기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804번길 67-24 1599-0989

주식회사 홈툴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309 031-676-4466

동서종합공구 경기도 안양 동안 호계동 555-9 산업기자재단지내17-102 031-457-0989

아이템공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 호계동 555-9 국제유통단지 16-126,2 031-479-1409

태양공구철물종합상사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 769(가수동) 031-376-0989

계양공구(한신빌딩)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28 031-631-8932

금강공구볼트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909-2 031-535-0944

제일타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212, 1층(내유동) 031-962-0935

쌍용종합공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687 031-762-7880

주식회사우리이앤아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665-10 031-574-9552

ALL(올)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177(상패동) 031-867-4828

판교공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5-5 101 031-705-8909

(주)천일공구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18 031-235-7081

준툴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95번길 7-1, 101호, 102호 031-293-0216

주식회사 나은툴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309번길(과림동) 02-2625-3942

주식회사 툴칸코리아 경기도 시흥시 안골길 11(계수동) 1544-0916

시흥월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4 공구상가 26-122 031-430-4959

선일공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6,1층(원곡동) 031-508-0989

한성물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44-15 031-406-6880

공구팩토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102, 301호(월피동) 031-439-8909

주식회사 한일전기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35(도기동) 031-673-1033

대한상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110, 1동 031-871-0945

성운철물나라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42-1(광사동) 031-821-0945

(주)형제공구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8 031-771-3949

공구친구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351번길 75-2(신장동) 070-7578-9313

선일공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80번길 49-10 1800-0989

동남종합상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931 031-352-9209

평화종합건재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055(효가동,1-1호,1-2호) 033-522-4997

우성종합상사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208-2(발한동) 033-535-7999

강원 TOOL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61-6 033-432-0989

경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15동 1층 114호 042-670-7575

와와툴코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24-4 042-625-8916

명신종합상사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1-7 042-28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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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종합기계공구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64-2 042-538-0945

형제종합공구상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40-29 043-878-0936

주식회사 중부종합상사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43 043-882-3789

새론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387-7 043-882-0946

삼거리공구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669-1 043-646-0908

태양상사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48-1 043-647-9000

고려건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대촌길 23 043-534-1830

성일종합공구 충청북도 청주 상당구 사천동 48-1 043-215-0944

거송테크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 죽천로79번길7,1동30호 043-234-8662

대일종합상사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1350번지 043-844-2211

경기

충북

대전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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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일종합상사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1350번지 043-844-2211

한라종합기계공구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1길 5-3 041-732-0942

(주)디에이치티엠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길 2번길 3 041-541-3746

주식회사 아이언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3길 6-1 041-551-4089

하나로철물건재 충청남도 당진시 고실1길 41-15(수청동) 041-358-3900

(주)두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90-5 041-563-0921

태양공구철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126 053-633-8909

태평양공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 1629 산업용재관상가15-25 053-604-0966

대운종합상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9 053-604-1817

해동건설기계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71 053-252-7678

주식회사 검전사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65-4 053-255-4209

주식회사 성보종합상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36길 5-7(갈산동) 053-581-0989

TK종합상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55길 99 053-581-6300

(주) 중앙테라코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48 (검단동) 053-254-0411

에이스툴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34길 52(고성동2가) 053-355-0984

주식회사 진풍기업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9 산업용재관 25동 1호 053-604-5566

코보스상역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176번지 053-817-4232

삼원종합상사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429-21 053-554-0477

우창툴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405-1(원대동1가) 053-355-0901

크레텍책임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00(인교동) 053-2500-7600

(주)장인이지툴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10(수창동) 053-256-7442

주식회사 자산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4길 7-17,2층(인교동) 053-257-1213

태영툴시스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6,1층(서성로1가) 053-255-0912

부연종합공구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45 053-255-2310

경산목공센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241-1 (동인동1가) 053-426-1230

보쉬건설기계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204-2 053-257-7212

한독건축자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6(상동) 053-763-4200

정인테리어철물장식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2-29 (금성로336) 054-742-0881

(주)대영자재백화점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381-10 054-463-7500

형제종합철물공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36 054-654-0988

동일종합상사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42-5 053-815-1474

기전상공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332-6(다문로104) 053-857-8005

신용종합상사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315-3 054-749-0922

계양건설기계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97-7 054-473-0945

주식회사대산자재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72-60 054-436-0409

구일공구철물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44 (휴천동) 054-635-9109

장인공구철물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138-3 054-331-2002

대구종합상사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22 054-781-1114

PH산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해로 122(대도동) 054-274-0930

현대종합철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49(장성동) 054-252-1209

반도철물공구종합상사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383-7 055-325-7173

조일종합상사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60-4 055-355-0324

제일종합상사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6-5 (신성공구상가) 055-265-8855

애니툴스(AnyTools)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2길5-1, 1.2층(고현동) 055-633-8983

건우하우징랜드(주)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272-2 055-336-5445

주식회사 영진포엠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50번길 24, 1층(팔용동) 055-238-0662

충남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센터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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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구종합툴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1005호(진장동) 052-227-0545

한신종합상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10-6 1층 051-817-0909

(주)대동툴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1동161-9 051-328-0713

주식회사금강툴릭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3-48번지 051-311-2006

(주)다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천로 252(감전동) 051-503-4442

우리툴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로 53, 2층(안락동) 051-507-2224

부일공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52 평화시장1층26 051-632-4240

K.B.C툴마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40-12 051-313-0966

(주) 한국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46-7 051-310-7878

애니툴(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167번길 66(감전동) 051-314-0022

(주)동국기공사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3가 13-2 중보빌라 104 051-256-7623

에스에이치툴(SHTOOL)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59,2동1층(인화동1가) 063-855-3509

동성철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44,3층(고사동,3층) 063-272-1777

천일공구철물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51,2층(상동) 061-285-3809

와룡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6 061-351-4908

세종 한라종합공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61 044-866-0949

제주힐티공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20-13 064-744-0985

삼평기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2163-7 064-753-0909

한국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54 064-796-1921

평화공구백화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부로 11번길 10 (동홍동) 064-762-2062

ACE TECH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 235, 1층(강정동) 064-739-8982

울산

부산

전북

전남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