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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 지
A4 / 16절 / 32절

●사이즈 16절(182mmX257mm), 32절(127mmX182mm), 별사이즈 및 양면제작 가능

●기본수량 16절(1연/8천), 32절(1연/1만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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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신제품

신제품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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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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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자석
70*90 / 90*130

●사이즈 70mm*90mm, 90mm*130mm, 별사이즈 및 양면제작 가능

●기본수량 5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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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점하림점000-0000000-0000

매콤치킨어니언치킨 치즈랑치킨

소이치킨

파인애플치킨

닭강정

반반치킨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훈제치킨다리/날개치킨 파닭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매콤치킨어니언치킨 치즈랑치킨

소이치킨

파인애플치킨

닭강정

반반치킨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훈제치킨다리/날개치킨 파닭

하림점000-0000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림점하림점000-0000000-0000

후라이드치킨후라이드치킨

매콤치킨매콤치킨어니언치킨어니언치킨 치즈랑치킨치즈랑치킨순살닭강정순살닭강정

소이치킨소이치킨 반반치킨반반치킨양념치킨양념치킨

다리/날개치킨다리/날개치킨 파닭파닭 파인애플치킨파인애플치킨 훈제치킨훈제치킨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쪼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정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림점하림점000-0000000-0000

매콤치킨어니언치킨 치즈랑치킨

소이치킨

파인애플치킨

닭강정

반반치킨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치밥(사이드)다리/날개치킨 파닭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조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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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7 8

하림점하림점000-0000000-0000

후라이드치킨

매콤치킨어니언치킨 치즈랑치킨순살닭강정

소이치킨 반반치킨양념치킨

다리/날개치킨 파닭

후라이드치킨

매콤치킨어니언치킨 치즈랑치킨순살닭강정

소이치킨 반반치킨양념치킨

다리/날개치킨 파닭 파인애플치킨파인애플치킨 치밥치밥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림점하림점

매콤치킨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어니언치킨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치즈랑치킨

소이치킨

파인애플치킨

달콤 짭쪼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닭강정

반반치킨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장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훈제치킨다리/날개치킨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파닭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훈제
특유의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000-0000000-0000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림점하림점000-0000000-0000

후라이드치킨

매콤치킨어니언치킨 치즈랑치킨순살닭강정

소이치킨 반반치킨양념치킨

다리/날개치킨 파닭

후라이드치킨

매콤치킨어니언치킨 치즈랑치킨순살닭강정

소이치킨 반반치킨양념치킨

다리/날개치킨 파닭 파인애플치킨파인애플치킨 치밥치밥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달콤 짭쪼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정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닭갈비소스의 매콤함이
살아있는 춘천닭갈비볶음밥!!

순하면서 단맛이 있는 안동식찜닭 볶음밥!!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림점하림점000-0000000-0000

매콤치킨
은은한 숯불향과 깔끔하게

매운맛이 입안가득!!

어니언치킨
성인병 예방에 좋은 양파와

새콤달콤한 화이트소스의 어울림

치즈랑치킨

소이치킨

파인애플치킨

달콤 짭쪼름한 치즈맛과
후라이드의 환상적인 궁합

닭강정

반반치킨

뼈없는 닭다리살에 달콤한 소스를 버무려
식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닭강정!!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매콤, 달콤, 새콤한 소스를 버무린

원조 양념치킨
강정식품인 마늘의 알싸함과

간장의 감칠맛이 일품인 소이치킨
후라이드와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치밥(사이드)다리/날개치킨
지방함량이 적어 쫄깃한 닭다리

고소한 전용파우더의 조화 다리치킨!!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날개치킨!!

파닭
비타민이 풍부한 파와 톡쏘는 겨자소스의

맛이 일품인 파닭
파인애플의 향기로움이 가득한

과일맛 치킨
닭갈비소스의 매콤함이

살아있는 춘천닭갈비볶음밥!!
순하면서 단맛이 있는 안동식찜닭 볶음밥!!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전통 후라이드치킨!!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림점000-0000

순살닭강정 :

후라이드 :

양념치킨 :

매콤치킨 :

소이치킨 :

갈릭치킨 :

칠리치킨 :

치즈랑치킨 :

파닭치킨 :

어니언치킨 :

파인애플치킨 :

훈제치킨 :

닭다리 :

닭날개 :

순살후라이드+순살양념 :

순살후라이드+순살소이 :

순살후라이드+순살칠리 :

순살양념+순살소이 :

순살양념+순살칠리 :

순살소이+순살칠리 :

콤보닭강정 :

콤보양념 :

콤보소이 :

콤보매콤 :

콤보파닭 :

콤보어니언 :

치밥 :

치즈볼 :

한마리메뉴 세트메뉴(순살) 

콤보메뉴(다리살+가슴살)

사이드메뉴

부분메뉴

35년 전통의 맥시칸치킨! 그 맛의 비밀은?!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하림 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 메뉴 순살제품 가능(1,000원 추가)



명함쿠폰
86*52

●사이즈 86mm*52mm, 양면제작 가능

●기본수량 5백장

전체자석
원형 40파이(4cm)

●사이즈 원형 40파이(4cm) / 별사이즈 제작가능

●기본수량 1천장

1 2

3 4

1

5

2 3

4 5 6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000-0000000-0000
하림점하림점

000-0000000-0000
하림점하림점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하림점하림점000-0000000-0000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000-0000000-0000
하림점하림점

하림점하림점000-0000000-0000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하림점000-0000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하림점하림점 000-0000000-0000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000-0000000-0000
하림점하림점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000-0000000-0000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하림점하림점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쿠폰10매 를 모으시면
후라이드 한마리 교환!!

000-0000000-0000
하림점하림점



6

오프너
63X93

●사이즈 63mm*93mm, 원형 65파이(65mm)

●기본수량 1천장

1 2

3

하림점하림점
000-0000000-0000

하림점
000-0000

000-0000000-0000하림점하림점
훈제치킨훈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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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인  지  사 : 031-273-8341

● 전  북  지  사 : 063-861-9245

● 경  남  지  사 : 055-255-9955

● 경기서부지사 : 031-414-9200

● 경기동북지사 : 031-552-9233

● 춘  천  지  사 : 033-257-5639  

● 전  남  지  사 : 062-959-9245

● 부  산  지  사 : 051-941-6002

● 울  산  지  사 : 052-258-9925

● 경기남부지사 : 010-2790-9917

● 강  릉  지  사 : 033-651-1666

● 원  주  지  사 : 033-761-8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