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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무실점 033-743-1203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0, 1층 서울 강남구청역점 02-542-0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7, 102호

강원 원주일산점 033-744-1202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51 서울 강동고덕점 02-3426-500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26 

강원 춘천점 033-253-0050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74 서울 강서화곡점 02-2695-10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91, 1층

경기 고양화정점 031-970-855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29번길 40  서울 개봉점 02-2687-100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34

경기 광명하안점 02-3286-3004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38, 주민회관 1층 서울 관악자명점 02-885-50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  1층

경기 군포점 031-395-3004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수리홀 지하1층 서울 광진자양점 02-3437-11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50, 101호

경기 김포점 031-996-0939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15번길20, 20~21호 서울 남성역점 02-521-709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50 마립빌딩 1층 101호

경기 남양주점 031-555-600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서울 노원공릉점 02-906-229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53 

경기 보물섬점 031-955-0077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2층 서울 동대문점 02-924-7672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47, 1층

경기 부천여월점 032-672-500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골로 10 서울 망우점 02-2208-203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458, 1층

경기 부천중동점 032-654-7497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58-2 중동프라자 101호 서울 목동점 02-2648-100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경기 분당이매점 031-707-10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큐브프라자 1층 서울 미아점 02-982-00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경기 상록수점 031-501-797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안길 3 서울 방학점 02-3492-065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78, 1층 6호

경기 서울랜드점 02-502-5588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서울 삼선교점 02-3672-80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 327

경기 성남중동점 031-731-765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16-3, 1층 서울 서대문가재울점 02-302-27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54, 1층

경기 수원영통점 031-205-73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85 서울 서초점 02-594-78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5 

경기 수원행궁점 031-258-11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 1층 서울 세종로점 02-392-600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0-1, 지하 1층 9호~10호

경기 안산고잔점 031-414-35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8 서울 송파점 02-416-200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64 

경기 안성점 031-676-0676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22 서울 숙대입구점 02-363-877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8-1

경기 안양점 031-466-226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51 서울 신대방점 02-823-234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105

경기 용인죽전점 031-889-353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58 서울 안국점 02-736-06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경기 의정부신곡점 031-826-1188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 30, 1층 서울 압구정점 02-517-30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4길 11, 111호

경기 일산마두역점 031-915-539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0, 105호~106호 서울 양재점 02-3462-3747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34, 1층 

경기 일산주엽점 031-915-400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3, 1066호 서울 역삼점 02-3452-10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32, 1층

경기 평택안중점 031-686-6833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40, 1층 서울 연신내점 02-356-80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53-9

경기 포천점 031-535-7799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51 (신읍동) 서울 영등포점 02-2069-10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40  영등포뉴타운지하쇼핑몰 이벤트홀

경기 하남점 031-791-0346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77, 1층 서울 장한평점 02-2212-60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2 

경기 화성동탄점 031-613-7115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75, 117호 울산 울산동구점 052-234-1365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6길 104-20 1층

경남 김해서상점 055-321-5045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86번길 5-8 울산 울산북구점 052-295-136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13 

경남 마산자산점 055-244-504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삼거리로 6 울산 울산신정점 052-269-1365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7, 1층

경남 진주평안점 055-741-8845 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185번길 12 울산 울산중구점 052-287-1365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54, 1층

경남 창원용호점 055-261-15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9, 1층 울산 울산행복신협점 052-265-6006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7,  3층 

경남 통영중앙점 055-642-2004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331 인천 동인천점 032-773-0657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77, 1층

광주 광주봉선점 062-674-8975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44번길  4, 1층 인천 부평산곡점 032-362-40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189번길 12

광주 광주역점 062-511-897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5 , 1층 5호 인천 인천논현점 032-439-11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36번길 8  

광주 광주용봉책방점 062-514-8975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03 , 4층 인천 인천삼산점 032-508-8004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 삼산주공1단지 108동 상가건물 106호

광주 광주운천점 062-383-8975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76-1 전남 광양중마점 061-795-8975 전라남도 광양시 중촌길 15 

광주 광주첨단점 062-972-28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8 전남 목포원도심점 061-244-8975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68번길 36, 1층

구미 구미인동점 054-475-009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중앙로10길 15-4 전남 목포하당점 061-285-8975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27

대구 대구남산점 053-256-2057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65-1 전남 순천연향점 061-725-8975 전라남도 순천시 하대석길 61, 1층

대구 대구수성점 053-746-200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솔로 78-1 전남 순천중앙점 061-755-897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 2길 2, 1층

대구 대구월성점 053-643-2004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상가 지하1층 전남 여수둔덕점 061-653-8975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7길  46-15 

대구 대구칠곡점 053-314-1008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135-13, 2층 전남 여수학동점 061-685-8975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52, 2층

대전 대전중리점 042-224-700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553 전북 군산나운점 063-468-1201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94 

대전 대전지족점 042-823-618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49번길 40-18 전북 군산명산점 063-445-1204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67, 1층 

대전 대전탄방점 042-471-3009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6. 1층 전북 정읍수성점 063-536-5225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97

대전 대전판암점 042-271-3004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6-7 전주 전주모래내점 063-253-50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71, 1층

부산 부산구포점 051-363-8701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04, 1층 전주 전주서신점 063-286-300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11   

부산 부산금정점 051-517-8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233번길 31, 104호 제주 서귀포점 064-762-009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67

부산 부산명륜역점 051-554-8701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414 제주 신제주점 064-749-00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9길 10

부산 부산부전점 051-817-87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96, 2층 제주 제주동문점 064-759-80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37-1

부산 부산사상점 051-326-8701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40-1, 1층 충남 논산점 041-735-1035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3

부산 부산사하점 051-202-870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 3, 1층 충남 천안성정점 041-552-009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9, 1동 1층

부산 부산해운대점 051-747-87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37 충남 천안쌍용점 041-573-009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350, 1층

충북 청주신봉점 043-276-19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4

충북 청주용암점 043-221-00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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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매장(활동처) 정보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