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명

연락처

주소

알파펜크로 남대문 본점

02-3788-9407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20-42

펜아스트 삼성본관점

02-584-009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0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지하 1층

알파펜크로 포스코점

02-3453-009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2번지 포스코센터빌딩 지하 1층

알파펜크로 고속터미널점

02-3472-0096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1 귀금속타운 지하 1층

알파펜크로 건대점

02-3437-0096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번지 구의로 265번지

알파펜크로 대구 중앙점

053-622-2353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1-2

알파펜크로 중계점

02-3391-95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9 두타빌 지층 111번지

교보핫트랙스 강남점

02-534-136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 지하 2층

교보핫트렉스 광화문점

02-732-9961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교보핫트랙스 영등포점

02-2678-220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타임스퀘어 2층

교보핫트랙스 잠실점

02-417-996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8 잠실 롯데캐슬 내

교보핫트랙스 대구점

053-425-9961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83-25 교보생명빌딩

교보핫트랙스 센텀시티점

051-782-9961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95 신세계 센텀시티 서관 5층 교보문고 내

교보핫트랙스 부산점

051-819-99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6-3 교보생명빌딩 지하

교보핫트랙스 천안점

041-558-996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교보핫트랙스 전주점

063-282-99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05

교보핫트랙스 분당점

1544-19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1 분당퍼스트타워 지하 1층

교보핫트랙스 성남점

031-753-996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5542 교보생명 빌딩 지하 1층

교보핫트랙스 안양점

031-442-996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 CGV 읷번가 4층

교보핫트랙스 창원점

055-264-996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3 마이우스빌딩 지하 1층

교보핫트랙스 목동점

02-2645-9961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기독교 방송국내 지하 1층

비젠-베스트펜

02-2052-664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번지 금석빌딩 1층

펜앤아트

02-565-481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읶터콘티넨탈호텔 1층 H-27

펜카페

02-411-051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월드 영프라자 지하 1층 Y-014호

이네이션-예스펜

02-2645-20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1-42 ASK 빌딩 201호

영풍문고 종로점

02-399-5677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문고 부산광복점

051-678-4100

부산시 중구 중앙동 7가 20-1번지 롯데백화점 프라자동

트로이카(영등포매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가 441-10 타임스퀘어 6층

광주 충장문구

010-6567-033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35번지 충장빌딩 1층

핚가람 홍문관점

02-3141-8470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홍문관 내

핚가람 반포점

02-535-623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4 경부선건물 8층 핚가람문구센터

핚가람문고 분당점

031-708-62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3

분당화방문구

031-712-17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2 동신코아 3층

대치문고

02-552-34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호미화방

02-336-818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7-1

프라자호텔

02-310-7539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23 핚화호텔앤드리조트 프라자호텔 지하1층 아케이드 기프트샵

울산구암문구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18 알파빌딩 3층 코모스유통㈜ WWW.KOMOSFCM.COM
 TEL : 02-712-1350  FAX: 02-3275-0804  WWW.FABER-CASTE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