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전구 사은품 교환처
지역

주소

거래처

연락처

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1-16 지층

진흥전기

02-540-5560

2

서울 강동구 길동 143-4 베네치아상가 103호

엘리트전기판매

02-487-2767

3

서울 강북구 삼양로 198(미아동)

에이치에스

02-1644-8628

4

서울 강서구 화곡로 227(화곡동,1층,2층)

금산전기조명(화곡동)

02-2694-2231

5

서울 관악구 관천로 61 (신림동)

가야전기조명(강남)

02-858-0982

6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3-1

재형전기조명

02-458-8900

7

서울 구로 구로 612-1 제일빌딩108

한보이엘

02-2675-1241

8

서울 금천구 시흥동 984 유통상가 30-136

시온전기

02-891-7744

서울 노원구 상계동 389-583

진흥전기조명

02-932-6384

1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515 제6호

형도전기(강북)

02-965-8659

11

서울 동작구 대방동 376-16

한독전기산업(주)

02-702-2021

12

서울 성동구 장터길 28-1(금호동4가)

민라이팅

02-2294-4825

13

서울 성북구 삼양로 37 (길음동) 남도빌딩

남도전기(길음)

02-917-2727

14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35, 1층,2층(송파동)

(주)예스전기

02-422-7032

15

서울 양천구 신정동 296-90 1층

대아전기조명

02-2645-3383

1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72번지 남일빌딩 1층

일신전기(김포.강남)

02-2677-3596

17

서울 용산구 신계동 40-5

다인조명

02-703-4348

18

서울 종로구 장사동 106-2

영진전업사

02-2272-3342

19

경기 김포시 풍무동 326-23

(주)상도전기

031-983-4132

20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104

한림시스템

032-679-6655

2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75 (정자동,삼성아데나팰리스아파트)

아데나조명

031-719-7411

22

경기 시흥시 과림동 619-2 플러스상가

삼보전기조명

02-2613-1411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호계동,국제유통단지) 7동 1

남광조명

031-479-1328

24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532(신곡동)

국일전기조명

031-841-3152

25

경기 파주시 금촌동 777-2 1층 102호

(주)구성전기조명

031-944-5055

26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81번길 27 (관산동)

(주)벽제공구

031-962-8018

27

경기 고양시 일산서 주엽동 14 문촌주공7단지상가 109 1/2

미광전기(강북)

031-915-7709

28

인천 남구 인주대로 374(주안동)

매일전기(주)

032-421-3800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9-8

형제전기

032-814-4381

인천 동구 송림동 295 산업용품센타 20-134, 135,136호

일신종합전기

032-589-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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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사은품 교환처
지역

주소

거래처

연락처

1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11

K.T.M

055-636-5405

2

경남 진주시 상평동 164-3 1층

조광전기

051-313-7110

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3번길 79(명서동)

모든라이팅

055-237-5010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북3길 34 (북부동)

(주)제이디 양산지점

055-382-2347

5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548

(주)에이원전기

055-855-8987

6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474-3 (내이동)

제일전기상사

055-355-4619

7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97 (남부동) 1층

경성전기조명

055-388-5508

8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2길 10-10

미래씨앤씨(주)

010-3526-79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달오3길 6

창진전기.조명

054-971-8292

10

경북 구미시 인동19길 22-10

위너스전기마트

010-2273-8793

11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293 (임수동)

(주)보국전재

054-475-6000

12

대구 중구 동인동1가 116 동인태평상가12-2호

대산전기

053-422-7735

13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16 15-1

(주)남영전기(유통)

053-604-5116

대구 달서구 죽전동 399-11

(주)일신이앤엘

053-561-3989

15

대구 중 태평로1 18-2

(주)남영전기조명

053-427-6052

16

대구 달서구 갈산동 258-12

세화전기

053-585-3630

17

대구 중 동인 3 271-28

대경전기

053-423-3681

18

부산 사상구 감전동 125-7

(주)엠케이전기물류

051-317-6211

19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50

일신종합상사

051-208-6815

20

부산 강서구 평강로 302번길 51(대저1동)

고릴라인터내셔널

051-797-8405

21

부산 사상구 괘법동 562-28

(주)남영전기(부산)

051-818-4488

부산 동구 성남로47번길 36(좌천동)

신광전기(주)

051-631-8008

23

부산 강서구 봉림동 653-6

코텍스

051-973-8745

24

부산 서구 토성동2가 11-26

성광조명전기

051-245-3657

25

부산 중구 보수2 72-20 4/1

금창라이팅

051-247-3311

26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229번길 26

(주)대왕전기상사

051-254-3264

27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2-3 (부곡동)

한빛

010-2573-5204

28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17 (삼산동)

(주)미광전기(울산)

052-268-62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봉화로 15

주식회사 영성전기조명

052-249-7353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27(신정동)2층

주식회사 보탬토탈시스템

052-294-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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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사은품 교환처
지역

주소

1

광주 서구 쌍촌동 898-3

2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478 (동천동)

3

광주

광주 북구 중흥동 662-15

4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2층 210호 (서석동)

5

광주 동구 계림1동(560~593) 564-22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37번길 25 (송촌동) 1층

거래처

연락처

(주)비엔

062-371-2586

주식회사 금태전기

062-956-3134

중앙조명(광주)

011-601-5011

㈜엠에스텍

062-222-5529

평화전업사(광주)

062-267-0359

지아이트레이드

070-8245-5021

대한전기조명(대전)

042-637-0798

대광전기조명㈜

061-745-6120

평화조명

061-753-5260

그린조명마트

061-794-3392

대전
7

대전 대덕구 오정동 299-13

8

전남 순천시 연향동 418-6

9

전라남도 순천시 강변로 773 (동외동)

10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1 (중동)
전남

11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로 25-21 (교동)

주식회사 대림전기

061-663-6776

12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43 (산정동)

LED하우스

061-273-2033

1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17

주식회사 주도전기

061-372-8855

14

전라북도 정읍시 관통로 74 (시기동)

진전기조명

063-533-2619

전라북도 군산시 새터길 36 (구암동)

서광물류

063-445-7071

주식회사 유연전기

063-236-7400

15
전북
1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326 (중화산동2가)

17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2길 43

제일LED전기조명

063-562-4965

18

충남 천안시 성정동 635-5

선우라이팅(천안)

041-572-5593

1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5길 10(백석동)

지엘라이팅

041-567-0658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항곡로 310-10, 가동

주식회사 태양전기

041-353-1758

20

충남

21

충남 공주시 신관동 585-12

태화전기공주

041-853-1640

22

충남 서산시 석남동 16-20

태경사전업

041-665-1094

23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171

(주)지성일렉트릭

042-624-6644

24

충북 충주시 교현동 642-7

고속전기조명

043-844-7669

25

충북 충주 봉방 204-9

국제전상

043-843-7579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810

대성전기 주식회사

043-883-4551

27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312 (청전동)

태성전기조명(제천)

043-652-7775

2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920 1층

신광조명(청주)

043-268-1688

2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97-6

문화전기㈜

043-257-0609

30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733-53

제일조명(진천)

043-534-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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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남영전구 사은품 교환처
지역

주소

거래처

연락처

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12 (1층1호)

삼성상사

031-762-4757

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홍리 763-3

한솔전기

031-775-8033

3

경기 안성 안성 도기 40

남광종합상사

031-673-7709

4

경기 남양주 화도 녹촌 13-12

마강전기

031-594-3779

5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615번길 1 (금정동)

태원전기조명

031-451-1185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82 (정자동,평림빌딩지하1층)

에이스조명

031-719-4424

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영통동)

다다조명플레너

031-273-1009

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8번길 13 (권선동)

서경전기

031-304-7369

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72

이레전기조명(수원)

031-234-2200

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298-1 (매탄동)

현대전기(경기)

031-242-3824

경기 시흥시 정왕1동(1366~1367) 1367 시화유통상가 3-101

종합전기

031-430-1691

12

경기 안산 원곡 994-5 유통상가 14-123

안산현다

031-494-0114

13

경기도 이천시 갈산로 88 외 2필지(갈산동)

영광전기조명

031-637-0703

14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00(내삼미동)

LED미

031-376-7782

15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231-3

명진전기

031-332-0471

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77 (풍덕천동)

윤성전기조명

031-262-3114

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62 (마북동)

태양조명프라자

031-285-5722

18

경기 의왕 고천 305-8

광명전기

031-456-8906

19

경기 평택시 통복동 90-1

안성공구철물

031-651-0989

20

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340 (능동)

제일전기조명(경기)

031-8015-0470

21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10-8 1층 1호

중앙전기(화성)

031-354-8181

22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493번길 2-3 (진리동)

알파전기

031-637-3687

23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93-6

참빛라이팅

033-734-1411

24

강원 원주시 태장동 1403-13 1층

원주전기상사

033-742-8090

25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295-4 (포남동)

상원전기주식회사

033-652-3395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595 (동회동)

덕신전기상사

033-522-3326

27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223번길 2

산호전기조명

033-642-8577

28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1리 112번지

현대조명전기

031-885-4363

29

강원 속초시 조양동 1321 나동

속초전기상사

033-637-2595~6

30

강원도 태백시 고원로 61 (황지동,유진아파트) 유진아트빌상가1-5호

삼성조명철물

033-55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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