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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매장명 연락처 주소

하이마트 교동점 033-648-0071 강원도 강릉시 교동 1742          

하이마트 속초점 033-637-0089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00-6번지          

하이마트 단구점 033-766-4123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55          

하이마트 단계점 033-734-3400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978-13          

하이마트 춘천점 033-263-320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11          

하이마트 홍천점 033-433-921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63-1번지         

하이마트 행신역점 031-994-58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7-5         

하이마트 철산역점 02-2611-7300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381번지          

하이마트 경기광주점 031-767-1044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4142          

하이마트 역곡점 032-347-76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69-1         

하이마트 오정점 032-684-505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8         

하이마트 부천중동점 032-668-72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56-4         

하이마트 수원시청점 031-232-57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09-3         

하이마트 선부점 031-483-74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1         

하이마트 양평점 031-775-432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41-6         

하이마트 여주점 031-885-8982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247-4          

하이마트 의정부점 031-846-553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2-6          

하이마트 평택점 031-657-6666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87          

하이마트 안중점 031-684-6900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148-12         

하이마트 송우점 031-541-008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50-2번지         

하이마트 밀양점 055-355-2020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572-1          

하이마트 삼천포점 055-835-5533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482-3          

하이마트 도동점 055-762-6200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284           

하이마트 진주성점 055-748-920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2-1번지          

하이마트 합포점 055-245-777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42번지         

하이마트 마산역점 055-256-020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32-8         

하이마트 도계점 055-276-228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04-8         

하이마트 진해점 055-546-550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동 430-4         

하이마트 통영점 055-644-7877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68-7          

하이마트 경산점 053-813-1110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255-2번지          

하이마트 구미롯데마트점 054-463-4989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465번지          

하이마트 김천점 054-431-2111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43927          

하이마트 안동옥동점 054-841-7799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640-9          

하이마트 영주점 054-635-5554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377-1          

하이마트 영천점 054-337-0111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995-12번지          

하이마트 우현점 054-249-11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25263         

하이마트 오광장점 054-281-22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4-4         

하이마트 광산점 062-950-44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16-3번지          

하이마트 성서점 053-584-11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663-8번지          

하이마트 대구율하롯데마트점 055-965-9977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117 롯데마트 대구 율하점       

하이마트 용전점 042-635-981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51-17          

하이마트 판암점 042-271-2580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597-1          

하이마트 둔산점 042-485-554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62          

하이마트 정림점 042-585-7123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8-56          

하이마트 대덕롯데마트점 042-936-69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87번지          

하이마트 유천점 042-583-8877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328-1번지          

하이마트 구포점 051-341-0130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20-2          

하이마트 영도점 051-412-8362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2가 108번지          

하이마트 광복롯데몰점 051-468-4499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7가 43850 롯데몰광복점 6층        

하이마트 센텀점 051-784-008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52-10          

하이마트 해운대점 051-743-00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62-9          

하이마트 대치점 02-558-8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9 하이마트 빌딩        

하이마트 압구정점 02-543-2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3-33 3층         

하이마트 김포공항롯데마트점 02-2667-007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 롯데몰         

하이마트 개봉점 02-2611-6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61-4          

하이마트 구로점 02-861-667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104-11          

하이마트 공릉점 02-977-67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79-16          

하이마트 중계점 02-934-4333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583 (중계동)         

하이마트 상계점 02-934-600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49-4          

하이마트 쌍문점 02-990-9888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01          



하이마트 용두점 02-2249-899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3917          

하이마트 청량리롯데마트점 02-968-32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91-53 하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 상암월드컵점 02-375-28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28번지          

하이마트 석관점 02-967-96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83-1          

하이마트 월드타워점 02-3213-3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신천동 29 롯데월드몰 3층)      

하이마트 잠실점 02-420-28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4611          

하이마트 청구점 02-2254-141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2-61번지          

하이마트 서울역롯데마트점 02-392-6800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05 (봉래동 2가 122-11) 2층      

하이마트 울산점 052-260-5400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3-9          

하이마트 울산롯데마트점 052-266-2600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0-1          

하이마트 동구일산점 052-201-575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51-1          

하이마트 강화점 032-934-570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6         

하이마트 계산점 032-556-454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91          

하이마트 주안점 032-428-202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31-2          

하이마트 산곡점 032-515-77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4029          

하이마트 조례점 061-752-9211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21-6          

하이마트 여수점 061-653-6664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570-6 번지         

하이마트 여천점 061-641-4243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24716 12호         

하이마트 화순점 061-371-001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18번지         

하이마트 남원점 063-626-8255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16072          

하이마트 송천점 063-272-2100 전라북도 전주시 송천중앙로 186번지          

하이마트 효자점 063-226-990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19-4         

하이마트 정읍점 063-532-5500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44106          

하이마트 서귀포점 064-762-08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31 (동홍동 458-5)        

하이마트 일도점 064-723-3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060-9번지          

하이마트 공주점 041-852-8288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43-4          

하이마트 논산점 041-733-5512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565-20          

하이마트 보령점 041-936-7557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1271          

하이마트 부여점 041-834-080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23-11         

하이마트 서산하이마트점 041-668-0082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3374          

하이마트 예산점 041-331-41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87         

하이마트 쌍용점 041-592-45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280번지         

하이마트 태안점 041-672-3277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77-1         

하이마트 홍성점 041-631-0003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047         

하이마트 제천점 043-648-6000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19025          

하이마트 분평점 043-296-007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87         

하이마트 율량점 043-218-667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707번지         

하이마트 청주터미널점 043-233-554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94         

하이마트 탄금점 043-855-9797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978          

하이마트 충주연수점 043-855-2400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