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4.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구분 (서비스명)

위탁 협력회사

위탁 업무 내용

이동전화, WCDMA, LPWA

SK㈜

이동전화 및 IoT 서비스의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주)앰투앰넷 등 1,322개 (별첨1)

이동전화 및 IoT 서비스 가입/변경/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유치 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고객센터, 지점을 통한 이동전화 또는 IoT 관련 각종 조회 및 변경신청
업무의 처리, 통화내역 발급, 명의도용 접수, SMS 수신 확인, 임대폰업
무, 서비스 가입 · 변경 · 해지, 번호이동, 요금수납 및 기타 상담고객센
터 등 고객접점채널 교육 및 상담지원센터 운영

SK플래닛㈜, SK텔레콤 고객센터(서비스에이스(주),

개인정보 이용, 처리 위탁 및 정보/광고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탑(주)), 피에스앤마케팅(주), SK엠앤서비스

SK텔레콤의 상품, 서비스 및 제휴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광고, 홍보,

(주)

프로모션, 이벤트 제공 활동

SK네트웍스㈜

단말기AS 업무 처리

F&U신용정보㈜, SGI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미납요금에 대한 채권추심 및 추심업무 관련 고객 상담

고려신용정보㈜, MG신용정보㈜
F&U신용정보(주)

요금청구서/DM 우편물 발송, 신청서 심사, 비정상 개통 모니터링, 만족
도 및 개선사항 확인, 개인정보이용, 처리 위탁 및 정보 광고 수신 동의
를 한 고객에 대해 SK 텔레콤의 상품, 서비스 및 제휴사의 상품 서비스
에 대한 광고, 홍보 , 프로모션 , 이벤트 제공 활동

MG신용정보(주)

명의도용 조사

SK오앤에스

통화품질 관련 고객 상담업무 처리, 서비스 품질 및 시스템 통화품질 분
석 업무

㈜SK 티엔에스, 유한회사 실릭스, 에프투텔레콤㈜

중계기 설치 및 철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소스(주)(IPSOS), ㈜오픈서베이, 칸타코리아, ㈜엠
브레인
SK플래닛㈜

이동전화 또는 IoT 부가서비스 관련 고객불만 처리 및 통화VAS류, SMS

류, 스팸차단류, 소리샘류, 컬러링류 등 서비스의 운영
NICE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외국인등록번호) 및 본인확인정보의 처리
※ '본인확인정보' 는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
사 정보입니다.

NICE평가정보(주), ㈜다날, ㈜드림시큐리티, SCI평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연계정보(CI)/

가정보㈜, NHN한국사이버결제(주), ㈜KG모빌리언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

스,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모바일인증(주)

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 관
련 시스템 구축 광고매체 연동 및 위탁영업 등

문서지기㈜

HDD 등 저장매체, 신청서 수거 및 파기

㈜넥스모어시스템즈

위치정보 자기제어 서비스 운영

㈜모비젠, (주)아즈넷

서비스 품질 및 상품 분석을 위한 고객정보 시스템/인프라 운영

㈜모엔트

T메모링 어플 / T메모링 프리미엄 어플 / 넘버플러스II 어플 / T share 어
플/ T원넘버 서비스 / 문자매니저 서비스 운영, 인프라 유지보수

SK브로드밴드㈜

선거여론조사 안심번호 운영

SK㈜, 포인트아이, 텔코웨어

소리샘 부가서비스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SK플래닛㈜

폰빌 서비스 운영,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위트콤,

유엔젤

애드사운드,

컬러링 부가서비스 운영 및 가입자별 컬러링 설정내역 관리

SK㈜, 포인트아이, 콘텔라

컬러링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SK㈜, 헤리트

통화가능통보 부가서비스 운영/개발, 인프라 유지보수

SK㈜, 포인트아이

리모콘, 발신번호메모플러스 부가서비스 운영/개발, 인프라 유지보수

SK㈜, 텔코웨어

레터링, 개별통화수신거부, 모바일메신저(IM) 부가서비스 운영/개발, 인
프라 유지보수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스마트 인증

SK플래닛㈜

통신과금을 위한 시스템 운영

SK㈜, (주)민앤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PASS App 운영

SK오앤에스, 서비스에이스(주)

스팸발송자 이용 제한 및 스팸 차단

㈜모비젠

060스팸ARS 차단서비스 운영, 음성스팸발송 및 수신차단

삼일회계법인 등 자산실사법인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

㈜엔텔스

분실폰찾기 서비스 운영

SK㈜

척척할인 서비스 개발 및 운영

SK플래닛㈜, (주)위자드랩

비즈챗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인프라 운영 및 유지
보수

11번가㈜

휴대폰 판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운영 업무 및 고객 상담

SK텔링크㈜

클럽기변 서비스(V40 클럽, 아이폰 클럽 등) 가입자 정보 전산 처리 및
유지 관리

SK브로드밴드㈜, SK쉴더스, 11번가㈜, SK stoa㈜, SK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령/철회/관리

플래닛㈜, ㈜드림어스컴퍼니, 티맵모빌리티㈜, 콘
텐츠웨이브㈜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 한국마이크로소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운영

프트(유)
(주)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주)한국케이블텔레콤,

통신요금 연체사실통지,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한 해지 시 알림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SK플래닛㈜

T안심콜 서비스 운영

콜게이트(주)

보이는 ARS 서비스 제공(이동전화 상담)

조재현 법무사&행정사 사무소

미환급액 보유 해지고객 대상 변제공탁 업무

SK브로드밴드(주)

CJ ONE 전용폰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변경/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
타 상담

인터넷, 전화(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SK㈜

인터넷, 유선전화 서비스의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SK브로드밴드㈜

가입자 모집 및 관리

조안 등 818개 (별첨2)

인터넷, 유선전화 서비스가입/변경/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유무선 결합상품의 유치/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서비스에이스(주), 서비스탑(주)

고객센터, 지점을 통한 이동전화 관련 각종 조회 및 변경신청 업무의 처
리, 정보/광고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처리위탁 및 정보/광고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한 요금제 컨설팅 및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회사의
상품, 서비스 또는 회사의 계열사·협력사·제휴사·기타 타사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 부가서비스·금융서비스
(보험, 증권 등), 기타 부동산, 여가, 예술, IT, 건강, 생활, 쇼핑 등의 서비
스 등 회사가 제휴한 상품 또는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가 타사(통신, 방
송사업자 포함)의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입, 권유 및
컨설팅 활동과 제반 프로모션 이벤트 활동, 통화내역 발급, 명의도용 접
수, SMS 수신 확인, 임대폰업무, 서비스 가입·변경·해지, 번호이동, 요금
수납 및 기타 상담 고객센터 등 고객접점채널 교육 및 상담지원센터 운
영, 서비스 개통/장애처리, 품질개선활동, 통신장비 관련 장애처리, 단말
기 고장수리, 가입자에 대한 개통/설치, 서비스 기능안내, 민원처리, 서
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홈앤서비스(주), ㈜유티월드, (주)신석, 도진정보통

고객유치/고객상담/상품개통 · 장애처리/민원처리

신, (주)에프원텔레콤, ㈜케이지텔레콤, 문산방송,
(주)굿모닝철원방송, 동량방송, (주)내수케이블방송,
보은유선방송사, 보은케이블방송(주), (주)씨씨비,
(주)오창케이블방송, 중앙네트워크, 영서정보통신
(주), JCN정보통신, (주)화천케이블넷
SK네트웍스㈜, SK오앤에스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F&U신용정보(주)

요금청구서 발송

F&U신용정보(주), SGI신용정보(주), 우리신용정보

미납 요금에 대한 채권추심

㈜, 고려신용정보㈜, MG신용정보(주)
미래글로벌(주)

가입신청서 심사

우리신용정보㈜, MG신용정보(주)

명의도용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KDN, ㈜엠브레인, TNS,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주)디
에스알컴퍼니, Panel Marketing Interactive

(주)제이투유지콤

저소득층 인터넷 지원 사업(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한 고객관리 및 요금
정산 업무

브로드밴드TS

인터넷, 유선전화 서비스가입/변경사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유무선 결합상품의 유치/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SK엠앤서비스(주), 행복나래(주)

비정상영업 모니터링, 사은품 배송

우체국, 행복그린넷

고객 댁내 단말(STB)/부속품 택배 발송

콜게이트(주)

보이는 ARS 서비스 제공(인터넷/전화 상담)

개인신용정보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따른 (거점)중계기관 이용

정보제공

Amazon Web Services Inc.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T 월드

SK㈜

T world 사이트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서비스 ACE, 서비스 탑

T world 고객 상담 및 응대

㈜유엔젤

T world 문자서비스 운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

네티브㈜

T world 서비스 CS 운영, 영문 T월드 운영(고객문의사항 처리업무)

SK플래닛㈜

T아이디 시스템 개발 및 운용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모바일웍스코리아 주식회사

T아이디 시스템 개발 및 운용

SK㈜

멤버십 사이트 및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T아이디

T멤버십

멤버십 서비스 운영대행
SK플래닛

멤버십 서비스 이용내역 관리 및 정산
멤버십 무비 서비스 운영 대행 (영화예매시스템 운영 및 고객상담)
멤버십 서비스 운영대행

SK엠앤서비스

멤버십 서비스 이용내역 관리 및 정산, 고객 상담
멤버십 전자상거래 업무 대행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 운영
멤버십 서비스 정산/고객상담, T 멤버십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고객센터

㈜청람커뮤니케이션

운영,
열린베이커리 서비스 운영(시스템 운영/정산/CS처리 등)

㈜ 디트릭스

영화예매 서비스, 시스템 수정/개발, 모니터링, CS 처리, 시사회진행, 기타

에프앤유신용정보, 와이비엘

멤버십 플라스틱 카드 발급, 출력 및 발송

블루밍코리아㈜

T우주 LITE

우수고객 Care 프로그램 총괄 위탁운영(이벤트 운영기간에 한정)
월간 T Day 럭키찬스 및 Table 행사 기획 및 운영

㈜케이지이니시스

멤버십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 제공

서비스탑, 서비스에이스

멤버십 고객 상담 및 응대

Amazon Web Services Inc.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운영 업무(AWS 클라우드 서울리전)

SK㈜

멤버십 사이트 및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SK플래닛

멤버십 서비스 운영대행
멤버십 서비스 이용내역 관리 및 정산, 고객 상담
멤버십 서비스 운영대행

SK엠앤서비스

멤버십 서비스 이용내역 관리 및 정산, 고객 상담
멤버십 전자상거래 업무 대행
멤버십 서비스 정산/고객상담, 멤버십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고객센터

㈜청람커뮤니케이션

운영
(시스템 운영/정산/CS처리 등)

T 전화

서비스 에이스, 서비스 탑

멤버십 고객 상담 및 응대

Amazon Web Services Inc.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운영 업무(AWS 클라우드 서울리전)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T전화 T114 DB/안심통화 운영 및 품질관리, 고객응대, 기능개선

포인트아이

그룹통화 기능 제공을 위한 사용자정보 연동 및 서비스 개발, 운영(품질
관리, 고객응대, 기능개선 등)

(주)애드캡슐소프트

T전화 홈페이지 운영, 이벤트 운영 및 DB 관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T전화 로밍 서비스 운영(품질관리, 기능개선, 장애대응 등)

서비스에이스㈜

챗봇 서비스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탑㈜

Bill letter

SK플래닛

챗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플랫폼 운영 및 관리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

데이터 보관

SK㈜

서비스 운영 및 회원상담업무 위탁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인포바인

모아보기 · 실시간 요금 서비스 운영 및 위탁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NUGU

(주)젬백스링크

NUGU 고객 VOC 처리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검증, 빌링시스템 개발

및 운영

NUGU Developers

서비스탑(주), SK브로드밴드㈜, 티맵모빌리티(주)

NUGU 고객 VOC 처리 시스템 운영

SK플래닛(주)

NUGU 고객 VOC 처리 시스템 운영, 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

(주)하젠

NUGU 디바이스 AS(고장수리, 교환 등) 업무

(주)드림어스컴퍼니

NUGU 디바이스 AS(고장수리, 교환 등) 업무

(주)로보메이션

NUGU 디바이스 AS(고장수리, 교환 등) 업무

미디어브레인

NUGU SNS 운영 및 콘텐츠 발행, 이벤트 진행

SK쉴더스(주)

NUGU opal 안심 서비스(관제 서비스) 제공

(주)이든앤앨리스마케팅

NUGU 마케팅 및 이벤트 운영

SK플래닛㈜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개발 업무,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고도화 개발

(NUGU 오픈플랫폼)

업무,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및 개발 업무

SKT 로밍

SK㈜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인바운드)

서비스에이스㈜

로밍센터 통해 가입 시, 고객 정보 수집 후 가입 처리 진행
고객 여권번호/성명/국적 정보를 통해 서비스 재이용 여부 확인 후, 재
이용 고객에 한하여 임대료 50% 할인 프로모션 제공

크림하우스㈜

사이트 운영/개발

SKT 로밍

SK㈜

웹사이트 개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고객상담내역 관리

(아웃바운드)

서비스에이스㈜

해외 출국 시 로밍 처리 진행, 고객 상담 및 응대

서비스탑㈜

고객 상담 및 응대

엠엔서비스㈜

로밍쿠폰 서비스, 제휴포인트 조회 서비스 운영, 로밍 요금제 쿠폰함 서
비스 운영 및 개발업무, 로밍 요금제 쿠폰함 관리자 페이지 개발 및 운
영업무, 로밍 요금제 쿠폰함 내 이벤트 당첨자 관리

우체국

임대폰 배송

Smart Fleet

㈜SK플래닛

웹사이트 개발 구축 /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 / 고객 상담 내역 관리

T ARS

SK 플래닛㈜, 포인트아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서비스 인프라 운영

T cloud biz

SK브로드밴드㈜

T cloud biz - Cloud Data Center 운영, CDN 위탁 운영

서비스에이스(주)

T cloud biz - 고객센터 운영 및 상담 업무

㈜마티아솔루션

T cloud biz 서비스 운영

T다이렉트샵(구 T World Direct)

SK㈜

T다이렉트샵(구 T World Direct) 사이트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피에스앤마케팅(주)

T다이렉트샵(구 T World Direct)의 상품 주문 처리 및 고객 상담, 액세서
리, T기프트 발송업무

제니엘맥

T다이렉트샵(구 T World Direct)의 T기프트(상품권) MMS발송업무, T기프
트/액세서리 운영(고객문의사항 처리, 판촉 운영, 배송 등)

우체국, 주식회사 원더스, 로지스팟

T다이렉트샵 상품 배송(택배:우체국, 바로도착:원더스/로지스팟)

NICE평가정보(주)

T다이렉트샵(구 T World Direct) 회원 본인인증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신
용카드 인증)

T.um
Tbrand_Twifi

서비스에이스(주), 서비스탑(주)

T다이렉트샵(구 T World Direct) 고객 상담 및 응대

이모션글로벌

T다이렉트샵 운영 및 프로모션 관리

엠앤서비스㈜

제휴 포인트 조회/사용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운영

민팃(주)

T다이렉트샵 바로보상 서비스 운영

㈜그린피플

T다이렉트샵 고객 상담 및 응대

㈜시너지이십일

서비스 제공 및 웹사이트 운영

SK㈜

시스템 관리

SKT 대리점,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서비스 관련 가입절차 처리/안내, 고객상담, 서비스관련 정보 제공 등

㈜다날

본인 인증(다날에서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를 조회하여 확인), 휴대
폰 소액결제 등 요금결제 및 정산

㈜케이지이니시스

본인 인증(이니시스에서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를 조회하여 확인),
신용카드결제 등 요금결제 및 정산

T그룹통화

SK㈜

사이트 가입/ 상품 구매 및 이용 관련 정보 제공, 요금결제 및 정산

포인트아이㈜

그룹통화 기능 제공을 위한 사용자정보 연동 및 서비스 개발, 운영 (품
질관리, 고객응대, 기능 개선 등)

T ALLCare

SK㈜

상품 가입자 정보 전산 처리 및 유지/관리

(구 .T스마트세이프)

캐롯손해보험㈜

상품 가입자 휴대폰 검사 및 관련 고객 응대

SK플래닛㈜

휴대폰보험 홈페이지 관리, 휴대폰 보험 고객센터 운영 및 시스템 관리,
보상 단말 기변 처리,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상품서비스 안내

SK엠앤서비스(주)

휴대폰보험 고객센터 운영, 휴대폰 보험 고객센터 시스템 관리, 휴대폰
보험 홈페이지 관리, 보상 단말 유통망 배정 관리

모바일TCS㈜

휴대폰보험 고객센터 운영, 휴대폰 보험 고객센터 시스템 관리, 보상 단
말 기변 처리, 휴대폰 보험 홈페이지 관리,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상품
서비스 안내

다우기술

SMS/MMS 문자메세지 발송 시스템 제공

NICE평가정보(주)

계좌 정합성 체크

CEVA 로지스틱스, 신한로지스, LogiSpot

보상 휴대폰 배송, 파손단말기 픽업, 배송 관련 안내

T스팸 필터링

스트라토(주)

스팸필터링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품질관리, 고객응대, 기능개선 등)

PASS

(주)민앤지

PASS 앱 유지 보수, 서비스 운영, 가입자 관리 등 지원 업무

핀브릿지서비스 주식회사

PASS 추천메뉴 개발 및 유지보수, 광고상품 위탁영업 및 운영 등

주식회사 시너지이십일

PASS 앱 서비스 마케팅 프로모션 대행

주식회사 아톤

제휴사와 계정 연동을 위한 토큰 값 생성, 본인확인을 통한 부정이용 방

PASS 휴대폰번호 로그인

지(제휴사 접속, 서비스 제공), CS, 통계 등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PASS 인증서

주식회사 아톤

PASS 인증서의 이용기관 간의 연동중계 업무

세틀뱅크 주식회사

본인명의 계좌점유인증(1원송금) 처리 업무

PASS 머니

주식회사 민앤지

서비스 유지 보수, 운영, 가입자 관리 등 지원 업무

PASS 프라임

핀브릿지 주식회사

T청소년 유해차단

㈜블랙스톤

T청소년 유해차단 개발, 서비스 운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

T청소년 안심팩

㈜블랙스톤

T청소년안심팩 개발, 서비스 운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

친구찾기

팅크웨어㈜, 오감미디어㈜

친구찾기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T-자녀안심

팅크웨어㈜, 오감미디어㈜

T-자녀안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T통화 매니저

SK플래닛㈜, ㈜모엔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PASS프라임 서비스 관련 개발, 유지보수, 서비스 운영 및 가입자 관리
등 지원 업무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서비스 가입 및 해지 처리
등 운영업무
고객참여형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사회공헌 포털

T world Biz

T-together(GiveU, WithU 서비스 포함) 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운영
관리

처음소프트

이메일 발송 업무

세종텔레콤

문자 메세지 발송 업무

SK㈜

T world Biz 사이트 개발 및 운영

(구 기업 Tworld, Tworld 법인폰)

T world Biz 고객 상담 및 응대, 법인위임대리인 구비서류 심사 및 전산

서비스 에이스 주식회사, 서비스 탑 주식회사

등록

에스케이 플래닛㈜

기프티콘 서비스(기프티콘 소싱, 운영 등)

11번가㈜

기프티콘 서비스(기프티콘 소싱, 운영 등)

NUGU스마트홈

서비스탑(주)

고객센터 운영

(구 스마트홈)

㈜케이지이니시스

신용카드결제대행

NICE평가정보(주)

아이핀실명인증대행
스마트홈 서비스 가입 마케팅 및 이와 관련된 광고/정보 전송, 전송

이지스엔터프라이즈㈜,
텔레콤

공식인증

대행, 서비스 연동 및 고객 VOC등
대리점

(세부

내용

https://www.sktsmarthome.com/html/privacy-

:
위탁영업

policy.html)
SK네트웍스서비스(주)

공기질 센서 기기 설치

오키토키

㈜티아이스퀘어

오키토키 Pro 운영(품질관리, 기능개선 등)

0한동

SK㈜

0한동 앱 고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피벗크리에이티브

0한동 앱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고객 문의 대응

T&캡스

SK브로드밴드㈜, SK쉴더스㈜

T+ADT결합상품의 신청처리 및 제공

RCS

삼성전자

RCS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분실안심 990

SK엠앤서비스(주)

서비스 운영

UVO

기아자동차㈜

통신 가입 업무 대행

공공알림문자서비스

SK㈜

공공알림문자서비스 운영

ThingPlug

SK㈜

ThingPlug 관련 서버, DB 관리

㈜엔텔스

ThingPlug 개발, 운영 관리

SK쉴더스㈜

서비스운영, 고객상담, 고객관리 및 설치, A/S 등 유지보수 및 웹사이트

CloudSSM Portal

운영
행복커뮤니티

SK브로드밴드㈜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운용

SK쉴더스㈜

재단법인 행복한에코폰 업무 외 시간 119신고 및 장애처리 지원 서비스
운용

SK플래닛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운용

Smart [지킴이]

Smart DR SKT
ZEM
쿠키즈 워치 준

E optimizer

서비스에이스㈜

전화상담 응대, A/S 안내 등

(주)솔루엠

고객 대상 단말 A/S 제공

블루칩씨엔에스㈜

App. 및 고객 위치정보 관련 고객센터의 시스템 문의에 대한 응대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즈

SKT DR서비스 개발 및 운영

㈜ 파인원

ZEM서비스 운영, ZEM서비스 고객 및 이용 현황 분석, 서비스 개선, 광
고성 정보 전송, VoC 처리

㈜에스모바일

쿠키즈 서비스 고객 및 이용 현황 분석, 서비스 개선

서비스탑주식회사

고객센터 고객 응대 업무

㈜서원정보

쿠키즈 워치 준 서비스 서버 운영 대행

㈜시컴스

고객 상담 및 지원업무 위탁운영(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씨앤토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한회사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운영

엔텔스

시스템 관리업무 위탁 운영
고객문의 응대·서비스 개선, 이벤트 참여 및 경품 발송, 서비스 품질

뉴스룸

아이파트너즈

Jump AR

유빈스주식회사

사용자 업로드 파일(사진/동영상)의 운영정책 위반 여부 검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유라클

서비스 유지 보수, 서비스 운영, 가입자 관리 등 지원업무

도로교통공단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록을

개선

위한

유효성

검증 및

상담,

불만처리 등 지원 업무
SK플래닛㈜

T멤버십 전자상거래 업무 대행

T 멤버십

㈜청람커뮤니케이션즈

쿠폰/상품 배송, 주문처리, 고객상담센터 운영

전자상거래

SK㈜

T멤버십 사이트 및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서비스 제공

이니셜(initial)

(주)비디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가입자 관리, 고객지원

Metatron grandview

서비스에이스㈜

고객상담 및 VoC대응, 서비스 가입/변경/해지 등

마티아솔루션㈜

서비스 운영 및 장애대응

한국전력

서버 제공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한빛소프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서비스 인프라 운영

ASUM

T Factory

㈜인크로스

트/개발, 결제/정산을 포함한 서비스 운영
Amazon Web Services Inc.

서비스의 플랫폼 운영 업무(AWS 클라우드 서울리전)

아름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결제

스탠다드 네트웍스

SKT 외 문자서비스 대행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매장 보안 서비스 운영 업무(MS Azure 클라우드 서울리전)

SK플래닛㈜

V 컬러링 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인프라 개발 및 운영

케이티㈜
V 컬러링

Biz.RCS

AI 컨택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운용,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위한 테스

LG유플러스㈜

V 컬러링 관련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절차 구현/운영, 콘텐
츠 이용료 결제, 문자메시지 발송, 고객 상담 및 응대
V 컬러링 관련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절차 구현/운영, 콘텐
츠 이용료 결제, 문자메시지 발송, 고객 상담 및 응대

서비스 ACE, 서비스 탑

고객 상담 및 응대

㈜위트콤

음성 부가서비스 보관함 정보 제공

(주)오픈서베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위트콤

Biz.RCS 발송시스템 운영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Biz RC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용

서비스에이스㈜

고객불만 처리 및 상담업무

한일네트웍스㈜, AWS, Genesys, 엔텔스, 넷컴솔루

서비스 및 인프라 운영

션
11번가
11번가 T공식대리점

이동통신서비스, 휴대폰 상품에 대한 개인 맞춤형 상담 및 이동통신서비
스 가입 및 이동전화 단말기 구매를 위한 메시지 발송 (MMS/카카오톡)
카카오톡/메시지 발송

㈜엔텔스

서비스 및 인프라 운영

㈜디링크, ㈜후후앤컴퍼니, ㈜라이너스

서비스 및 인프라 운영, 앱(후후앤컴퍼니의 후후앱, 라이너스의 다이얼링

다이얼링크

크 아이앱)을 통한 다이얼링크 서비스 제공위해 디링크 수탁업무로 후
후앤컴퍼니, 라이너스 포함(수탁 대상 앱 확대시 추가지정 예정)
위자드랩

서비스 및 인프라 운영

5GX

㈜젬백스링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가입자 관리, 고객지원

클라우드게임

서비스탑㈜

고객 상담업무 및 민원 처리

베스핀글로벌㈜

5GX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5GX Cloud Marketplace) 사이트 관련 웹사
이트개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위탁 / 고객상담내역관리

서비스에이스㈜

고객센터를 마켓플레이스 관련 각종조회 및 변경신청업무의 처리, 가입·
변경·해지, 요금수 납 및 기타 고객상담 업무 및 고객불만 처리 /
개인정보 이용, 처리 위탁 및 정보 광고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한
SK 텔레콤의 상품, 서비스 및 제휴사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 홍보,

5GX marketplace

프로모션, 이벤트 제공 활동
NICE 평가정보 ㈜

5GX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5GX Cloud Marketplace) 회원 본인인증(아
이핀 인증, 핸드폰 인증)

Ifland

F&U신용정보㈜

미납요금에 대한 채권추심 및 추심업무 관련 고객상담

이지컴

고객상담 및 VoC대응

SK엠앤서비스㈜

구독 서비스/상품 관련 고객불만 처리 및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상품
및 제휴사의 구독 서비스/상품에 대한 서비스의 운영

T우주 구독 서비스 우주파트너스

SK open API

initial지갑
eSIM 개통 서비스

T deal

서비스탑(주),

개인정보 이용, 처리 위탁 및 정보/광고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에이스㈜,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상품 및 제휴사의 구독 서비스/상품에 대한

SK 플래닛㈜, SK엠앤서비스㈜, F&U신용정보㈜

광고,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제공 활동

SK㈜

T 우주 구독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Amazon Web Services Inc

서비스의 플랫폼 운영 업무(AWS 클라우드서울 리전)

SK플래닛(주)

SK open API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모바일인증㈜

본인확인

SK플래닛㈜

initial지갑 서비스 및 플랫폼의 운영

NICE평가정보㈜

회원 가입 및 인증을 위한 본인확인

Amazon Web Services Inc.

서비스의 플랫폼 운영 업무(AWS 클라우드 서울리전)

IDEMIA

eSIM개통을 위한 eSIM Profile D/L용 RSP서버 운영

엔에이치엔㈜

전자상거래플랫폼 제공 및 유지보수, 구매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 대행

엔에이치엔커머스㈜

고객정보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NHN한국사이버결제

전자결제대행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인크로스㈜

전자상거래플랫폼 운영대행, 주문/배송정보 관리, 주문/배송정보 통계분

석, 할인쿠폰 선물하기 기능 관련 쿠폰발행 및 선물이력 관리
서비스에이스㈜
비즈넘버플러스_교직원

SK플래닛㈜, ㈜상운기획

고객상담
상품 가입자 정보 전산 처리 및 유지/관리, 홈페이지 관리,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상품서비스 안내, 가입자 모집 및 관리

텔코웨어㈜

X Caliber 시스템 운영

엔텔스㈜

X Caliber 시스템 운영 및 고객 지원 업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운영

스마트케어웍스㈜

X Caliber PACS 시스템 운영 및 고객 지원 업무

만랩

SK엠앤서비스㈜

만랩 서비스 시스템 관리 및 운영

T live caster plan

주식회사 스케치랩

서비스 개발, 운영, 유지보수

㈜아이알큐더스

시스템 개발, 운영 및 모니터링, 고객센터업무

㈜NICE 평가정보

본인인증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

㈜아이파트너즈

SK telecom Facebook의 운영대행 서비스,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이벤

X Caliber

배당조회서비스
SK Telecom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ktelecom)

트 당첨 확인 및 배송

별첨 1. 이동전화 및 IoT 서비스 가입/변경/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유치 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주)앰투앰넷, 메트로캡, (주)다우데이타, (주)유비퍼스트, (주)엔티모아, 인솔라인, (주)셀리지온, 엔텔스, (주)하이디어솔루션즈, 바이트시스, SK엠앤서비스주식회사, (주)엘렉스
정보통신, 주식회사 코페이, 비즈인카, (주)모람씨앤티, 어빌리티시스템즈, 주식회사 마트너(본점), (주)주인정보시스템, (주)한국사이버결제, 나무소프트, (주)너른컴, 일월정
밀(주), 한강대리점, KOECO, (주)뉴스콤, (주)유미컴, 투데이대리점, PS IOT, (주)씨아이피시스템, 미래창조, (주)키넥트, (주)대신네트웍스, (주)루키스IoT, 현대오토에버(주) IoT,
(주)비엠시스솔루션IoT, 주식회사 나비콜, (주)엠씨넥스, 에스디엠아이티, (주)씨앤테크, 한국전파진흥협회, (주)에이아이엠컴,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태하메카트로닉스, 에쓰오
씨소프트주식회사, TTOINN, 주식회사 이지아이, 한국스마트카드, 유빈스주식회사(IoT), 주식회사 케이투플러스, 주식회사 코프, 사이버텔브릿지, 회명정보통신(주), 세종텔
레콤IoT, 현대비에스앤씨, 하누리주식회사, 씨앤에스링크, 루프, 큰사람, 텔레필드, 콘텔라, 위즈네트, 가보테크, 매니지온, 티엔비테크, 에스케이텔링크, 아이센스, 고잉나
우IoT, 보나뱅크, 지에이치엔, 아이마스, 우리넷IoT, 에이엠텔레콤IoT, 솔루션메이커, 파인디지털, 와이모비IoT, 맥스아이앤씨, SK쉴더스, (주)우진네트웍스, 케이아이티(주),
이너스텍,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아이티웰,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주)스마트로, (주)누리텔레콤, (주)트리포스, 나이스정보통신, 송우전자(주), 비앤비솔루션(주), SK네트웍스(주)
카티즌, (주)케이에스넷, 코어시스템즈, （주）네오지앤피, 이트레이스, 엔젤넷, 한국신용카드결제 (주), (주)케이웍스, 반도합천(대구), 한성, (주)오에이전자, SKBIZ대리점, (주)
한국제어기술, (주)에세텔, 메인정보시스템, 한성대리점, 태인텔레콤, 인덕대리점, 플러스(대구)대리점, 에스플러스, SJ대리점, T플러스, (주)세종텔레콤, 나억, 피엠티(주), 비
투비비즈, (주)SK솔루션, 위즈아이씨티(WIZ ICT), (주)비엠에스네트웍, (주)라이프온통신, 비위드, 청풍대리점, 한결통신대리점, 다올, 클리어테크, 대현 대리점, 화성(대구), 예
스대리점(대구), (주)우리통신, SK브로드밴드, 에스와이텔레콤(주), 제이에이치텔레콤, (주)티앤티, (주)블루코어, J2네트워크, 아리네트워크, (주)엔에프텔레콤, JCN, YB대리점,
누리대리점, SK브로드밴드대구, 베스트, STAR대리점, 글로벌 대구, (주)유승토탈솔루션, 도담통신, 렉스, 위너대리점, J&모바일, 태산대리점, 골드대리점, 비젼대리점(대구),
나은, 장천 Biz 대리점, 택시신협biz, 화령대리점, (주)평강PSC, BnB네트웍스, 진솔, 이에스(ES), (주)에스케이유, M2biz, 스마트통신Biz, 알투대리점, (주)드림링크, 뱅크대리점,
효정통신, 바오밥Biz, 유니온퍼스트, BTS 네트웍스, 하늬Biz, 케이엠넷, 엔씨아이, 좋은대리점, NBIZ, 푸른통신, 삼성전자판매_서부, 아이언맨, (주)워너비네트웍스, 바이블, JH
모바일, 비룡대리점, 주식회사텔콤, 인피니티시스템, M2A2, 마이크로큐닉스(주), (주)나우티앤에스, 한미헬스케어, 트인컴, 3KH(주), SK피에스앤마케팅_기업, (주)고우넷, (주)
삼성아이피, 에스케이플래닛, 울림, (주)지아이셀폰_ICT, 대신정보통신(주)NIO, 티링크앤주인닷컴, 비즈앤엠, SK브로드밴드공공, SK모바일포탈, (주)더존비즈온, 삼성SDS_기업
1, 넥스트모바일_기업2, CS대리점, 한화에스앤씨(주)_기업1, 솔루션1, 유빈스, LOTS, (주)유제이엠에스네트웍스, 주식회사 밸류테크,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
아, 주식회사 케이앤에스, 나텔레콤(주), (주)이비앤에스, (주)엔드모바일, (주)유미컴공공, 베리어스위너(주), (주)대창이노베이션, 한유넥스텔대리점, 군인공제회C&C공공, (주)
아이피티네트웍스, (주)씨엠에스정보통신, (주)이안텔레콤, (주)대교, 알파코, 제이엠, 서이공조시스템(주), (주)성우텔레콤, 에이케이에스앤디(주)AK인터넷쇼핑몰, INJUNGINT,
군인공제회 수도권, 티엔디컴퍼니, (주)지니스, (주)을지공조시스템, 봉추대리점, 한국오피스컴퓨터(주), sk네트웍스서비스, TFC대리점, (주)루키스, (주)이룸컴퍼니, 군인공제회
C&C2, 위드컴, 주식회사 엔피텔레콤, 경찰공제회, 현대오토에버(주), UTK, (주)이랜드시스템스, 모바일통, 주식회사킴앤제이, 스마트엠, 티에스비즈텍, (주)이브레인테크, (주)
티엔엠솔루션, (주)신도에스디알, (주)비즈엠솔루션, 주식회사 삼성아이티, (주)유비퍼스트대원, 주식회사 유아이, 에스케이 비엔비, 스마트조아, 주식회사멜레아, 멤버스네트
웍스, 강남스마일, 모빌리지, 신세계아이앤씨, (주)샤인정보, 하이마트_기업, (주)하이프라자, (주)에이치에스에이치, (주)엘버하이테크, (주)에스앤에프솔루션, TH, 주식회사 아

인스네트워크, KMC, 제이에이텔레콤, (주)지앤지씨앤씨, 새한이엔브이, 주식회사 에이블타이드, (주)비엠시스솔루션, JP모바일, 빅비트, (주)넥스트유원, 지니통신 주식회사,
(주)글로벌통신, 휴앤텔레콤, MetaEUN[메타은], 워너원, SKB2대리점, (주)에스에이치 커뮤니티, (주)휴로엠, 케이피케솔루션, 투엘케이, 이트너스, 타치온네트웍스, 메르디스,
딜라이브, 프리피아, 엘앤케이텔레콤, 주식회사82브로드, 티스타, 한앤윤, 가가대리점, 미래영광, 굿모닝대리점, 다물, GPS, 모비즈, (주)브레인아이씨티, 티움모바일, 제니엘
맥, TOT, AJ네트웍스, PTSK, (주)장스네트워크, 스마트아이넷, 고잉나우, 연세대의료원, (주)조이텔, 와이모비, SK테크엑스, (주)아이브릿지, (주)비엔커뮤니케이션, 에스컨버전
스, 한걸음네트웍스, 사이버시스템즈, 현대에이치씨엔, 이노텔레콤, 대신정보통신(주), 솔루션2(구 SK네트웍스(주)서울지사, 대우정보시스템(주), (주)유라클, 군지원센터(삼
각지대리점), 모빌씨앤씨, 캐치웰, 엠쓰리모바일, 모바일엔트로피(주), 일랑대리점, 애니엠, 블루칩씨엔에스(주), 군인공제회대리점, 디에스모바일, (주)피큐아이넷, 이로 네
트웍스, T LINK, 다물1, SMART ART, 파인드라이브, 밀리언대리점, 구미대리점, 상주대리점, 안동대리점, 구미삼일대리점, 경북의성대리점, 안동남부대리점, 문경단미대리점,
경북봉화대리점, 영주제일대리점, 구미남부대리점, 구미선일대리점, 구미동부대리점, 문경새재대리점, 구미동남대리점, 청송대리점, 왜관대리점, 중앙SK대리점, 스피드대
리점, 용상대리점, SK군위대리점, 레인보우대리점, 에이스, 나비대리점, 티월드, 동이, 문경하늘, 일송, 친절대리점, 구미블루골드, SK매우만족대리점, 더블유대리점, 안동삼
성대리점, 티엔에스, 세종대리점, SK역전대리점, 상주중앙대리점, 위드대리점, 영양대리점, 씨앤대리점, 영풍, 안동블루, 고객사랑, 가람대리점, 대구북구대리점, 대구대동대
리점, 대구교동대리점, 대구복현대리점, 스피드대구대리점, 반야월대리점, TGP대리점, 한미대리점, 국제, 금풍, 솔로몬, 다모아대리점, 대구행복, 동대구블루골드, 대구스타
블루골드대리점, 청도대리점, 퓨쳐대리점, DDM대리점, 청우대리점, 대구도원대리점, 상상대리점, 스마일대리점, 럭키대리점, 부국대리점, 온오프대리점, 안심대리점, 메이
저대리점, 리치대리점, DK직영SHOP, 써니 대리점, 범어대리점, 한별대리점, 대구SJ, 현풍대리점, 경북성주대리점, 유진대리점, 대구남경대리점, 대구교보대리점, 대구달구
벌대리점, 대구만평대리점, 경북고령대리점, 대구가야대리점, 성공대리점, 서부대리점, 성서중앙대리점, 성당시장대리점, SK중앙대리점, 용산대리점, BIZ대리점, 달성대리점,
한결대리점, 서대구블루골드대리점, 메트로대리점, 대구성현블루골드, 대구대리점, 챌린저, 프렌즈대리점, 티드림대리점, 일랙대리점, Phone&Love텔레콤, 제이비, 메인대
리점, 동행대리점, 경주대리점, 포항대리점, 경북영일대리점, J&O대리점, 울진동부대리점, 경북안강대리점, 신영덕대리점, 포항동양대리점, 포항북부대리점, 경주입실대리
점, 화금대리점, 동해대리점, 세기대리점, 울진대리점, 다정대리점, 이도대리점, 서라벌대리점, 희망, 포항블루골드, 밸류대리점, 효성대리점, 독도대리점, 보배, 천연대리
점, 플러스대리점, 라온대리점, 루비대리점, 스마트모바일즈, 예람, 부산북구대리점, 대남대리점, 모토코리아대리점, 한빛대리점, 렉스대리점, 신사직대리점, 부곡대리점, SK
서면대리점, 비티대리점, 엘비대리점, 스페이스대리점, 상호대리점, 동부산블루골드대리점, 연제행복센터, 다울대리점, 명성대리점, 마이더스대리점, JC대리점, 광안대리점,
스토리대리점, 카이저대리점, JM대리점, 경도대리점, 스파대리점, 상아대리점, 해운대종합대리점, 해운대대리점, 허브대리점, BSG, SK우리대리점, 부산신평대리점, 파워셀대
리점, 새김해대리점, 예스대리점, 영일대리점, 델타대리점, 연지대리점, 사직대리점, 김해가야대리점, 지혜대리점, 화명대리점, 한주대리점, 티엔대리점, 제이엠대리점, 서
부산블루골드, 칸대리점, BNC대리점, 성우대리점, (주)하모니정보통신, 중부산블루골드대리점, 한백대리점, 미래대리점, 하나대리점, 정성대리점, 서원대리점, 동원대리점,
동남대리점, 동부대리점, 신세계대리점, 다대대리점, 울산중구대리점, 경남양산대리점, 한울대리점, 지산대리점, 언양대리점, 문수대리점, 서창대리점, KB대리점, 대성대리
점, 울산블루골드, 울산행복대리점, 다인대리점, 금호대리점, 레드대리점, T 카이대리점, 애니대리점, 명문대리점, 드림대리점, 포에버대리점, SK울산대리점, TS대리점, 진주
대리점, 삼천포대리점, 새진주대리점, 거창대리점, 한려대리점, 경남대리점, 하동세기대리점, 서진주대리점, 남해대리점, 산청대리점, 사천대리점, 남해중앙대리점, 하동대
리점, 대상대리점, 남가람대리점, 우리통영대리점, 진주블루골드, 주식회사 한얼정보통신, 티앤비대리점, SK유니대리점, 미소대리점, OK대리점, 365스마일, 밀양대리점, 마
산대리점, 우일대리점, 경남함안대리점, 경남창녕대리점, 하이원대리점, 넥스트대리점, 창원광장대리점, 레이스대리점, 밀양중앙대리점, 다산대리점, SK의령대리점, SK상남
대리점, 창원블루골드, 스마트대리점, 샤인대리점, TK대리점, 창원대리점, 태영대리점, 착한대리점, 마창대리점, 으뜸대리점, 육호대리점, 마산중앙대리점, 마산가야대리점,
광주블루골드 사판, 한국정보대리점, 광주인천상사대리점, 전남영광대리점, 광주중앙대리점, 남선대리점, 대산정보대리점, 광주상무대리점, 광주서림대리점, 광주전자랜드,
광주스타텔대리점, 대광대리점, 태양A대리점, 광주백산대리점, 광주 E&T, 무등대리점, 오치대리점, 엠코리아, 스카이대리점, 서광대리점, 제이텔대리점, 화순대리점, 광주

대동대리점, 팔도대리점, 광주패밀리대리점, 광주블루골드대리점, 와이티대리점, 한맥대리점, 광주대리점, 다린컴즈대리점, 서비스탑, 빅플러스대리점, 티원대리점, 네오텔
레콤, 광주모바일대리점, 서원정보, H&J, 정상대리점, 마루대리점, SD대리점, 진원, SKB광주동부행복센터, SKB광주서부행복센터, SKB광주중부행복센터, SKB익산행복센터,
서부SUPEX, 전남목포대리점, 영인대리점, 옥주대리점, 전남서해대리점, 대산대리점, 목포우성대리점, 목포선우대리점, 태경대리점, 그린대리점, 신목포대리점, 무안대리점,
디지털대리점, 월드대리점, 태주대리점, 유성대리점, 해성대리점, 행복대리점, 주도대리점, 목포블루골드대리점, 선영대리점, 도토리대리점, 벧엘대리점, 성신 대리점, 주안
대리점, 전남순천대리점, 순천삼산대리점, 순천이수대리점, 장천대리점, 봉화대리점, 유한회사 한빛정보, 여천신기대리점, 나은대리점, 보성전자마트대리점, 선우대리점,
고흥대리점, 우리대리점, 태광대리점, 순천블루골드, 도움대리점, 한울여서대리점, 우솔대리점, 성원대리점, 여수서부대리점, SK동부대리점, 영신대리점, 남전주대리점, 전
북정읍대리점, 전북경원대리점, 전북고창대리점, 동산대리점, 익산중앙대리점, 익산남부대리점, 순창대리점, 김제중앙대리점, 김제금만대리점, 화산, 군산진포대리점, 익산
자유대리점, 중부대리점, 전주블루골드대리점, 전북블루골드사판대리점, 익산블루골드, 좋은생각, 다온대리점, 엔케이(NK), The 대리점, 서정대리점, 하은, 전북나은, 서운
대리점, 고객행복, 아인대리점, 동양통신, 바른대리점, 미다스, 서귀포대리점, 제주광양대리점, 동우대리점, 제주굿모닝, JS대리점, 제주블루골드, 나성통신대리점, 탐라, 제
주중앙대리점, 제주대리점, 제주노형대리점, 제주E&T, 제주정다운대리점, 앤유, 강남대리점, 서울중부대리점, 서울이수교대리점, 논현역대리점, 테헤란대리점, 신림대리점,
법조타운대리점, 큰사랑대리점, 포이대리점, 청담아진대리점, 내방역대리점, 한유대리점, 새서울대리점, 일원대리점, 강남스타대리점, 이수역대리점, 논현대리점, 동원텔레
콤대리점, 강남터미널대리점, 강남차병원대리점, 수목대리점, 강남블루골드, 선민대리점, 범교대리점, 에스알, 리치앤코, 광일대리점, 스타일대리점, 제국대리점, 연우대리
점, 아이티모바일, 신사대리점, 피노와친구들, 창도, 나현, 서울대리점, 가로수직영SHOP, 신도SDR, 경기구리대리점, 경기미금대리점, 남양주, 천호대리점, 스타코리아 대리
점, 구리제일대리점, 태평대리점, 성남신흥대리점, 성남중앙대리점, 길동역대리점, 송파월드대리점, 세화대리점, 방이가람대리점, 곤지암대리점, 와이즈대리점, 은행대리점,
단대역대리점, 엄마손대리점, 유니코리아대리점, 동운대리점, 일진대리점, 하남대리점, 백제대리점, 지우대리점, 투톱대리점, 성진대리점, 평내대리점, 다원대리점, 미르대
리점, 서울ent대리점, 호평대리점, 강동블루골드, 늘푸른대리점, 승현대리점, 러버스대리점, 피앤피, 정원대리점, 유토피아, 아라모바일, 대림대리점, 텔레프라자대리점, 전
곡대리점, 성북중앙대리점, 의정부국일대리점, 망우대리점, ACT대리점, 미아프라자대리점, 리더스대리점, 창동TOP대리점, 송우대리점, 원진대리점, 가나안대리점, 북두대
리점, 중계대리점, 신창대리점, 신의정부대리점, 삼양대리점, 정릉대리점, 에이원, 새하늘대리점, 강북블루골드, 대명대리점, FIRST, 무한, 알파대리점, (주)피앤씨홀딩스, 웅
장대리점, 태왕대리점, 강한대리점, 대일대리점, ACE대리점, 대왕대리점, 철원동송대리점, 거화대리점, 크린텔대리점, 독산대리점, 만안대리점, 개봉대리점, 서강대리점, 여
의도대리점, 신길대리점, 금천시흥대리점, 광명철산대리점, 방화조일대리점, 목동4거리대리점, 관양대리점, 광명중앙대리점, 구로서부대리점, 지은대리점, 공항대리점, 박
달대리점, 수명산대리점, 도일대리점, 명선대리점, 대교대리점, 파천교대리점, 한가람대리점, 독산본 대리점, 인덕원대리점, 대림사거리대리점, 유통상가대리점, 안양만안
대리점, 염창대리점, 동여의도대리점, 서울TOP대리점, 등촌대리점, 자산대리점, 한아통신대리점, 철산전자대리점, 상록수대리점, 비손대리점, 백두대간대리점, 유원대리점,
에스유대리점, 강서블루골드, 윈윈대리점, 오션대리점, 해밀, 우인, 동진대리점, 프라임, 지치대리점, 호선대리점, MK, 금하, 동우, 세하, 이안, NTECH, BJ, 평택대리점, 향남
대리점, 경기여주대리점, 동안산대리점, 장호원대리점, 경희대대리점, 글로벌대리점, 시화대리점, 코넥, 북수원대리점, 여주여흥대리점, 스카이, 평택제일대리점, 시흥대야
대리점, 삼보대리점, 일성대리점, 화성송산대리점, 안중대리점, 이천중앙대리점, 백성대리점, 모바일, 시화본대리점, 신천중앙대리점, 모노대리점, 안성중앙대리점, 영진대
리점, 여주중앙대리점, 이천중부대리점, 안산우정대리점, 성현대리점, 한마음대리점, 제이스대리점, 투마이스, 제일대리점, 아이엠대리점, 그랜드대리점, 수원블루골드, 하
나컴, 티엔에스대리점, 선린대리점, 남부블루골드, 아리온, 토마토대리점, 이든대리점, 근흥대리점, 대현대리점, 금비, IoT, KNK대리점, 청운대리점, 인천중구대리점, 부천도
당대리점, 부개대리점, 오정대리점, 연수청학대리점, 백마장대리점, 부천북부대리점, 부평역전대리점, 송내대리점, 중동대리점, 인천경인대리점, 인천도원대리점, 초아대리
점, 약대대리점, 김포중앙대리점, 화산대리점, 인천주원대리점, S&S 대리점, 대가대리점, 참스타대리점, 심곡대리점, 내동대리점, 원미대리점, 신현대리점, 가정대리점, 부
천중앙대리점, 만수중앙대리점, 만수시장대리점, 알미골, 성은대리점, 서부블루골드, 씨앤컴퍼니, 인천블루골드, 칼라대리점, 부천직영shop(신), 지민대리점, 새로움, 위더

스, 은평TLB_Biz대리점, 은평서부대리점, 가능대리점, 금촌대리점, 북가좌대리점, MD대리점, 문산대리점, 명지대리점, 화정역대리점, 연신내대리점, 금촌멀티대리점, 은평
대리점, 식사대리점, 희우, 제이에스, 중앙블루골드, 은평TLB대리점, ND대리점, Orange, 해든, 북부블루골드, 신드롬대리점, 백석대리점, 한길, 효자대리점, 에이치앤대리
점, 랑랑대리점, BK대리점, 광개토, 서울종로대리점, 서울신당대리점, NEW퇴계로대리점, 동서울대리점, 광장대리점, 자양대리점, 선인대리점, 중곡프라자대리점, 광운대리
점, 씨에이치대리점, 홍릉대리점, 명동중앙대리점, 약수역대리점, 경복궁역대리점, 울림터대리점, 유니쿱대리점, 대경대리점, 광동, 강동대리점, 한남대리점, 성동대리점,
종로패밀리대리점, 알리바바대리점, 희테크, 혁경, 스마트, 동부블루골드, 프리스비, OU대리점, CD대리점, 소현대리점, 금토대리점, 도선대리점, GM, 모네코, JW대리점,
PS&M, 서면1번가_서비스점, 시티세븐_서비스점, 대곡역_서비스점, 광장코아_서비스점, 남포_서비스점, 해운대_서비스점, 양산투자매장_서비스점, 동래역_서비스점, 포항
중앙상가_서비스점, 김천미소직영_서비스점, 칠곡중앙직영_서비스점, 동호_서비스점, 구미행복직영_서비스점, 대안직영_서비스점, 방어진_서비스점, 하단역 서비스점, 내동
중앙_서비스점, ICT춘천명동투자_서비스점, 원주시네마_서비스점, 익산TPS_서비스점, PS 강릉 (본)_서비스점, 원주중앙_서비스점, 충장_서비스점, 제천중앙로 서비스점, 아
산온천 서비스점, 익산T프리미엄 서비스점, 여수중앙 서비스점, 대전중앙로 서비스점, 서귀포 서비스점, 대림글로벌점(지점), 웨스턴돔지점대행, 청라_서비스점, 당산역_서
비스점, 상동역_서비스점, 웨스턴돔_서비스점, 배곧신도시_서비스점, 금릉_서비스점, 논현 라피에스타_서비스점, 가산디지털_서비스점, 가산역_서비스점, 검단_서비스점,
안양일번가 T Zone_서비스점, 대치_서비스점, 뱅뱅사거리_서비스점, 교대역_서비스점, 역삼역_서비스점, 안산중앙점_서비스점, 가산브이원 서비스점, 화곡중앙 서비스점,
금천 서비스점, 신월 서비스점, 오산대역_서비스점, 부천역 서비스점, 부천역 외국인 전문점, 외대 외국인, 건대외국인매장, 신촌지점대행점, 불광중앙_서비스점, 용산역_
서비스점, 분당서현_서비스점, 신촌_서비스점, 종로2가_서비스점, 마포_서비스점, 경희대_서비스점, 종로_서비스점, 이대역직영_서비스점, 광화문_서비스점, 수유_서비스점,
서천대리점, 동신은행직영SHOP, 변동대리점, 동대전대리점, 성남대리점, 대전중부대리점, 종동대리점, IMT대전, 대흥대리점, 한민대리점, 한올대리점, 프리던텔레콤, 남대
전블루골드, 주원텔레콤, HR네트웍스(주), (주)굿엔텔레콤, 주식회사 미래온, 북대전블루골드, 여송대리점, 다솔대리점, 한신 대리점, 동영대리점, 성신대리점, 티원 모바일,
세움대리점, 한솔대리점, 트롤대리점, 인향, 혁신대리점, 충북옥천대리점, 신옥천대리점, 대전성현 블루골드, 대전블루골드사판, 제이비대리점, 콩순텔레콤, T SHOP대리점,
가온텔레콤, 비단길, Able대리점, 모다, 원주블루골드, 원주대리점, 춘천대리점, 예맥대리점, 삼척대리점, 대학로대리점, 한국무선대리점, 인제중앙대리점, 원주이동통신, 태
백대명대리점, 영월종합대리점, 자유통신대리점, 원남대리점, 횡성대리점, 속초중앙대리점, 금학대리점, 강릉대리점, 영동제일대리점, T&B대리점, 평창대리점, 글로벌중앙
점, 정선대리점, SKN강릉대리점, 유니온대리점, N&C대리점, 백두대리점, (주)KSK대리점, 원더 정보, 춘천중앙대리점, 강원대리점, 행운대리점, 화영대리점, 양구대리점, 티
앤아이대리점, 대전스타블루골드, 온양대리점, 예산대리점, 홍성대리점, 서산동문대리점, 홍주대리점, 에스케이드림, 한우리대리점, 남부대리점, 아산대리점, 중앙대리점,
유영대리점, 서령대리점, 한서대리점, 반도대리점, 도원대리점, 태안대리점, 천안중부대리점, 현민대리점, 천안블루골드, 세종행복센터, 행복, 해온대리점, 휴엘 티엔씨, NC
대리점, 천안아산대리점, 맥스대리점, T 텔레콤, 충북블루골드, 충주우주대리점, 흥덕대리점, 휴먼대리점, 명동대리점, 형음대리점, SKB 청주행복센터, 동한대리점, 금왕대
리점, 홍익대리점, 한음대리점, 제천중앙대리점, 제천재림대리점, TWSP, TWSN, 트인정보, 엔브라이트, ITC, 그린피스, HDK, GS홈쇼핑, GL, CJ홈쇼핑, ASCF, 메트로, 전자랜
드, 하이프라자, 태현, 윤성, HS, 탑장, SW, 피닉스, 제이에이치, 롯데하이마트, 씨앤에스, 삼성판매, 정상, 다음네트웍스, 롯데홈쇼핑, HDH, 오션블루골드, 한국정보통신,
ACN, 라츠, 이누텔, 올스타, 포엠아이, 서비스에이스, 퍼스트엠, DT, 그린오아시스, 블루사파이어, GT, 정심, 정진, CY, T-icon, 엔투윈, 유스퀘어, HCT, 위너스대리점, 럭스대
리점, 리더스원, WA, 아이디어큐브, WI, 드림아이, 퓨처스대리점, CMSHOP, 지윤대리점, RevoM, NZ대리점, OM대리점, N대리점, 케이모바일, 모바일티씨에스, 모아텔, 케이
몬, 아천대리점, II대리점, SG

별첨 2. 인터넷, 유선전화 서비스가입/변경/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유무선 결합상품의 유치/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조안,CY,골드대리점,누리대리점,YB대리점,아리네트워크,J2네트워크,(주)블루코어,(주)티앤티,(주)상상텔레콤,엔라이프,부산개인택시조합SKT대리점,제이에이치텔레콤,에스와
이텔레콤(주),SK브로드밴드,(주)우리통신,틴틴,삼성전자판매(주),(주)라이프온통신,(주)비엠에스네트웍,(주)세원정보시스템,(주)케이시스,블루윈네트웍스,삼성프랜드모바일,비
투비비즈,나억,(주)세종텔레콤,SJ대리점,(주)축복,태인텔레콤,한성대리점,부산대직영샵,덕천직영SHOP,울산직영SHOP,메이저직영샵,OK직영SHOP,센텀대리점,라온대리점,JM
대리점,카이저대리점,스토리대리점,광안대리점,JC대리점,찬스대리점,마이더스대리점,명성대리점,TOP대리점,다울대리점,금산대리점,비티대리점,태양대리점,SK서면대리점,
부곡대리점,아이비대리점,신사직대리점,렉스대리점,한빛대리점,모토코리아대리점,대남대리점,부산북구대리점,다대대리점,신세계대리점,동부대리점,동남대리점,동원대리점,
서원대리점,정성대리점,미래대리점,한백대리점,성우대리점,칸대리점,티엔대리점,한주대리점,혜광대리점,화명대리점,지혜대리점,김해가야대리점,사직대리점,서부대리점,델
타대리점,영일대리점,예스대리점,새김해대리점,파워셀대리점,부산신평대리점,SK우리대리점,SK울산대리점,명문대리점,애니대리점,T카이대리점,레드대리점,금호대리점,다인
대리점,울산행복대리점,대광대리점,대성대리점,강북대리점,서창대리점,언양대리점,지산대리점,한울대리점,경남양산대리점,울산중구대리점,마창대리점,착한대리점,다온대리
점,태영대리점,창원대리점,TK대리점,아크대리점,샤인대리점,스마트대리점,SK상남대리점,사람과통신대리점,다산대리점,밀양중앙대리점,레이스대리점,넥스트대리점,하이원
대리점,경남창녕대리점,경남함안대리점,우일대리점,마산대리점,밀양대리점,365스마일,미소대리점,일프로대리점,SK유니대리점,티앤비대리점,우리통영대리점,대상대리점,하
동대리점,남해중앙대리점,통영대리점,사천대리점,산청대리점,남해대리점,서진주대리점,하동세기대리점,경남대리점,한려대리점,거창대리점,새진주대리점,삼천포대리점,진주
대리점,휴먼테크,(주)에스메카정보통신,충북옥천대리점,형설대리점,한솔대리점,세움대리점,으뜸대리점,티원모바일,동영대리점,한신대리점,희망대리점,여송대리점,프리던텔
레콤,한올대리점,한민대리점,IMT대전,성남대리점,동대전대리점,변동대리점,스카이대리점,서천대리점,T텔레콤,하람대리점,늘품,신비인대리점,현민대리점,한결대리점,태안대
리점,도원대리점,반도대리점,한서대리점,서령대리점,시민대리점,당진중앙대리점,아산대리점,남부대리점,한우리대리점,홍주대리점,서산동문대리점,홍성대리점,예산대리점,
온양대리점,맥스대리점,제천재림대리점,제천중앙대리점,한음대리점,홍익대리점,동한대리점,휴먼대리점,흥덕대리점,형음대리점,Mbiz대리점,인피니티시스템,(주)텔콤,비룡대
리점,알투대리점,M2biz,어울림커뮤니케이션,에프엔비모바일 오케이통신,삼성전자판매(주),이에스(ES),화령대리점,흥덕Biz. 대리점,장원,천안아산대리점,다솔대리점,해온대
리점,Tcon,베이텔레콤,정진,정심,GT,TH,DT,TWSN,TWSP,이누텔,ACN,한국정보통신,다음네트웍스,삼성판매,씨앤에스,롯데하이마트,SW,HS,윤성,시공,태현,하이프라자,전자랜
드,RTWO,HDK,엔브라이트,(주)이지아이,바이블,(주)워너비네트웍스,아이언맨,삼성전자판매_서부,(주)폰컴퍼니,푸른통신,NBIZ,(주)에스케이유,진솔,BnB네트웍스,아이씨엠
(주),(주)평강PSC,택시신협biz,장천 Biz 대리점,나은,광주직영샵,영신직영Shop,서정직영샵,전주직영샵,다온 직영샵,주안대리점,성신대리점,벧엘대리점,도토리대리점,선영대
리점,주도대리점,함평대리점,태주대리점,월드대리점,디지털대리점,무안대리점,신목포대리점,그린대리점,태경대리점,목포선우대리점,목포우성대리점,대산대리점,전남서해대
리점,옥주대리점,영인대리점,전남목포대리점,진원,정상대리점,H&J,서원정보,DS컴퍼니,광주모바일대리점,네오텔레콤,티원대리점,빅플러스대리점,다린컴즈대리점,광주대리
점,한맥대리점,와이티대리점,광주패밀리대리점,팔도대리점,광주대동대리점,화순대리점,제이텔대리점,레인보우대리점,서광대리점,가은대리점,엠코리아,오치대리점,무등대리
점,광주E&T,광주백산대리점,광주스타텔대리점,광주서림대리점,광주조은대리점,광주상무대리점,대산정보대리점,남선대리점,광주정대리점,광주스피드대리점,광주중앙대리
점,전남영광대리점,광주인천상사대리점,한국정보대리점,SK동부대리점,여수서부대리점,럭키대리점,성원대리점,우솔대리점,한울여서대리점,도움대리점,우리대리점,고흥대리
점,선우대리점,보성전자마트대리점,나은대리점,여천신기대리점,유한회사한빛정보,순천봉화대리점,장천대리점,순천이수대리점,순천삼산대리점,전남순천대리점,고객행복,서
운대리점,전북나은,하은,엔케이(NK),좋은생각,태산대리점,군산나운대리점,중부대리점,익산자유대리점,군산진포대리점,김제금만대리점,김제중앙대리점,해원대리점,JJ대리점,
순창대리점,익산남부대리점,익산중앙대리점,동산대리점,전북고창대리점,전북경원대리점,전북정읍대리점,번개대리점,남전주대리점,앤유,제주정다운대리점,제주E&T,제주노
형대리점,제주대리점,제주중앙대리점,나성통신대리점,JS대리점,제주굿모닝,동우대리점,제주광양대리점,서귀포대리점,비젼대리점(대구),J&모바일,위너대리점,렉스,도담통신,
조일ICT,(주)유승토탈솔루션,글로벌대구,베스트,SK브로드밴드대구,제이엠통신(대구),예스대리점(대구),달천대리점(대구),화성(대구),대구제니스,위즈아이씨티(WIZICT),패밀
리대리점,(주)SK솔루션,T플러스,에스플러스,플러스(대구)대리점,인덕대리점,메인정보시스템,티드림직영Shop,동행직영SHOP(구),라온직영SHOP,씨앤직영SHOP,위드직영

shop,아이언대리점,메인대리점,안심대리점,Phone&Love텔레콤,위더스대리점,프렌즈대리점,명품대리점,베스트대리점,챌린저,대구대리점,포시즌대리점,메트로대리점,부강대
리점,달성대리점,SK중앙대리점,성당시장대리점,성서중앙대리점,성공대리점,대구가야대리점,경북고령대리점,대구만평대리점,대구남경대리점,유진대리점,경북성주대리점,현
풍대리점,남대구대리점,써니대리점,리치대리점,메이저대리점,온오프대리점,부국대리점,스마일대리점,일랙대리점,미라클대리점,상상대리점,대구도원대리점,퓨쳐대리점,대구
중앙대리점,대구행복,다모아대리점,솔로몬,금풍,국제,한미대리점,반야월대리점,대구복현대리점,대구교동대리점,대구칠곡대리점,대구대동대리점,서라벌대리점,예람,스마트
모바일즈,루비대리점,플러스대리점,천연대리점,보배,독도대리점,효성대리점,밸류대리점,희망,다정대리점,울진대리점,세기대리점,동해대리점,화금대리점,포항북부대리점,포
항동양대리점,신영덕대리점,경북안강대리점,울진동부대리점,북포항대리점,경북영일대리점,포항대리점,경주대리점,영풍,영양대리점,SK영주대리점,상주중앙대리점,SK역전
대리점,세종대리점,티엔에스,안동삼성대리점,더블유대리점,SK매우만족대리점,친절대리점,일송,문경하늘,동이,티월드,나비대리점,에이스,SK군위대리점,상주제일대리점,용상
대리점,스피드대리점,중앙SK대리점,구미동남대리점,문경새재대리점,구미동부대리점,구미선일대리점,구미남부대리점,영주제일대리점,경북봉화대리점,문경단미대리점,안동
남부대리점,구미삼일대리점,안동대리점,상주대리점,구미대리점,TLINK,모빌씨앤씨,솔루션2(구SK네트웍스(주)서울지사,(주)조이텔,PTSK,티움모바일,(주)브레인아이씨티,모비
즈,성현블루골드,드림블루골드,미래영광,한앤윤,솔루션3,지원정보통신,JP모바일,(주)비엠시스솔루션,새한이엔브이,이노트레이딩,KMC,모바일웰컴,엘씨대리점,(주)에스앤에
프솔루션,(주)에이치에스에이치,(주)하이프라자,하이마트_기업,강남스마일,멤버스네트웍스,스마트네트워크솔루션,스마트조아,(주)인비전스,에스케이비엔비,화이트윙시스템
(주),SKC&C_SMB,조은프로소싱,SKone,(주)이랜드시스템스,경찰공제회,(주)이룸컴퍼니,(주)루키스,한국오피스컴퓨터(주),SK씨엔씨,T1,티엔디컴퍼니,케이에스디네트웍스
(주),(주)성우텔레콤,미래엠,베리어스위너(주),(주)카스존,(주)이비앤에스,금란텔레콤,서광네트웍스,(주)함연커뮤니티,스마트윌,MP블루골드대리점,(주)유제이엠에스네트웍스,
유정시스템(주),솔루션1,기업2블루골드,CP대리점,(주)더존비즈온,SK모바일포탈,SK브로드밴드공공,비즈앤엠,(주)지아이셀폰_ICT,(주)삼성아이피,SK피에스앤마케팅_기업,트인
컴,SK(주),밀리언대리점,파인드라이브,이로네트웍스,DNSC,군인공제회대리점,블루칩씨엔에스(주),일랑대리점,모바일엔트로피(주),엠쓰리모바일,캐치웰,군지원센터(삼각지대
리점),대우정보시스템(주),대한소방공제회,연세대의료원,BJ네트웍스,TOT,(주)포유비즈,와이비,굿모닝대리점,가가대리점,MetaEUN[메타은],휴앤텔레콤,지니통신

(주),아라텔

레콤,빅비트,NK통신,(주)에스유에프,(주) 아인스네트워크,(주)샤인정보,제이씨스퀘어(주),(주) 유아이,(주)유비퍼스트대원,(주)비즈엠솔루션,와이엘,UTK,(주)엔피텔레콤,군인
공제회C&C2,TFC대리점,ROCKEY,(주)지니스,군인공제회수도권,(주)티제이네트웍스,메가피브이,서이공조시스템(주),에이치앤엠,제이엠,알파코,(주)씨엠에스정보통신,버텍스
아이디,OH,군인공제회C&C공공,한유넥스텔대리점,(주)유미컴공공,삼성전자판매(주),LOTS,CS대리점,티링크앤주인닷컴,(주)바이텍씨스템ICT,(주)고우넷,올드앤뉴,(주)나우티
앤에스,그레이트,마이크로큐닉스(주),M2A2,스마트멀티,스마트비즈,분당서현직영SHOP,분당직영SHOP(구),잠실직영Shop(구),부천직영shop(신),일산직영SHOP,신촌직영
SHOP(구),가로수직영SHOP,서울직영SHOP,강남직영shop,선릉직영SHOP,신림직영SHOP,영등포직영SHOP(구),홍대직영Shop(구),성동직영shop(구),수원직영shop,고잉나우,
스마트아이넷,유토피아,서울ent대리점,성진대리점,굽은다리역대리점,유니코리아대리점,엄마손대리점,은행대리점,송파월드대리점,성남신흥대리점,구리제일대리점,스타코
리아대리점,천호대리점,남양주,새로움,지민대리점,알미골,만수시장대리점,가정대리점,내동대리점,S&S대리점,인천주원대리점,화산대리점,초아대리점,인천도원대리점,중동
대리점,부천북부대리점,백마장대리점,연수청학대리점,오정대리점,부개대리점,인천중구대리점,에이치앤대리점,한길,정현대리점,신드롬대리점,웅장대리점,해든,Orange,TS대
리점,은평대리점,금촌멀티대리점,연신내대리점,명지대리점,MD대리점,북가좌대리점,가능대리점,나현,신사대리점,연우대리점,광일대리점,리치앤코,에스알,수목대리점,경희
오비스,역삼대리점,포이밸리대리점,강남차병원대리점,강남터미널대리점,강남스타대리점,한유대리점,법조타운대리점,논현역대리점,다은모바일,금하,프라임,동진대리점,해
밀,오션대리점,윈윈대리점,SK브로드밴드강서행복센터,에스유대리점,유원대리점,상록수대리점,철산전자대리점,한아통신대리점,서울TOP대리점,안양만안대리점,유통상가대
리점,대림사거리대리점,한가람대리점,대교대리점,도일대리점,구로서부대리점,신정대리점,목동4거리대리점,금천시흥대리점,독산대리점,크린텔대리점,과천대리점,금토대리
점,케이디대리점,혁경,이글대리점,삼각지대리점,한남대리점,강동대리점,대경대리점,유니쿱대리점,적선대리점,명동중앙대리점,광운대리점,선인대리점,광장대리점,NEW퇴계
로대리점,알파대리점,무한,FIRST,대명대리점,노원행복센터,정릉대리점,삼양대리점,에스엔제이,중계대리점,가나안대리점,원진대리점,창동TOP대리점,리더스대리점,미아프라

자대리점,전곡대리점,금비,토마토대리점,티엔에스대리점,하나컴,투마이스,제이스대리점,성현대리점,이천중부대리점,영진대리점,도청대리점,일성대리점,천호역대리점,평택
제일대리점,스카이,코넥,시화대리점,글로벌대리점,장호원대리점,경기여주대리점,오산대리점,평택대리점,티앤아이대리점,양구대리점,(주)KSK대리점,백두대리점,평창대리점,
영동제일대리점,금학대리점,영월종합대리점,태백대명대리점,한국무선대리점,대학로대리점,삼척대리점,예맥대리점,원주대리점,비단길,아이티모바일,가온텔레콤

별첨3. 이동전화 가입 판매점
유키판매점, KAIT_상생, ORG정왕점, 중앙통신, 짱텔레콤, 드림컴 정보통신, 모바일스토리(구래점), 조이텔레콤, 신세기정보통신, 와요샵, sk숭인점, 조아텔레콤, 폰마트(휴대
폰할인마트), TU미디어, 네트정보통신, 유진텔레콤, 폰&love, 대주텔레콤, T텔레콤, 사랑텔레콤, 달인통신, first통신, POST MOBILE, 오션테크 광화문점, 돌다리텔레콤, 와이
유정보통신, 은우텔레콤, 삼성전자낙원점, 핸드폰할인마트, svmobile, JK모바일, 연호통신, 광장통신, OK텔레콤, 씨엠컴퍼니, 폰스토어, 짱구네텔레콤, 블루문, 에스통신,
(뉴)NEW모바일, 수통신, 더블나인모바일, 한빛텔레콤, 믿음텔레콤, 에이스통신, 모아, 미라클정보통신, 삼송통신, 케이티에스모바일, 노엘폰마트, 삼삼모바일, 알파정보통
신, 지킴이, 창고형핸드폰 인천점, S 모바일, 수텔레콤, 아산 충무모바일, 니즈텔레콤 성균관점, 주식회사 통, 우린한넷주식회사, (주)엔젤컴퍼니 남성역점, 주식회사 멀티
통신, 서담 주식회사, (주)시우아이엔씨, (주)금강대리점, 스마트컨슈머, 예쁘다통신, 허니정보통신, 엠에스 천호점, 다원통신, k스마트통신, 캡틴모바일, 새미로모바일, 빵빵
텔레콤, 녹색통신, 도도통신, 오이정보통신, 세븐모바일, 더 폰, 휴대폰 멀티샵 침산점, 쿠키통신, 에스에이치모바일, 바른오피스, 도마혁, 결의 텔레콤, 제이에스(JS)모바
일, 폰마트(구의동), 리드정보통신, 청마2, 엘에이치모바일 초전점, 모바일샵, 아프리카폰 광명점, 내폰을부탁해, 재한, 뉴스마일, LTE통신, 티투모바일, 양심텔레콤, 슬기로
운 폰가게, 제이앤모바일, 준텔레콤, 감삼통신, 현정보통신, 명폰, 스마트한 남자들, 이쁜핸드폰집, 주식회사 스마티즈, (주)폰베스트, (주)에스알5지, 은하수통신, 리코모바
일, 폰스맨, 폰사슈, 은성텔레콤1, 하나모바일, 태리통신, 보배통신, 브라보텔레콤, 최군통신, 골라골라마켓, 아카데미, 한영공구, 로고스텔레콤, 중부넷, 누리텔레콤, 유정
사, 진텔레콤, GF텔레콤, 지인텔레콤, 미라클유플러스, 한스텔레콤(지도로103), 하나텔레콤, 수인모바일, 원주텔레콤, 룰루랄라, 하나로모바일(황오점), 혜인정보통신, 스마
티언, 학선모바일, 시너지통신, 삼형제, 부자정보통신, 휴대폰나라, 타워통신, 행복텔레콤, 주연텔레콤, 엔케이모바일, 폰 싸다구, 일일구모바일, 제이통신, 리드컴퍼니, 와
꾸모바일, 폰아울렛2, 휴대폰전문매장, 폰스타, 무안고추통신, 휴대폰면세점, 후니통신, 토브라인(둔전점), 파파텔레콤, 지니텔레콤(상현점), 폰사랑통신, 라인 2호점, 드루
와텔레콤, 8eight 모바일, 루시모바일, 제이모바일, KJ정보통신, 우리별정보, 위시팩토리, 샬롬텔레콤, 판다폰, 좋은예감주식회사, 승원이동통신, 서진정보통신, 세계로정보
통신, 모아텔레콤, 머천드코리아, 폰코리아, 도깨비통신, SK텔레콤, 영석정보통신, 뉴텔레콤, 우리정보통신, 지은텔레콤, 포마텔레콤, e-조은 텔레콤, 웨스, 핸드폰나라(사당
점), CC텔레콤, 단비, 영진텔레콤, 믿음통신, 희망텔레콤, 송텔레콤, 스마트모바일, 미소텔레콤, 이정모바일, 스마트통신, 폰플러스 (마포점), 스마트정보통신, 케이앤와이정
보통신, 진텔레콤망원3호점, 따르릉모바일, mobilebullys, 하늘정보통신, DM프리넷, 헬로폰, 더훈컴퍼니, 에스모바일샵, 제이텔레콤, 더폰샵, 하이폰, 대성텔레콤, 미르정보
통신, 두남자휴대폰, 굿모닝, 그레이통신, 킹콩폰, 폰필모바일, 유진통신, 테마이동통신(연수점), 셀모바일성정점, 월드통신, 오월통신, 폰친구, 신용정보통신, 발란
(VALLAN), 헬로비전, 일등통신, JM휴대폰, 형제통신, 휴대폰멀티샵 쌍용점, (주)세명 목동사거리지점, 주식회사 더블유케이션 지점, 대교네트웍스(주), 신세대정보통신, 민
영통신, 세움정보통신, 오공97, TS모바일, 샤크 텔레콤, 솔루션, 드림정보통신, 가온정보통신, MS텔레콤, 빈텔레콤, 달인텔레콤, 메가트렌드인터내셔널, 영사운드, 영원OA
마트, HOON TELECOM, 신사정보통신, 365컴퍼니상계점, 한국정보통신, 모바일랜드, 하이텍, 아이애플, 이태원에이냅, 아이티통신, 기전, 조이텔레콤(JOY 텔레콤), 영진텔
레텍, 스피드텔레콤, 성훈대박텔레콤, 제일정보통신, 파스텔 정보통신, 다모아통신, 렉스텔레콤, 유노텔레콤, 명일텔레콤, 우성정보통신, T정보통신, 다솜텔레콤, JM텔레콤,

태광정보통신, 비전텔레콤, 노블무역&환전, 캐른모바일, 폰앤폰, wow, 판매왕, 주원통신, 스마일정보통신, SM통신, 프렌즈, 티제이모바일(고덕점), 애니텔통신, 청솔, 천리
향, 소윤이네폰가게, 비젼&드림(만리점), 로즈비, 다다텔레콤, 행복통신, 닥터컴, 명성정보통신, 숲, 한남앱플러스, Iruen정보통신, 스마트스토어, 아시아피플 김해, 에스에
스텔레콤, 투엠텔레콤, 후암정보통신2, 모아텔레콤 보광점, 모바일GSM, JS정보, 블루톡톡, 재연정보, 형제텔레콤, 치요텔레콤, 훈정보통신, 제트코, 프렌드모바일, 원텔레
콤, 킹통신, 토드컴퍼니 신원점, 휴대폰아울렛, 투지, 화성통신, 투게더통신, 일등통신 광교점, 신화통신, 마이핏모바일, 알통신, 예원텔레콤, 민정커뮤니케이션, 휴대폰11
번가, 유니통신, 다올, 88폰, 텐모바일, 바이블모바일, 오성모바일, zoo정보통신, TI모바일, 대동패밀리통신, 휴대폰쑈핑, 블루통신2, 성산통신, 태성정보통신, 와우모바일,
현아텔레콤, 지수통신, 선진통상, 거성통신, 더블유컴퍼니, 감포정보통신, (주)거상텔레콤, (주)금화 금강상설지점, 주식회사 이가정보통신, (주)올미그룹, 주식회사 재원씨앤
씨, (주)넷피플 가양점, (주)예은네트웍스, (주)뉴모바일프라자, 바른정보통신, 아트텔레콤, 베스트정보통신, 삼성정보통신, 애니원텔레콤, 우리동네휴대폰, 후나정보통신, 삼
성sb통신, KH모바일, 제이엠, 파워텔레컴, SR모바일, 나누리통신, 태영통신, 인텔콤, 폰플러스, JS통신, YK모바일, 랍(NGOCMINH스마트폰), 지상네트웍스 불로점, 군산 썸
통신, 제니스모바일, 온모바일, 황금통신, 스피드영통, 써밋모바일 진안점, 텔레콤1.5.3., 컴온시스템, 휴대폰상설마트, 에스엠텔레콤, 제이피커뮤니케이션, 은서텔레콤, 명
인정보통신, 별샵모바일, 회성통신, 스파이더통신, 폰시유 중부점, 삼성통신사무기, 파워통신, 주연정보통신 논현소래점, 휴대폰백화점, 해피통신, 폰밴드, 미래정보통신
휘경점, 중앙정보, 통큰통신, 지나텔레콤 상현, 제이정보통신, 아라모바일, 드림모바일, 엠에스 모바일, (주)연희원텔레콤, 디오젠커머스, 주식회사 이지비아, 주식회사 모
바이컴즈, 조은정보통신, 사랑통신, 유은정보, KIKI텔레콤, 폰마당, 예스모바일, 케이에스에이, 통신천국, 파워010, 유진정보통신, 정연정보통신, 상도텔레콤, 보라매텔레콤,
지앤지텔레콤, 큐티, 대림이동통신, 장텔레콤, 우리넷, 영광정보통신, K.L정보통신, one텔레콤, 우람정보통신, 금강정보통신, 골드클래스 모바일, MK통신, 두리텔레콤, 정상
모바일, 반석통신, 글로벌통신, 다연, 유니텔레콤, 바까바라, 정혜텔레콤, 이안텔레콤, 501정보통신(사당점), 싸이렉스텔레콤, 한마음정보통신, 에스엠, 굿피플, YJ텔레콤, 레
인보우통신(도림점), 패밀리통신, 파워엘정보, 유은정보 돈보스코점, 월드정보통신 중앙대점, 우리텔레콤, 퍼스트모바일, 파란정보통신(향남), 와이엠통신, 동북국제, 비알
(BR)정보통신, 제이와이텔레콤, 에코유통, 미래텔레콤, 휴대폰샵, 제일텔레콤, 바이폰, 하나통신, 티에스모바일, 엠제이(MJ)텔레콤, 제이에이치텔레콤, 쎄븐텔레콤, 시티모
바일, 체화모바일, 착한모바일, 세연모바일텔레콤, 스타모바일, 로커스, 한중네트워크, 애플린, 민텔레콤, 시오통신, 루키모바일, 땅파서폰파는집용원점, 참조은통신, 엘케
이컴퍼니, 휴대폰365일할인매장, 엠엘비모바일, 도매폰마트, 중고폰나라, 씨티탑, 투원통신, 폰짱, 모바일면세점, 하랑모바일, 창용, J컴퍼니, (주)현대인피니티, (주)신길소리,
주식회사 드림티에스 창전지점, (주)메인통신 봉덕지점, (주)명촌여행사, (주)북경전화국, (주)아이제이플러스, 태양정보통신, 대원정보통신, 신영정보통신, 혜원전자, 태현정
보통신, K.J 텔레콤, 좋은친구모바일, KIKI텔, 필텔레콤, 애니정보통신, 무궁화정보통신, SK작전방화, 휴플러스, 민성텔레콤, 모아통신(방신점), KS정보통신, 놀러와통신(목동
점), 아이엔에스, 한솔정보(등촌점), 지율정보통신, 환정보통신, 패밀리통신 까치산점, 도윤텔레콤, 코딱지텔레콤, 세명정보통신 화곡직영점, 오션텔레콤, 알투모바일, 365
컴퍼니, 카페앤폰마트, 별텔레콤2호점, 현빈텔레콤, 에스유텔레콤, 태평양텔레콤, 판매왕통신, 디지싸 본점 (DGSSA), 희망통신, 티비즈, 드림텔레콤, 삼박화곡, 천일텔레콤,
대박텔레콤, 신방화 소리샘, 패밀리통신화곡점, H&M텔레콤, 미성정보, 플랫폼통신, 따따봉, 우일텔레콤, 에스앤씨 모바일, 쭌 텔레콤, 미스터 모바일, LJ정보통신, 정연,
굿초이스, 오피스존, 이삭텔레콤, 폰&펀, 에이비씨폰마트, 도깨비, 유아이(UI)정보통신, 준텔레컴퍼니, 다올정보통신, 봉봉텔레콤, 대찬텔레콤, 미성구로, 서아통신, 모자정
보통신 2호점, 스마트소양넷, 해마텔레콤, 렛츠모바일, 폰할인마트, 위너TFK컴퍼니, KS텔레콤, 예호텔레콤, 애니텔레콤, 우리동네폰박사, 아이엔씨 잠실새내, 텔리타운, 스
마일뷰 강원, 행운텔레콤, up통신, JK스토어, 애플텔레콤, 수원핸드폰할인매장, 핫라인, (주)가양피씨에스 오금점, (주)우리이노베이션, (주)앤트피디, (주) 아름나눔통신, (주)
으뜸커뮤니케이션 도곡동, (주)정진네트웍스 관악지점, 지엘텔레콤, 대현정보통신, 카드뱅크, 혜성정보통신, 다산(홍은점), 청구top, 필정보통신, 소리이동통신, 독립텔레콤,
비쥬통신, 장인물류, 포스텔레콤, 새한텔레콤, 페라스, 오케이(OK)정보통신, 성공, CHANGE PHONE, 월드전자랜드 이대역점, 호현텔레콤, 엠제이모바일, 삼청통신, 레인빨

강, 태영정보통신, 프린스통신, Seven 텔레콤, kst통신, 에이티원텔레콤, 세븐통신, 주식회사 휴대폰천국, 300텔레콤, 정다운텔레콤, 폰천국, 프리마텔레콤, Y＆J 모바일, 프
리넷, 다올 텔레콤, 명성텔레콤, H모바일, 월천IT, 주텔레콤, 애플, 귀욤텔레콤, 대성모바일, 코베정보통신, 다보, 인정텔레콤, 호연텔레콤, 모바일플러스, 성은정보통신, 디
에스모바일, 폰마트, 투디와이에스, 페페마르니, 메이저통신, 엘케이텔레콤, MIX정보통신, MJ통신, 마스터 염창, 폰스토리(본점), 서율통신, 찬경, 빅스타텔레콤, 폰마트 증
산, 4세대통신, 팔구모바일, 송파텔레콤, 호호모바일, 성공마트, 신화정보통신, 스마일, 엠존(응암), 서부전자, 근영텔레콤, 미르통신, 막내 텔레콤, 기역모바일, GOM모바일,
대림차이홍4호점, 휴대폰할인마트, 에이티엠, 대박통신충무로점, 레드통신, 에스제이통신, 윤텔레콤, 폰장사꾼, 휴대폰마트 성정3호점, 커넥티드 컴퍼니, 민빈통신, 브라
보정보통신, 백년통신, 폰샵, 휴대폰아울렛 안정리점, 이디씨모바일, 필레오, 아재통신, 문텔레콤, 주식회사 더샵, 스카이목동, 블루08모바일, 휴대폰샵플러스, 세명정보통
신 삼정점, 니즈모바일, 뮤직텔레콤(주), (주)스카이넷휴대폰백화점, 다함네트웍스, (주)에이치에스디앤씨, 삼성통신, 썬엔텔레콤, 새롬통신, 금수모바일, 하루통신, 이룸통신,
총각네텔레콤 두정역점, 와이파이통신, 성원텔레콤, 정글정보통신, 하랑컴퍼니2호점, 키움텔레콤(강남), 디에이치모바일, 부경텔레콤, 망고통신, 최모바일, 우리나라통신,
다온정보통신, 휴대폰전화국, 애플무역, 건통신, 제이와이 정보통신, 홍고추텔레콤, 조은통신, 세븐네트웍스 전북대점, 휴대폰백화점 신방파리바게트점, M-ZONE, 천지모
바일, 케이엠모바일, 한울company, 현텔레콤, 손안에폰세상, 레인보우모바일, 휴대폰마켓 직산점, 오병이어 휴대폰, 한마음네트웍스, (주)이룸인, 주)스마트419, (주)아미
금곡지점, 정상텔레콤, 뷰티종합상사, 광정보통신, 제이엠텔레콤, 온누리통신, 원 텔레콤, best모바일, JS텔레콤, 인컴커뮤니케이션즈, 삼성전자난곡대리점, 진영통신, KM텔
레콤, 거상통신 가로수점, 애플모바일, 레드해마모바일, 언니모바일, 미스터백, 알파통신, 우주모바일, 재홍텔레콤(더블류점), 케이케이 모바일, 제이제이넷스, 오성통신,
우리통신, 푸르지오통신, 수노을통신, 폰갤러리, 태승모바일거모점, 주식회사 씨에이치 양정점, 주식회사 위더스넷, 엘림스튜디오, 유진상사, 교원PC뱅크, 일이삼정보통신,
MK정보, 백두, 인화정보통신, 두원텔레콤, 직영점통신, 진텔레콤(고척점), 열린정보통신, 폰DC/프린트굿, hjy기획, 아이랜드, 명가통신, 천안문통신, 대창정보통신, 씨더텍,
바로정보통신, 민정보통신, 북경전화국, AURA네트워크, 티엔에스텔레콤, 수 텔레콤, 용텔레콤, 마루텔레콤, 텔레파크, 구로원정보통신, 프랜드, 소리텔레콤, 승우정보통신,
다나정보통신, MK텔레콤, 현민정보통신, VIVA-S, 에프원(고척), (주)평화커뮤니케이션, 헬로벨, 스페이스 나인3, 해피텔레콤, 지성정보통신, 로또텔레콤, 소리정보, 유니온통
신, 피시사구팔구닷컴, B2B정보통신, 레드텔레콤, 프라임통신, 두나미스네트웍스, K정하, 엘티이통신(LTE통신), 에그통신, 하이정보통신, 헤르메스정보(구로), 신아이레, 팡
팡, 쓰리온, 구일텔레콤, 화평정보통신, 알지텔레콤, 단언컨데최저가휴대폰매장, 블랙앤화이트이동통신, 소원텔레콤, 은영모바일, 에이스남구로, 꽃사슴컴퍼니, 하나정보,
더셀러, YT텔레콤, 다다모아, 애플트리, 네모바일, 이엑스(EX)모바일, 가은텔레콤, 서보통신, 주식회사 써던모바일, (주)진일보, 주식회사 영지앤씨기획, 에프스톤 주식회사,
(주)모비포유, (주)에스엔티커뮤니티, 앨앤씨네트웍스, 주식회사 에스앰정보통신, (주)골드문커뮤니케이션 상도, 주식회사제이에이치모바일, 에스에이치정보통신, 모닝 텔레
콤, 미르텔레콤, THE PLAN, 에이원텔레콤, 코코통신, 방배월드정보통신, 기기변경센터, 쎄븐, 소연텔레콤, 야베스, 판다 텔레콤, 모바일트리, 오투, 서래대박통신, 헬로그린,
하람통신, D.C 컴퍼니, 폰빌리지, 민아모바일, 폰사랑, 와이모바일, 모퉁이통신, 휴대폰멀티샵, 엠통신, 셀모바일 수원 금곡동점, 우광통신, DC텔레콤, 상상텔레콤, 세연정
보, 하나로모바일, 청년통신, 신사통신, 청군통신, 굿동양통신, 방콕통신, 95통신, 우일전자, 주식회사파라오텔레콤, 한주텔레콤(주), 주식회사 더블엠다이렉트, 클로버모바
일, 투유컴퍼니(TOU), 제이와이 텔레콤(JY Telecom), 올폰, 착한통신, 안산핸드폰테크노마트2호점, 주식회사썸모바일, 썸앤제이3, 우리동네 도매폰, 에이치알모바일, 에이
치컴퍼니, 서부스마트, 드림, 부라더 통신, 휴대폰가게 금천점, 청년모바일, 핑구, 아싸정보통신, 총각네폰, 유니모바일, 엘케이, 왕대박통신, 어울림, 대박폰마트, 핸드폰
바꾸실분, 기성정보통신, 제로모바일, 남매통신2호점, 온누리도일점, 서우통신, 제이컴퍼니 신현, 세븐모바일 3호점, 센치통신, 율모바일, 엘피(LP), (주)엠아이코리아 우암
점, 에스엠씨텔레콤(주)동삼동지점, (주)세명 역곡점, 누리텔, 소영텔레콤, 한빛정보통신, 21 세기텔레콤, 스피드원, 위드미 목동3단지점, 인송정보통신, 점보텔레콤, 드림온
모바일, 한울, 점프업컴퍼니, 위너, 새봄텔레콤, 로하스, 스마트정보, 기분좋은웰빙 신정남점, 디케이통신, 진상텔레콤, 에스엠모바일, 총각네폰가게, 쌍둥이통신, 엠케이통

신, 목동텔레콤, 굿모닝TCA, 지니커뮤니케이션, 기린정보통신, 아이스크림앤폰, 일루 TC, 영진모바일, 채강텔레콤, 날개씨앤피, 와이즈컴퍼니, 올폰텔레콤, 모바일세상, 어
썸통신, 인스타일통신, 태광통신 욕지점, 유블리통신, 메가시티통신, 피앤피(왕십리), 엠에스모바일 봉담점, DN정보통신, 한백이동통신 장항점, 서안모바일, 영민통신, 가
람통신, 꿀꿀2통신, 우리 텔레콤, HG모바일, 블루텔레콤, 서일전기(주), (주) 여함통신, 주식회사 스마일통신, 하늘바다 주식회사, 주주정보, 기가텔레콤, 지은이동통신, 애
니콜프라자, IMC 모바일, 부연통신, 클린스마트폰서비스, TOD정보통신, 서해모바일2, 모바일샵(서문시장점), 윤통신, 스마트텔레콤, 휴대폰마트 목천부영점, 김경민텔레콤,
디지털보은, 폰스쿨, 뉴스타2호점, 휴대폰몬스터, 엠에스통신, H새폰중고폰, 재명정보통신, 베스트 모바일, 폰하우스, 제이에이치컴퍼니, 오송통신본점, 매직정보통신 신흥
점, 도로시통신, 케이피통신, 배울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 뉴스타트, 미래통신, (주)동아전기통신, 정보통신마을, 테크노정보통신, 주연테크 컴퓨터, 휴대폰아울렛의왕내
손점, 금천정보통신, 다솜통신, 샤크텔레콤, 에스제이, 텔피아정보통신, 정우통신, 베스텍컴퓨터, 주식회사 싸다텔, 온누리정보통신, 스피드이동통신(나람), 아름드리, 스피
드정보통신, 영지정보통신, 다올정보(성현점), 우림정보통신, 스카이정보통신 공항점, 폰이야기, 여명정보, 효원텔레콤, 호야텔레콤, 굿타임텔레콤, 다승텔레콤, 이투통신,
부자통신, 영텔레콤, 대청텔레콤, 티원테크 (T1Tech), MIN텔레콤 3호점, 씨에스텔레콤, 실로암모바일앤컴퓨터, 준, 요한텔레콤, 아자정보통신, 태성인아웃코리아, 주명정보
통신, 자이텔레콤, 아이테크 공항점, 블루명가, 핸드폰가게구갈, 라인텔레콤신대방점, 진일보, 스마트폰, 미더스통신, 오케이텔레콤, 글로벌모바일, 카스통신, 생각대로통
신, 신흥가구, 핸드폰아울렛365, 하늘정보, 다영통신, 쿨정보통신, 태양통신, 비타민텔레콤, 창신텔레콤, 관악텔레콤, 미래정보통신, SK텔레프라자, 우성모바일, BB텔레콤,
몽텔레콤, 블루정보통신, 폰마루통신, JK텔레콤, 삼진정보통신, 휴대폰쇼핑몰, 명승컴퍼니, 베스트모바일, EJ할인점 SK핸드폰, 창조텔레콤, 대흥통신, 나눔정보통신, 휴대폰
드림, 디아이텔레콤, 몽키스토어, 흑기사통신, 폰스쿨 봉천점, 위드모바일, 천하통신, 준텔, 일우, 캥거루통신, 동산텔레콤, 아이러브휴대폰, 남문여행사, 영원텔레콤, 나눔
모바일, 라온(raon), D모바일, 올드 스페이스, 스카이정보통신난곡점, 오피스디포가산점, 오야네정보통신, 폰링크, 에스케이앤에이스, 디아이컴퍼니, 씨티텔레콤(가산점),
THE OCEAN, 스마일 통신, Oh세오, 팔팔텔레콤, TY 모바일, 에스제이 모바일, 독산텔레콤, 오케이통신, 효재정보통신, 키움텔레콤, 모바일아지트, 혀니통신, 휴대폰다이쏘,
동그라미통신, 휴대폰9900배방점, 더판다모바일, 행운모바일, 남서울정보통신(주), (주)신림월드닷컴, 주식회사 멀티스카이, 티와이엔에프텔레콤, 주식회사 에이비씨월드,
(주)와이통신, (주)서원텔레콤, (주)아이엠리얼코리아, 엠제이티, 주식회사 원탑씨앤씨, 주식회사 유비씨통신, 바다정보통신, 아진무선통신, 정원정보통신, 대감텔레콤, 삼성
텔컴, 꽁짜폰연구소, 드림에스제이 텔레콤, 엔유엘정보통신, 21세기 이동통신, 아몬드, 모바일바이진, 리더, 애플통신, 케이통신, 지인통신, 오빠텔레콤 가경점, SM모바일,
유일모바일, 순이통신, 휴대폰FARM 2호, 예성통신, 주식회사한솔, (주)서원텔레콤 강남지점, 주식회사 동아모바일(지점), (주)앤트 신사점, 디에이치디리테일, (주)이에스모
바일, 다올사무기, sm정보통신, 크라운정보통신, 에이스텔레콤, 리더(일원), 소리콤, 미다스통신, 예일정보통신, 대영텔레콤2호점, SM2정보통신, 스피드통신, OK통신, 성창
텔레콤, MJ텔레콤, 파워정보통신(연수점), 대영정보통신, 코리아통신, 보디가드, 동부텔레콤, 벼리텔레콤, 히트정보, 모토정보통신, 거상정보통신, 주안텔레콤, 에이스 정보
통신, 우진정보통신, 한결전자통신, 에이제이텔레콤, 빛정보통신, JS정보통신, CNN, 테마정보통신문학점, 이루정보통신, 정석통신, 라이프통신, 티앤티정보통신, 쭌텔레콤,
아름다운통신, 뉴샤피통신, 최고산곡점, 전산월드, 논곡정보통신, 주호텔레콤, 단해텔레콤, 블루텔레콤(잠실점), 미추홀통신, 나래정보통신, 에이스정보통신, 쎄븐텔레콤(용
현), 남녀공학, 파인텔레콤 학익점, 원정보통신, SR컴퍼니, 우리3통신, 가람정보(용현점), 베스텔프라자, 쎄븐텔레콤 주안7호, 파인모바일, 팡팡이동통신, 이슬통신, 주호텔
레콤 인하대점, No.1 mobile, 삼성텔레콤, 선우네트웍스, 한마음, 한들정보통신, 드림통신, 카카오스마트, 태형정보통신, 새롬텔레콤, 케이투텔레콤(용현점), 폰플러스(신흥
점), 싸이버텔레콤, SD텔레콤, 미남텔레콤, 유정텔레콤, 스카이정보통신(제물포점), 골드문정보통신, 나림정보통신, 주영텔레콤 송림점, 이노텔레콤, HJ네트웍스, YN텔레콤,
제이제이텔레콤, LJ텔레콤, 폰도리9호점, 아트정보통신, SM정보통신(중곡), 세경정보통신, 리치모바일, 베스트텔레콤, 팡팡텔레콤, 인천 작은마을, 최강텔레콤, 뉴엔탑통신,
파란컴즈, 골드문텔레콤2호점(용현점), 최고도화점, 스마트(SMART), 와이비모바일, 폰파워텔레콤, 디지털텔레콤, 신동아 모바일, 에스제이(sj)텔레콤, 드림컴퓨터, 대한민국,

둘리통신(호원점), 이엔모바일, 헤라텔레콤, 테마이동통신 대동월드점, 왕텔레콤, 가온컴퍼니 까치산점, 굿모바일내당점, 친절한텔레콤 효자점, 카카오통신, 휴대폰명가, JL
텔레콤, 돼지모바일, 선인장통신, 행복통신2, 국민모바일, 케이앤더블유 컴퍼니, 비트코인, 아빠텔레콤, 휴대FUN, 신월대명정보통신, 정파파, 휴대폰플러스, 휴대폰일번가
신방2호점, 우르르멀티샵, 탑(TOP) 정보통신, (주)신우무선, (주)나누리통신, 주식회사유니스 우정일지점, 주식회사 이즈컴퍼니, 주식회사철수통신, 성지텔레콤, 세화텔레콤,
이즈텔레콤, 탑정보통신, 유토피아정보통신, 씨비즈정보통신, 폰뱅크, 인성정보통신, 석사정보통신, 인천비승십정, 진영정보통신, 준이동통신, BB통신, 시대정보통신, K2텔
레콤, 두리곰정보통신, 제이제이, JJ정보통신, 태경텔레콤, 정은통신, 매직정보통신, 효성엘림, 주식회사 스피드정보통신, 희망정보3호점, 오렌지이동통신, 연세정보통신,
테마모바일(논현점), 부일, 승천모바일(이마트부평점), 파라통신 계산점, 개미정보통신, 나비텔레콤, 제일통신, 대성에프앤씨계양점, 주안, m스타, 드림TCA, 서진컴퍼니, 미
쥬얼리&미정보통신, 히트정보통신, 제이엠통신, 라인정보통신, 샤인모바일, 이룸정보통신, 정수텔레콤, 스마일통신, 새롬정보통신 박촌점, 미니텔레콤, 진영정보통신2, 폰
생폰사, 엠앤엠모바일, 비에스마케팅앤컴퍼니, DNT계산점, 오엘모바일, 리더스제이텔레콤, 폰카페, 똥개텔레콤, 용산텔레콤, 샤카이동통신(폰플러스 용종점, 라이프(부평
점), 통일정보통신, 리더스효성, 스피드, nk정보통신, 정탤래콤, 야무진통신, 하트정보통신, ZCOMPANY, WOW(와우), 키다리통신, 대진텔레콤(일신점), 리치통신, 리치텔레
콤, 지혜정보통신, gt텔레콤, SMT7호점, 민텔레콤6호점, 까페포네, 화이트, 한통텔레콤 부개점, 제이(J)정보통신, 한우리 정보통신, 제이원케이텔레콤, 리더스텔레콤 교대점,
온텔레콤, 늑대와여우컴퓨터, 뽀로로모바일, 유니크모바일, 다영정보통신, 스피드작전점, 두리모바일, 예스텔레콤, 도두리정보통신, 폰스토리, 우리모바일, 승주텔레콤, 엘
투텔레콤, 와이엠모바일, 삼은정보, 367정보통신, 대한정보통신, 귤현정보, 작전리더스, 형제 모바일4, 드림에스, 소망텔레콤, 행복한모바일임학점, 마이샵, 다모정보통신
연희점, 인텔레콤(귤현동), 다온텔레콤, 엠케이, 혜성정보, 태영, 삼은정보 부개역점, 아이엠티정보통신, 부평정보통신, 밀리온텔레콤, 일루텔레콤, 파란 (PARAN), 알찬모
바일, 주식회사 드림스퀘어, 엘림, 팩토리 아울렛, 정 모바일, 해피패밀리(임학), 경인프라자, 영통신, 정민통신, 봄비텔레콤, 우리가족텔레콤, (주)시소시스템, (주)넥스트제
너레이션모션, 주)와이에스정보통신, 스피드정보통신 작전동지점, (주)아이엔에스, 주식회사 아이네트웍스, (주)에이치제이네트웍스, 레알 모바일, 주식회사 한우리정보통
신, 주식회사 아라정보통신, (주)히어로즈 부개역점, 새로나, OKtelecom, 진은통신, VIPS폰, 시대전자, 스카이통신, 나는나통신, 거성정보통신, 티존모바일, 세종통신, 행복
한세상, 금성사, 해피 정보통신, 두리서사능점, GJ텔레콤, 에어테크, 비젼통신, 스타통신, 휴대폰프라자, 예쁜폰아트, 비젼텔, 대박통신 잠실 신천점, 참피온, 하이콤, 현인
넷전자, 진영텔레콤, 브이테크정보통신, 여능통신, 세계로모바일 구로시장점, 윈윈텔레콤, 개성정보통신, 소리정보통신, CSD중앙로점, 호성, 올팩코리아(호남총판), DMB통
신, 에이스프리미엄모바일, 폭스텔레콤, 신바람텔레콤, TOP텔레콤, 새미도텔레콤, 하은정보통신, 센스텔레콤, 모바일존, 셋터정보통신(안양점), 블루모바일, 건대통신, 원다
리텔레콤, 백곰통신, 모비피아, 에이스베이직, 삼박금정, DH텔레콤, 한별정보통신, 지우통신, SB통신, 가온통신, 에스에이테크(SA Tech), 케이케이모바일, 삼성특판, 모바일
넷, 지엔텔레콤, Y2모바일, 모두의모바일, 티샵 (T-SHOP), 에스비텔레콤, 영미전자, 휴먼텔레콤, 루루, 주식회사 포유컴퍼니, 화창통신, IM, 모든텔레콤, 휴대폰마트 성환점,
엠컴퍼니, (주)리우통신 반야월지점, (주)굳앤쑈 영산업개발, (주)삼성스마트폰디에스 안양1번가, 주식회사피에이치, (주)에스에이치글로벌, 주식회사중앙, 주식회사 와이엔
비즈, 화평텔레콤, 원텔정보통신, 기분좋은폰마을, 현대사, 신수원통신, 수원텔레콤, 한양텔레콤, 큰사랑통신, JH통신, 중원통신, 메이블모바일, 폰앤피씨, 신라통신, 한성정
보통신, 위너텔레콤, 대박통신, 대박통신 매탄공원점, 티텔레콤, 아이엠티 (IMT) 텔레콤, 에이스텔레콤동수원점, 스카이랜드, 엘케이모바일, 티켓나라(동수원점), 밀크텔레
콤, 경안통신, 숲속텔레콤, 아이리스정보통신, 금호텔레콤, 수원통신, 계영정보통신, 주얼리텔레콤, 이한텔레콤, JUNE통신, 다인정보통신, 컴퓨터세상, 천재정보통신, 효성
정보통신, 레인보우텔레콤 병점, 피씨가이, 선모바일, 대명정보통신 조원 제2호점, 써니텔레콤, 화이트미디어, 동신정보통신, 로드런너, 대박통신(와우점), 만빈통신, 진양
텔레콤(발안점), 권선이동통신, 천일통신, 비디오카페 수원탑동점, 엔젤텔레콤, 연합정보통신, c&s모바일, THE 그린텔레콤, 효성텔레콤, 모닝텔레콤, 레인보우텔레콤(오목
천동점), k통신, 기아텔레콤, 프론티어, 히치, 홈컴모바일, 오거리통신, 레인보우텔레콤(세류점), 팔탄정보통신, 봉담하나로헬로벨, 홍텔레콤앤컴퓨터, 세잎클로버, 헬스케어

몰, 한국통신, 채영통신, 007텔레콤, 엠지핸드폰아울렛, 비에프지에스, 패밀리정보통신발안, 스피드 텔레콤, 베네시안모바일, 혜성텔레콤, 탭, 에이치케이, 대박통신 (갈곶
점), 플랜통신, 촌놈텔레콤, 핸드폰나라(인계), 참빛텔레콤, 디엠텔레콤, 드림정보, 케이앤씨텔레콤, 비디정보통신, 로얄텔레콤, 오빠통신, 민구통신, 월드텔레콤, 엠제이(m.j)
디지털, 솔텔레콤, 다한텔레콤, 라온, 올아이티, 디엠모바일(DM MOBILE, 능실도연텔레콤, 드림비젼, DK모바일, 호박통신, 쌍둥이모바일, 일등텔레콤, 예울, 써니, 폰마니,
나눌샘텔레콤, 대박통신 세류점, 핸드폰 가게, 디디디모바일, 주식회사 비케이모바일, 다인텔레콤, 영자텔레콤, 통큰통신(인계점), 자연통신, 세원텔레콤, 럭셔리시가수원
직영1호점, 제이에스네트웍스, 에스엔와이 통신, THE싸다폰, 휴대폰마트, 맥스모바일 매곡점, 블루통신, 폰달인, (주)한일무선, (주)진명전자, 주식회사 유진텔레콤, (주)에스
티제이 미금지점, 주식회사 럭키정보통신, (주)엠 파이브, 우주통신, 피카소, 밀알통상, C&T프라자S K, 비트통신, 휴대폰싸게파는집, 훌랄라텔레콤, 한경통신, 정후디지털,
유현통신, 나우 전기 통신, 훈 텔레콤, 멀티정보통신, 솔이정보, 미래산업, 두원정보통신, 미소정보통신, 하나로군통신, 두원통신, 펀앤폰, 친구하우스, 테두리통신, 준정보
통신, 보경텔레콤, SHINE텔레콤, 와이드통신, CJ정보통신, SG정보통신, 대찬시스템, S2 정보통신, 우정정보통신, 천사통신, 스카이모바일, B&B 이동통신, 폰데코, 글로벌텔
레콤, 트윈모바일, 수시스템, 유1통신, 모비플러스, 나이스통신, 풋고추텔레콤, 모바일아울렛, 아리, 스마트월드, 폰마트 통신, 월드타바코전자담배안성점, M모바일, 뉴 폰
누리, 오션모바일 화성점, 모자정보통신, 은혜텔레콤, 보람텔레콤, 훌랄라 텔레콤 서정점, 총각네텔레콤 포승점, 묵은지텔레콤, 꿀단지텔레콤, 엔젤통신, 티와이텔레콤, 티
모바일, 코인텔레콤, VIP텔레콤, 모바일면세점2, 막둥이텔레콤, y정보통신, 총각네 텔레콤, 모바일링크, 100억텔레콤, 폰#, 포에스모바일, 휴대폰 아울렛 팽성점, 팽성정보
통신, 휴대폰가게, 오라방텔레콤, 폰사무소, JS모바일, 예지정보통신, 다함께폰폰폰, 휴대폰할인매장 일죽점, 월드컴퍼니, 총각네텔레콤2호점, 안평정보통신, 휴대폰 면세
점, ET통신, 모아라인, 휴대폰도매프라자, 그냥 저냥, 왕통신, 통신랜드, 준프리(2호점), 스카이5텔레콤, 셀모바일 용문점, 영 스마트, 해피모바일, 아재네텔레콤쌍용점, 별
통신, 주식회사안성모바일, 맥스텔, (주)케이에스모바일, (주)브이아이피플러스, 경성텔레콤, 뉴코아텔레콤, 우리통신 장호원점, 애니콜정보, 성민텔레콤, 차세대정보통신,
모아정보통신, 재우텔레콤, 하늘통신, 신화텔레콤, 새한정보통신, 태원통신, 곤지암이동통신, 파인텔레콤, 신기통신, 이엔정보통신, 광통신, 쇼이천점, 푸른통신, 탑텔레콤,
휴대폰 테크노마트, 화이트통신, 서연정보통신, 광주애니콜, 네오텔레콤, JUNG텔레콤, 가남통신, 휴대폰하나로마트, 하이넷, 정통신, 파란통신, 폰박스하남직영점, 케이원
네트웍스, 광주통신, 허브통신, 세계통신, 훈민정음, 금이천통신, 스마일텔레콤, 잡스네 Phone cafe, 씨네텔레콤, 하동모바일통신, 유가통신, 바로텔레콤, 미즈컴퍼니, 폰아
울렛, um통신, 모든이동통신, 미나통신, 조이통신, 폰나라, 훈민정음 텔레콤, 짱구통신, 이천본가, 삼성비앤비, NS통신, 코아텔레콤, JC통신, 삼성휴대폰 여주점, 더 모바일,
제이와이통신, 언니텔레콤 2호점, 러브모바일, 휴대폰 365 아울렛 진접점, (주)유토피아, (주)나이스텔레콤, 주식회사 드림티에스, 주식회사 아이콘, 주식회사 모바일랜드,
주식회사 넘버원커뮤니케이션즈, (주)쇼지구통신, 주식회사 피앤알, 스마일화장품, 터미널 핸드폰, 신한텔레콤, 대한통신, 달나라정보통신, 비젼텔레콤, 핸드폰테크노마트,
재인통신, 삼성이동통신, 하이트레이드, 21세기정보통신, 세진통신, 이동통신프라자, szcom, 애니텔, 휴대폰천국, 성진통신, 대일통신, 퓨전통신, 컴포니통신, 세이정보통신,
신산리정보통신, 모바일텔레콤, 호원정보통신, SM텔레콤, 자은정보, 새롬정보통신, 대한텔레콤, 무한통신, 하나로이동통신, 미이동통신, 세미텔레콤, 버디텔레콤, 케빈모바
일, 레인보우통신, 제희텔레콤, 다인통신2, 가온텔레콤, 은현텔레콤, 썬통신, 메인텔레콤, 동파텔레콤, 시내텔레콤, 중앙정보통신, 봉구통신, jk네트웍스, SHAPLA(샤플라),
핸드폰마트, 핑크텔레콤, 봉텔레콤, 가산통신, 한승텔레콤, UP네트웍스, 민 텔레콤, 라인모바일, 폰매니저, 마루통신, 와우통신, 회룡통신, 휴먼네트웍스, 세기정보통신, 세
일텔레콤, 영북텔레콤, 대한텔레콤송우점, 콜(call)텔레콤, 한별텔레콤, 런 텔레콤, 먹골텔레콤, 풍류텔레콤 송산점, 서기텔레콤, 포천통신, 네이버, e편한통신, 소나무텔레
콤, 제이엔비, 와수정보통신, 와수나래정보, 응답하라 동두천, 하나로정보통신, 핸드폰백화점, 블루텔레콤 고읍점, 제이유통신, JG통신, BUYPHONE, 스마일이동통신, 신곡
전자통신, 폰세상, 선단통신, 폰프로, 중앙텔레콤, 닥터폰 인하텔레콤, 광염통신, 대우통신, 이담통신, 솔모루정보통신, 선단중앙통신, 블루텔 전곡점, 가은커뮤니케이션,
제이엘텔레콤, 나라텔레콤, 줌텔레콤, 연희텔레콤, N.TOP텔레콤, 일동하나로통신, 바른텔레콤, 헤라텔레콤(양주점), 폰아울렛포천점, 현 이동통신, 프랜즈, 다인컴퍼니, 뭉

스토어, 씽씽텔레콤, 의정부고릴라폰, 로드텔레콤, 초대박정보통신, 명가Mobile, S텔레콤, 탑폰마트, 이원텔레콤, 와이케이, 컴페니언, 오씨텔레콤, 오빠텔레콤2, 써니정보
통신(주), (주)천우, (주)모바일컴퍼니, (주)인투, (주)성공, 주식회사원탑, (주)경원정보통신, 은애정보통신, 선인정보통신, 아프로정보통신, 대륜, 플러스텔레콤, 파워정보통신,
지성텔레콤, 일진하이넷, 마루모바일, 제니스, 휴대폰마을, 아이조아, 하우텔레콤, 미니통신, JW텔레콤, 사랑방비디오.핸드폰, 기쁨텔레콤, 통신나라, 두리정보통신, 고고텔
레콤, 투민정보 통신, 하영통신, SP텔레콤, 스카이텔레콤, 지효텔레콤, 서윤텔레콤, 한솔정보통신, 다모아텔레콤, 비손, 한빛, 밤가시텔레콤, 검단정보통신, 스타텔레콤, 은
설유통, 사람들기획, 11번가, 오학통신, TT텔레콤, MS정보통신, MAGNET, 레인보우 고읍점, 주성텔레콤, 우주텔레콤, 제이유텔레콤, 폰앤센트리 동춘점, 성진텔레콤, 더블
에스텔레콤, M텔레콤, 셀폰텔레콤, 명텔레콤, 에일리언텔레콤, 일산이앤티, 온누리상사, 수진정보통신, F&P, SNS텔레콤, 스마트폰세상, 일산프라자, 영모바일, 스카이2텔레
콤, 레인보우, 딩동 텔레콤, 올림픽텔레콤, 명품텔레콤, 폰톡텔레콤, 콩깍지, 뉴정보통신, TnS텔레콤, 청춘모바일, 한유엘앤에스, 투민정보통신 행신점, 제성네트웍스, 엠폰,
에이세븐텔레콤, 대종모바일, 폰시티, 스카이3텔레콤, 신화네트웍스, 우진텔레콤, 서안 모바일, SM휴대폰샵, 다온통신, 도도(빙수&커피), 싸대기중고폰, 일퍼센트(1%), (주)
총각네휴대폰가게 백마점, (주)YD컴퍼니, YD컴퍼니 중산2호점, 주식회사 통구, 주식회사피엔에스, (주)용산텔레콤, (주)총각네휴대폰가게 교하점, (주)비제이통신, (주)강산커
뮤니케이션, (주)스마트한생각, 보성정보통신, 지정, 대원TELECOM, j 텔레콤, 다인정보, 서윤모바일, 신구대리점, 그린통신, 폰프라자, 야탑정보통신, 채영정보통신, IMT정
보통신, 블루글로벌정보통신, 프리통신, 한빛이동통신, 길정보통신, 성남이동통신, o.k텔레콤, 크리스텔통신중앙점, 희성이동통신, 상대원정보통신, 테마정보통신, 바우정
보통신, 유성정보통신, 산성텔레콤, 에이스, 황금알, 프렌드통신, 개그통신, 경인정보, 현대통신, 스마트 폰스토어, 대상텔레콤, 핸드폰세상, 하늘텔레콤, 가람정보통신, 뮤
통신, 크리스텔은행동점, 해주통신, 인터모바일, 나통신, 연세통신 단대점, 신성남정보통신, 썬정보통신, TJ텔레콤, 미다스텔레콤, 세븐텔레콤, 선경정보통신, 한우리통신,
엠에스정보통신, IT텔레콤, 신흥텔레콤, 아크로텔레콤, M.Y(문영), 대경모바일, 성남쎄븐텔레콤, 이벤트통신, 씨티정보통신상대원점, 한네트웍스1호점, 조은텔레콤, JC텔레콤,
태양정보통신 2호점, 하나로플러스, 핸드폰, 루키텔레콤, 호수정보통신, 예찬텔레콤, 프라임정보통신, 수진텔래콤, KS인터내셔널, 이엠올, 가람월드(신구대점), 바이스마트,
한결텔레콤, 멀티스, 이지정보통신, J&J텔레콤, 네오정보통신, 대박의리통신, 엠에스모바일 수내점, 제이(J)통신, 신팡팡통신, 스마트샵, 예안텔레콤, 모바일S, 한국중고폰거
래소, 그린정보통신, 오케이모바일, 김성욱텔레콤, 정텔레콤, 연세통신 상대원점, 무지개텔레콤, 폰세일365, 제스트, 하녀텔레콤, 발해통신, 행복한이야기, 대박통신 도촌
점, 폰모아, 비우모바일, 삼사텔레콤, 케이투모바일, 아윤텔레콤, 에이스모바일, 메리통신, 찾폰샵, 천일정보통신, 글컴정보통신, (주)종합텔레콤, (주)예스텔레콤, (주)M.S텔
레콤, 오정센타, 월드폰 마트, 화이트정보통신, 예스정보통신, 스마트플래닛, 테크노, 우진정보통신공사, 로이드통신, 케이티정보통신, 원미정보통신, 컴앤휴, 트랜드, 인하
텔레콤, 정호텔레콤, 신세계통신, 씨엔엔정보텔레콤, 모바일컴퍼니, 노블레스통신, 한빛모바일, 맥스텔레콤, 리우컴, 365정보통신, 정일통신, 동해정보통신, 건 정보통신,
Feel, 유민통신, 수정텔레콤, 마당발텔레콤, 보라드림정보, 리틀정보통신, 메카정보, TJ텔레콤부천, HJ정보통신 상동점, 성예사, sm정보통신(원미점), SJ정보통신, 주연정보통
신(중동), 주식회사 수호통신, 에프원텔레콤, 대운통신, 행운통신, 믿음정보, 찬비텔레콤, 원종TJ텔레콤, 엘티이(LTE), 파랑텔레콤(송내점), 초이텔레콤, 엠모바일, 예손, 비타
민모바일, UN통신, 신세계이동통신, 세명정보통신 도당점, 세계정보통신, 미추홀통신2호점, 패밀리정보통신, 지은, 제이앤디컴퍼니, 형제2, 대승네트웍스, 영스피드,
ORUM, 디오정보통신, 단대오거리통신, 태양정보통신도당점, 폰앤스마트, 정언텔레콤, 에스지(SG)텔레콤, NS소사직영샵, 패밀리정보통신(고강점), 버들텔레콤, 포스, ns중
동직영샵, 다우통신, 대갈장군, 플라워21, 삼삼정보통신, 파란모바일, 곰두리모바일, 스마트달인, 폰24부천점, NS범박직영샵, 지구를 지켜라, 민투정보통신, 엠케이 모바일,
레인보우텔레콤, 소명모바일, 완성모바일, sun정보통신, 한울통신, JW모바일, 가나통신, 오피통신, 중동믿음정보, 에이플러스, 안나통신, 작동 휴대폰, 신세계, 브라더통신,
에스비정보통신, 더원텔레콤, 파랑텔레콤(원미), 파란정보통신, 천신통신, 모바일스토어, 프라임 호평점, 축복텔레콤, 핸드폰쇼핑몰 수락, 디데이컴퍼니바른청년5호점, 주
식회사 비젼, (주)엔에스정보통신, (주)스트로베리, 비즈모바일 주식회사, (주)맥스플러스, 나래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폰오션, (주)트러스트, 휴대폰종합프라자, 주

연정보통신, 우리정보, 아이텔, 선학KT, 남광통신, 내마음에쏙드는폰, DS모바일, IMT코리아, 아프로만, 소리유통, 대성통신, 넥스트컴퓨터, 로뎀통신, 오성폰마트, 에벤에셀
(EBENEZER), 크리스 조이, 나인모바일, 퍼스넷, IMT패밀리, 유신정보 한신점, 씨엔엔구월점, 비승, 행복정보통신, 제이알컴퍼니, (주)다온정보, 폰부스, (주)폰플러스, 희망정
보2호점, 가람텔레콤, 린헤어, 윈윈모바일, 헬로비젼, 서인텔레콤, 행복한통신 논현점, 로또텔레콤(간석), 주원텔레콤, 철떡이통신, 쎄븐텔레콤 5호점, 오즈정보통신, 에스
제이(SJ)커뮤니케이션즈, 스타폰스, JH정보통신, 동화텔레콤, 송림기업, 에이치피시스템, 아띠, 골드문텔레콤, 리젠네트웍스, 소리샘옥련, 스타텔 정보통신, 쎄븐2호점, 후
니모바일, 시우정보통신, 국제사, 처음모바일, 수모바일, 도연통신 방림점, 대명통신, 지엔모바일, (주)동은디씨 웰빙, (주)로드 논현지점, (주)로드 옥련지점, 우리종합개발
(주)오학지점, 주식회사 로드, 주식회사 신화창조, (주)트윈컴, 주식회사 쎄븐모바일, 모바일타이거, (주)에이치에프모바일, 주식회사리얼, 주식회사통구, 보부상휴대폰11번
가, 효진컴퓨터, 서울이동통신, 하이텔레콤, 세연통신, 경기양평나래이동통신, 삼성프라자, 애드라인, 하나정보통신, 원통신, 구리스카이정보통신, 주연테크평내점, 솔로몬
통신, 하나로무선통신, 휴대폰365, 폰아울렛 본점, 대신텔레콤, ROO정보통신, 와부통신, 녹산정보통신, 엠에스텔레콤, 다오정보통신, Rich-Fc, 리버정보통신, 신광통신, 선
우점, 건형정보통신, 팝콘정보통신, 설악통신2호점, 혜나통신, 관우통신(장현점), 이엠텔레콤, 원준통신, 온누리삼성, 컴퓨터&amp;소모품이야기, 세븐텔레콤 평내점, 미원
정보통신, 우리네트웍스, 휴대폰 아울렛, 백두산텔레콤, 명성정보, 핸드폰팩토리, 폰세상휴대폰백화점, 두리서용문점, 미스터모바일 구리점, 인피니티 텔레콤, 희망대박통
신, 두리서창현점, 투미쓰, cs텔레콤, 폰마켓, 잡스폰마트, 덕소폰마트, 경성통신 퇴계원점, 마이텔레콤, 에스케이광릉, 모바일팩토리, 영스텔레콤, 라온텔레콤, 신마석애니
콜, 지니텔레콤, 핸드폰가게화도점, 대박통신 구리점, 제제통신, 뉴 전략, 윤영통신, 핸드폰나라, 모아 telecom, 광성텔레콤, 디포포유, 모아컴퍼니, HG통신, 명기텔레콤,
주식회사 나래, 주식회사 디엔시티, (주)인하, 국제통신, (주)총각네휴대폰가게행신점, 글로벌 통신, 세종네트웍스, 양지텔레콤, 신세계모바일, 한성통신, DI텔레콤, 설휘모바
일, 미음통신, 에스에이치(SH)모바일루원점, 폰프라자7호점, 정관아이폰수리 아이폰브라더스, 휴대폰7번가, 레드정보통신, 장군, 911모바일, 제로삼 모바일, 대신정보통신,
해동정보통신, 엘림통신, 대경텔레콤, 선정통신, 나무텔레콤, 그린텔레콤, 케이씨정보통신, 아름텔레콤, 고잔정보, 알라딘정보통신, 아이텔레콤, 목감미래통신, 애니콜통신,
세명정보통신, 시내산, 싸이버통신, 가가정보통신, 매화정보통신, 월드정보통신, 덕원텔레콤, 맑은물정수기 매직워터수소수샘, 에이스텔레콤2, 윤이나텔레콤, 지엠텔레콤,
화랑정보통신, 천지통신, 별진 모바일, 시화모바일, 지원정보통신, 이동정보 본오점, 서현텔레콤, 에이치와이모바일, 라라정보통신, 신오성, 지은통신, 나우통신, 리얼통신,
당근모바일, 태광텔레콤, 에스투통신, 제이앤제이통신, 포맨텔레콤, 미소통신, 프리스타일MOBILE, 글로벌, G1(지원), 위키모바일, 서광텔레콤, 스피드텔레콤[본오], 한빛통
신, 아인컴즈, 달콤정보, CH통신, 텐프로정보통신, Gt mobile, 일맥상통신, 지현정보통신, 성현정보통신, 언니네핸드폰, 해오름텔레콤, 강남통신, 기분좋은날2, 신길정보통
신, TJ텔레콤(정자점), 드림통신플러스, 서영텔레콤, 정인모바일, 코리아텔레콤, 금영미래통신, 이앤우, ES통신, 미남통신, 정상유통, 우의통신, J텔레콤, 돌고래통신, 마이크
로시스템 원곡점, 세진, 모바일스토리, 낭만통신, 엠씨그린, 서빈이동통신, 하하텔레콤, 시연정보통신, 까미통신, 민들레, 엠(M)이동통신, 온누리, 영구통신, 오알지 일동점,
VN통신, 시원정보통신, 시원한정보통신, 연통신, 주식회사 폰오션2호점, 영화텔레콤, 88통신, 태승모바일, 벅스모바일, 오션모바일 본오5호점, 안산중고폰기분좋은날, 에
스모바일, 갤러리123통신, 갤러리123통신2, Towon통신, 휴대폰가게 우암점, 휴대폰 할인마트, 소담통신, (주)성호전자, (주)케이원텔레콤 초지점, 주식회사 오션모바일 4호
점, 가나안아이티, (주)아시아통신, 주식회사크리에이티브네트웍스, 주식회사파워통신, (주)월드이십일, 주식회사 신다국제여행사, (주)에이치씨텍, 주식회사 선인, (주)스마
트통신, 주식회사 복덩이, 주식회사 대우아이테크, 주식회사 기보, 원풍시스템(주), 맥스정보통신, 수원남문전자, 블루한마음, 스타, 소리샘텔레콤, 사람과컴퓨터, 밝은아
이, 디앤디, 비쥬얼통신, 엠에스모바일 안녕점, 로타리통신, 다미통신, 폰프라자(역전논스톱텔레콤), 탑스텔레콤, 트윈통신, 엘지디지탈통신, 퍼팩트텔레콤, 통신마을, 가나
안텔레콤, 비파통신로데오, JB텔레콤, 용인텔레콤, 비즈맥, 대박통신세류점, 모현복권방, 신세계텔레콤, 모현통신, J 통신, 쓰리원통신, 레인보우텔레콤(연무점), 신세계 통
신, 성호이동통신, 티원모바일, 티에이치(TH)텔레콤, 원탑통신, 외대통신, 유노, 금능통신, 에스제이텔레콤, 연수텔레콤, SM프라자, 숙지정보통신, 폰유통신, 대명정보통신,

팡팡컴퍼니, 폰마을 영통점, 승현정보통신, 날개통신., EU정보통신, 티앤에스(인계), 베스트통신, 중앙신비로, 수원전자담배멀티샵MG, 지메이텔레콤, 리더스 모바일, 폰마
을, 폰세사리, 대웅통신, 글로벌통신 성대점, 수원아이폰수리센터 굿타임, 제이케이, 훈텔레콤, 오렌지텔레콤, 스타정보, 봉봉정보통신, 스피드영통점, 지오텔레콤, 원텔3
호점, 휴대폰11번가(물향기점), 버스폰(이삭글로벌통신), 고래통신, 노아텔레콤, 제이에스통신, 루피텔레콤, 폰부스 직영점, 폰다, 제이에스정보통신, 나라통신, 다은텔레콤,
에스티와이, 위즈모바일, 아주대 AD 멀티샵, 뚱보텔레콤, 왕대박, T.I.N.E(티아이엔이), 에스티유, 굿모닝유통상사, 99텔레콤(보라점), 오하라통신, (주)엠에스정보통신연무지
점, (주)맥스리치, 주식회사케이원텔레콤, 주식회사 아이에이치 명서점, 주식회사 프론티어홀딩스, (주)정우텔레콤, (주) 에스티엠, 주식회사 한라정보통신, 양곡이동통신,
윤정보통신, 위너TFK(오목교점), YG 텔레콤, 썸, 세광정보통신, 검단정보신월7동직영점, 타요모바일, 레알텔레콤, 성신모바일, 도도 정보통신, 휴대폰가게서원점, 투유모바
일2호점, JJ모바일(폰마을), 오투오네트웍스, 이든모바일, 더폰, 이도정보통신, 대장텔레콤, 휴대폰싸게파는집(충청대점), 서준통신, 서준텔레콤, (주)YD컴퍼니 송산점, 미광
정보통신, 유행통신, 용 텔레콤, 김포9시아이폰수리센터, NATE텔레콤, 시온네트워크, 청원텔레콤, 은성텔레콤, 현성, 엠에스모바일, 승진컴퍼니, 메트로텔레콤, S.S 텔레콤,
진성정보통신, 나우, 모퉁이, 기담텔레콤, 고강믿음정보, 현우정보통신, 유노하이텍, 마송대박텔레콤, S&J정보통신, 씨엠정보통신, 베스트, 수현정보통신, 이안컴퓨터, INS
대곶점, 유신정보통신가좌2점, 한사랑텔레콤(SK), 테마이동통신, 우림텔레콤, 가좌에스케이, 폰도리9호, 풍무통신, 수정보통신, 쭌텔레콤 프로점, 스마트 통신, 프렌즈텔레
콤, 성실정보통신, 지은정보통신, 민트텔레콤, 주영텔레콤, 홍운통신, 로뎀텔레콤, HJ텔레콤, 재우스글로벌아이티, 케이에스텔레콤, 이상하자 텔레콤, 승천오류점, 프린스텔
레콤, 가자텔레콤, 미란텔레콤, 키티정보통신, 월드모바일, 초이스텔레콤, 가현통신, 캠핑기어, 상상모바일, 남송정보통신, 아람정보통신, 스카이 네트웍스-연희, 케이엠
(KM), 탑모바일, 보담정보통신, The폰 죽동점, 아리랑모바일, 구공통신, 폰&케이스, 티 플러스, 프리미엄 마켓, 한영모바일, (주)최고네트윅스, 주식회사 한사랑, 주식회사
와이에스정보통신, 한얼정보통신, 주식회사다인컴퍼니, 성대텔레콤, 선 정보통신, 필립스음악사, 민지정보통신, 다솔통신, DMB정보통신, 컴수리, 메가통신, 폰나라이동통
신, 구사거리통신, 나자로통신, 비에스통신, 모토로라정보통신, 총각네텔레콤, 현대정보통신, 김준모통신, 동경텔레콤, 현대정보통신(내손점), 정민텔레콤, 부곡정보통신,
계원통신, 현대정보통신(포일점), 성호이동통신(호계점), 은하통신, 지앤통신, 누리정보통신, 뉴타운, 의왕모바일, 디딤돌정보통신, 그린모바일, 글로벌시스템, 늘편한, 88텔
레콤, 이레통신, 시원모바일, 엠티, 지인프라자, 엘림 정보통신, J모바일, JUSTONE, 아이디에프엔에스, 동네방네텔레콤, KW텔레콤, 안지모바일, 우수텔레콤(가야점), 레드정
보통신(사동점), 듀폰, 꼬마텔레콤, 갤럭시통신, 라온폰앤카페, (주) 새벽정보통신, (주)에이치엠모바일, (주)위드어스, (주)본가제이씨 영통점, 부가통신, 골드맥시스템, 친구
텔레콤 신호점, 리얼텔레콤, 도로시모바일, 가인정보통신, 영진통신, 청년YT텔레콤, 카카오폰 명덕점, 지우정보통신, 예성텔레콤, 친구통신, 주주통신, 휴대폰세일샵, 제이
비컴퍼니, (주)오성통신공사, (주)티케텔레콤, (주)엠케이아이엔씨, 모바일면세점(주)평택지점, 다음통신, 폰짱테크피아, 시화텔레콤, 신성델타통신, 시원통신, 피닉스텔레콤,
청하정보통신, 스카이정보통신, 연정보통신, 시화휴대폰유통도매센터, 허브정보통신, 우들통신, 길정보통신 신천점, 대성정보통신, 디제이모바일, LJ 정보통신, DS정보통신,
인제와영일, SB텔레콤, 수 커뮤니케이션스, 유토피아, Best Of Best, 대명텔레콤, S.H정보통신, K&M통신 신천점, 벨정보통신, JM정보통신, 길정보통신(도일점), 대성F&C신
천점, knd커뮤니케이션스, IM텔레콤, 하안정보통신, 능곡통신, 아이간지(대야점), 이제이텔레콤, K&M통신 연희점, 세계로텔레콤, 스카이 정보통신, 대야정보통신, 오션모
바일 송림15호점, 총각통신, 휴대폰일번가 거모점, 엠제이티텔레콤, 998통신, 탑이동통신, 수연정보통신, 호경플러스, 폰파는총각(부전점), 한배모바일, 위더스, 주식회사
오션모바일, (주)우리정보통신, 주식회사 오션모바일 2호점, (주)에스티엠 병점지점, LUCKY텔레콤, T딸기텔레콤, KH통신, 청송정보통신, 나린텔레콤, 한빛기업, 일프로통신,
별텔레콤, 올인정보통신, 마이컴블루, 지앤지T월드(아동점), 제이비모바일, 대원당, AK네트웍스, 왕대박텔레콤, 중앙로정보통신한빛점, 샤넬텔레콤, 중앙로정보통신로타리
점, 고엘통신, CY, 찬휴대폰할인매장, 폰까페, 폰매니아, 착한텔레콤, 혜성통신, 도담모바일, 다산폰마트, 투맨통신, 차오름통신, 올폰통신, (주)제니스모바일, (주)제이제이정
보통신, 주식회사 하늠, 크라운통신, 효정정보통신, 에스케이 네트워크, 행복한마을, JH텔레콤, YB텔레콤, 명지정보통신, 도매전자, 레인보우텔레콤 신갈점, 히트통신 월곡,

99텔레콤(갈산점), 동반텔레콤, 엠제이텔레콤, 홍진텔레콤, 주니텔레콤, 대박통신구갈점, 하나텔레콤(동천점), 파프텔레콤, 스마트플러스통신, 송남통신, 하나텔레콤 백현,
제이(J)텔레콤, 예스통신, 성화통신, 아이엠모바일, 유성통신, 엠에스 새천년, 동남아2호, 굿피씨앤텔레콤, 민구텔레콤, 현LTE 죽전점, ORA텔레콤, 대박통신 죽전점, 홍진텔
레콤2호점, 제이더블류 텔레콤, 어바웃통신, 왕대박통신 흥덕, 삼성특판용인점, 아이콘(ICON), 베스트텔레콤레보아미(용인점), 榮정보통신, 휴대폰할인매장, 모바일아울렛
(교동점), 기석모바일, 홈런통신, 승리통신, 영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정성모바일, 해광정보통신, 주식회사 지우텔레콤, (주)수지텔레콤, 주식회사 에이엔홀딩스, (주)대박
통신, 창고형핸드폰주식회사, (주)에스지스퀘어, (주) 태웅정보통신, 사과텔레콤, 서신텔레콤, 대박통신(행정점), 컴앤폰, 세븐77모바일, JH MOBILE, 동행모바일, 형아네통신,
우주폰, 안중폰스테이션, 아이콘 모바일, 포커스, 목동폰마트365, 더조은 모바일, 폰뿌, 휴대폰총판, 센텀텔레콤3, 안솔통신, 통신아울렛, 흥부자통신, 주식회사 가람인터
내셔널, (주)텔레커머, (주)비엠에스 염창지점, 미래로정보통신, 더블유오엘, 제이앤제이, 순정통신 판교점, 엔씨통신 미금점, 불당모바일, 럭키폰, 남자통신, 예스, 디딤돌통
신, 범아통신, 더블유모바일, wh mobile, 주식회사배티 진해점, 주식회사 라온우주컴퍼니, 율통신, 오미텔레콤, 장평슈퍼맨, 한음통신, 로얄통신, 해피텔레콤(평리점), 스마
트폰팩토리, 대진, 큰세계통신(적성점), 휴대폰공장, 휴대폰아울렛 구성점, 허밍모바일, 백곰모바일, 병점폰, L.K 텔레콤, 꾹꾹모바일, 스나이퍼컴퍼니, 블루오션텔레콤, 주
식회사 통하라, 줌마통신, 수호천사통신, 에덴텔레콤, 나눔통신아이폰수리, 마블텔레콤, 프로통신죽전, 코코텔레콤, 거상통신 탄현점, 휴대폰 세상 야음, 휴대폰아울렛 방
축점, 부흥통신, 폰파는신사, 콤마모바일, 폰프리, 유한회사 미래정보통신, 엔유모바일, 인선정보통신, 친절한 휴대폰, 찬유모바일, 창원 아이폰케어 진해수리센터, 카페비,
서진통신, 도매폰, 태전통신, 가락정보통신, 휴대폰카페, 로얄컴퍼니, 앤모바일, 피치컴퍼니, 주식회사 이글스폰, 바울이동통신 동산점, 굿, 고라손텔레콤, 에스디모바일,
은파통신, 파이모바일, 폰박스, 위너TFK (역촌역점), 우현모바일, 모람통신, (주)YD컴퍼니 민락점, 영원통신, 제이비통신, 그린조이, 도란텔레콤, 평내 휴대폰DC마트, 크린
카 디테일, 건우통신 3호점, 하나로모바일(삼산점), 도매왕, 우솔네트웍스 2호점, IN STYLING, 스타샵모바일, 코시앤텔(소사점), SSG텔레콤, 전하통신, 고려통신, 중고폰 사
까파까, 폰메이드, 홍구모바일, 휴대폰최저가, 주식회사 플러스 세류지점, 주식회사 큰별티엔케이, 조이(JOY)텔레콤, 제이에스모바일월봉점, 바바모바일, J스타통신, 폰앤
픽스, 골드모바일(Gold Mobile), 모아텔레콤 대소점, 주식회사 투유컴퍼니 둔촌시장, 주식회사 어웨이커, 꿀통신, 증산통신, 갤럭시플러스모바일, 연세폰카페, 라온텔레콤
(경성점), 원텔레콤 원주점, 폰팡세일마트, 폰 백화점, 우일정보통신, (주)바이오트리온, 한솔통신, 제이엠정보통신, 무지개통신, 펜타곤텔레콤, 엔모바일, 프리미엄아울렛,
피씨앤폰즈, 두리통신, 폰할인마트(서현점), 넘버원정보통신, 노마진통신, H.J브라더스, 우리동네폰가게, 다이렉트PC, 르호봇시스템, 부부텔레콤, 거상통신 웨스턴점, 휴대
폰천국(덕포점), 모바일케이, 와싸통신아이스크림, 씨엠텔레콤, 개봉텔레콤, 폰퍼니, 길가람정보, 유일통신, 민주상사, 엠씨(MC)텔레콤, 핸드폰아울렛, 에스정보통신, 더원
텔레콤 범일점, 늑대와여우 컴퓨터 웅상점, 휴대폰에스마트, 위너신림점, (주)본가, 선인통신, 프로통신2, 세중, 곤이통신, 바른통신, 까꿍모바일, 케이넷본점, 제이에스모
바일(JS모바일), 도도모바일(구래), 퍼센트모바일, 직영모바일, 비바텔레콤, 이에스 텔레콤3, 폰앤폰스, 도연(DOYEON), 굿텔레콤, 에스엠씨텔레콤(주)광복동지점, 에이탑
안양지하지점 주식회사, 안서크리에이, 용산텔레콤15, 예가이동통신, 하이모바일, 경주성지, 기범이네, 선일정보통신, ABC텔레콤, 동성텔레콤, 신광텔레콤, 페이폰, (유)필
컴퍼니 신창지점, 운정아저씨, 위너통신, H텔레콤, 에스엔모바일, 선우정보통신 방학점, 휴대폰마트쌍용5호점, 언니네 휴대폰가게, 늘푸른통신, 럭키텔레콤, 후니패밀리동
교점, 석수모바일, 혜자텔레콤, 햇빛모바일, CH텔레콤(보람), 제이에이치, 휴대폰클라쓰2, 친구텔레콤 모라점, 주식회사 폰탑 화명점, 두(DO)모바일, 에스와이(SY)리테일,
피엔모바일, 착한휴대폰, 자갈치모바일, TU통신, 설 모바일, 패밀리, 제이씨 모바일 앤 피시, 삼남매 휴대폰, 퍼스트정보통신, 브이아이피모바일, 폰선생모바일, (주)디데이
컴퍼니 바른청년, 사계절통신, 해밀 모바일, 네꼬통신, 에스에스 네트웍스, 명인텔레콤, 승리텔레콤, 굿모바일, 월드폰마트, 미스터모바일, (주)스마트모바일, (주)예울 센트
럴점, 위드유모바일, 통신발전소 소룡점, 다한텔레콤2호점, 한종합3호점, 디엠탑, 찬우통신, 갤럭시에스엠, 선우모바일, 지연모바일, 지중해통신, 오투모바일, 그레이 텔레
콤, (주)더케이, (주)에이치모바일 삼천동지점, (주)케이엠네트워크, 플러스모바일, 소망통신, 더마루, 부안애플통신, 장가계, 영배통신, 보보통신(휴대폰아울렛), 에이치모바

일 동전주지점, 아재네텔레콤불당점, 다라통신, 휴대폰하우스, 폰이득, 매니아텔레콤, 핸드폰가게, 하나로통신, 몽키텔레콤, 폰박사, 동백텔레콤, 욜로, 주식회사지디엠진
동점, 드림모바일2호점, 폰카페2호점, 양주아이폰수리 아이폰브라더스, 동동이하우스, 뉴서창텔레콤, 시원텔레콤, 케이정보통신, 휴대폰할인백화점, 엔에스소사 직영샵,
대로통신, 소리샘통신군산2호점, 달미정보통신, 설봉물산(주)감삼점, 주식회사 제이컴퍼니, 휴대폰 모바일, 핸드폰판매점, 다이쏘텔레콤, 골드라인, 모바일백프로, 폰보나,
베스트모바일 쌍용점, 신휴대폰아울렛, 지안텔레콤, (주)지혜텔레콤 사직점, (주)럭키정보통신천천중앙지점, S모바일, JY통신, TST GARAGE, 문화통신3호점, 휴대폰파는총각,
핸드폰나라 산본점, 청군통신 하성점, 세음통신, 벼리유니, 소리온2호점, N통신, 모바일부동산, DR통신, 휴대폰전문점, 히트통신, BLUE N(블루엔), 폰점빵, 비지엠(BGM)중
화, 렛츠모바일세교점, 넘버원통신, 한결텔레콤2, 오뚝이텔레콤, 좋은휴대폰, (JP)제이피통신, 뷰 텔레콤, (주)행복대리점, 핸드폰공장, 중앙로모바일(부석점), 딸기텔레콤, 원
모바일, 스마트 프라자, 송담모바일, 티바 모바일, 페트라통신, 휴대폰마트 쌍용5호점, 휴대폰아울렛 당진점, 칠성폰마트, 더폰2, 하하텔레콤(하하통신), 필컴퍼니, 모바일
월드, 포세븐모바일, 주식회사 유퍼스트미세컨드, 드림 원, 털보네텔레콤, 늘품통신, 티엠통신, 울산 Phone샵, 스폰서, YM모바일, 이레정보통신, 원플러스원, 태성통신, 지
니폰케이스, 가온컴퍼니 마곡점, 풍림모바일, 형곡폰가게, 유피(UP)통신, 지안통신, 큰손통신, 신길정보통신 하상점, 태광통신, 오복통신, 드림TCA한남, 신세계모바일(수유
점), 대나무모바일 수월점, 유유통신, 프리미엄통신, 청춘텔레콤, BF모바일, 나나텔레콤, 우리모바일강화점, 방탄텔레콤, 골드텔레콤, 맥스모바일 반구점, 바로 모바일, 모
바일이지, 티와이통신, 왕대박통신(동천점), (주)YD컴퍼니 외대점, 연합통신, 총각네텔레콤두정2호, 휴대폰싸나이, 백억통신, 노은3지구 해태통신, 주덕텔레콤, 마블통신,
승리모바일, 한라산, 순천패밀리통신, 아랫장통신, LTE KOREA, 애비뉴통신, 버들통신, 엔와이모바일, 패밀리sm휴대폰할인매장, 썬(sun)모바일, 베스트프라자, 옐로우폰가
게, YS코퍼레이션, 승승장구, 우리동네모바일, 남원전자담배, 총각네 휴대폰(휴대폰파는총각), 폰 앤 수리, 에스피모바일 3호점, 포유텔레콤, 리치컴퍼니 고색점, 다우리통
신, 소리샘통신 서천3호점, 뭉치 통신, 여기로, 욱이모바일, 비엠정보통신, 문모바일, 세희통신, 두빛나래모바일, 새롬모바일, 바인텔레콤, 신대림모바일통신, 주식회사 지
디엠 진해점, 아마존, 동물원텔레콤, S.B통신3호점, 스마트폰샵, 잼 텔레콤, 폰팜2호점, RED텔레콤, 일흥 모바일, 휴대폰1등싼집 봉텔레콤선운점, 큐엔텔레콤, 비디모바일,
명가정보통신 나주점, 전부, 기쁨통신, 주식회사 대박씨엔씨, 륜 모바일, 엔젤모바일, BP모바일, 지니모바일, 다솜모바일, 참수리통신, 주식회사 주영피앤피, 주식회사트루
모바일, 주식회사 골든드래곤, 아띠컴퍼니, 99텔레콤, 아이통신, 비컴퍼니, (주)리오 서면통신2호점, 하이통신, 에스시 모바일, 연지정보통신, 레오텔레콤, 마징가모바일샵,
필드NO.1, 승민 텔레콤, 이약국텔레콤, 팔구라인, 더원텔레콤 영도점, 야후텔레콤, KH(케이에이치) 모바일, YJ패밀리, 으뜸텔레콤, 엘스통신, 에이치디엠(HDM), 성공모바일,
휴대폰대박싼집 북문로짱, 뱅뱅뱅, 대성인터내셔널, 제이제이통신, 폰팩토리3호점, 착한휴대폰샵, 주식회사플러스 의왕점, (주)승천 신월점, 엑스포통신, 태훈정보, 폰통신,
꼴통통신, 요타모바일, 폰, 휴대폰세상, 의리통신, 제이피제이, 알투모바일1, 친구모바일, 호랑이정보통신, 형곡라라통신, 원아모바일, 마징가텔레콤, 서해모바일, e폰한세
상, 보미통신, 명품텔레콤 마린시티점, 강남통신 애플닥터, 건승통신, 블루텔, 수다통신, 봄날telecom, 스마트폰1번지, 신샘통신, 굿뉴스통신, 유원모바일, 레드신암, 호두
통신, 폰아울렛5, 스마트 통신 고덕점, 대박정보통신, 브랜드모바일, 으뜸모바일, 다솜정보통신, 모바일카페(경성통신본점), 주식회사 레드 원주지점, 핸드폰싸다구, 국민
통신, 나래이동통신, 에스투 네트웍스 풍암, 싸다통신, 넘버원, DB통신, 현진통신, 건화통신, (주)에스제이이엔씨 장기4호, 대동모바일, 휴대폰가게봉명점, 그레이스 모바일
엘, 눈꽃통신, B.F 모바일(청라점), 엠앤에스텔레콤, 3사정보통신, 한진통신, 영스폰, 운암텔레콤, 폰마트 3호점, 세계, (주)지디엠 문산점, (주)조은컴퍼니 본점, 샤인정보통
신, 태양모바일, 투에이치텔레콤, 히든정보통신, 하로 모바일, 천하모바일, 대우정보통신 일운점, 비에이치(BH)통신, 제이에이치모바일, 나로텔레콤 무안점, 나영이동통신,
제이에스 모바일, 문문폰, 통큰핸드폰가게, 넘버원휴대폰덕신점, 제이케이크루, 선영텔레콤, 캠프원, JT텔레콤, 비젼컴퍼니 연희점, 진보통신, 메인국제, 우수통신, 당신을
위한 휴대폰비서, 비젼콜 하안, 모바일코리아, 난곡아이티, 폰싸다구, 막강통신, MIDAS COMPANY, (유)신화텔레텍, 모바일몬스터, 그린비텔레콤, 상상통신, 정안통신, 에스
씨모바일, 프라다통신, 만복텔레콤, 르레브박스, 모바일뱅크, 모바일컴퍼니(장기점), 조이풀통신, 주식회사 구공홀딩스, 이레모바일, 찬스모바일, 멀티텔레콤, 선하통신, 폰

앤컴, MK정보통신, 버니모바일, 우솔네트웍스대정점, 채영, 샛별통신, 제이엔통신, 뽕스폰, 채움텔레콤, 다이음협동조합, (주)알에프쓰리월드코리아, (주)둥이종합조경, 프리
스모바일, 진이동통신, 제이비스피드, 달정보통신, 예스모바일율량점, 통신백화점, 아빈, 총각네텔레콤 두정점, 라바이동통신, 골드문통신, 삼성모바일, 제이치모바일, 케
이스역, 숑숑통신, (주)제이정보통신, 마시마로 모바일, 케이모바일, 연합모바일, 에이블윤통신, 준모바일, 쿤통신, SJ모바일, 휴대폰마켓직산점, TY정보통신, 아레스모바일,
호마통신, 정일모바일, (주)우리에이치앤씨, 퍼스트 통신, 피에스모바일, 어바웃통신 그린점, 태승모바일 초지점, 파파모바일, 주식회사 해담케이, 주식회사 어보브앤비욘
드, 수호텔레콤, 제이 이동통신, 뉴네트워크, 아트정보통신 선운점, 제이아이텔레콤, 친구네모바일, 스피드모바일, 지텔레콤, 행님통신, 365정보(중동점), 더제이컴퍼니, 주
식회사이씨퍼트, 칠성통신, 모플, 가온모바일, 어썸 가능점, 패밀리모바일, 신일 네트워크, 잇츠커뮤니케이션, 폰플러스부천점, (주)스마트 미사지점, (주)어썸아이앤티 성신
여대점, 유한책임회사 센스모바일, 제이제이모바일, 우신텔레콤, 폰할인마트2, DK모바일(구로), 엘케이대박통신 구리점, 디케이모바일, 지앤비2, 친절한폰가게, 연우모바일
명가점, 참통신 2호점, 피케이(PK)텔레콤, 엔오엠 2호점, 제이엠(JM)통신, 폰나무, 오렌지텔레콤(장산점), Believe모바일, 바다텔레콤, 하얀통신, 이루다컴퍼니 사하점, 금성
통신, 통통텔레콤, 셋터, 빅텔레콤, (주)맥스모바일, (주)대운텔레콤, 폰 프린스 시지점, 대사모통신, 마리오 텔레콤, 뽀미통신, 하나로 이마트 정보통신, 감동텔레콤, 라이언
통신, 엠케이모바일, 퍼시픽텔레콤, 동대문전자담배홀릭밀리오레점, 청구텔레콤, 창우씨엔에스, 종로프라자, 애니원정보, 산텔레콤, TOP통신, 초인통신, 신당텔레콤, 주누
텔레콤, 명일정보통신, 지우com동대문, 상큼텔레콤, 해비폰, 초코텔레콤, 오성텔레콤, 에스엠(SM)모바일, 중구프라자, 연화정보통신, 강동구 전자담배 홀릭천호동점, 에스
제이씨, 가이드, 대박통신 충무로점, 대한A&B, 동대문204, 스마트스토리, 가야텔레콤, 에스에스모바일, M통신, 구미통신, 평창모바일, (주)나주혁신스마일, 하림통신, 준테
크, 명선통신, 버스모바일, 컴엔폰, 광주전자통신, 도리모바일, (주)유비로드, 갈라프리스비명동본점, (주)유비씨통신, (주)에스엠포에버, (주)애브릿지, (주)엠투엠허브, 주식회
사 에이비씨테크, 우양텔레콤, 안스, 거북이폰, 정석모바일, 백호텔레콤, 환희텔레콤, ONCE 모바일, 휴대폰랜드, 유찬통신, 에스에이치전자, 그레이스 모바일, 인트로모바
일, 지혜통신, 셀모바일대전롯데점, 드림컴퍼니, 에스에이치(SH)모바일가정점, 주 모바일, 폰유, BEST 통신, 대박휴대폰, 다모아, 일이통신, 영광모바일, 프렌즈통신, 휴대
폰마켓(쌍용점), 민서텔레콤, 민트모바일, 콜미콜미, JS 통신, 블랙통신, 허니텔레콤(s1텔레콤), 나루213, 제이에이치 컴퍼니, 폰사리, 하람, 영s 모바일, 타겟모바일, 진성텔
레콤, 골든 모바일, 셀통신, 지우텔레콤, 베스트폰, 재이컴즈, 서천 휴대폰1번가, 폰닥터 상도점, 제이엠모바일, 제주모바일, 아리울통신, 모스코통신, 피케이(PK)통신, 거
북텔레콤, 올리브자원, 삼성휴대폰아울렛, 고고통신, 카카오폰, 왕대박이동통신 광교점, 엠에스(MS)이동통신, 이삭통신, JJ텔레콤, 봉곡 고고 통신, 빌리조이컴퍼니, 윈정보
통신, 빅스모바일 안양점, 주식회사 지디엠 통영점, (주)휴먼원, 장안월드, 메가정보통신, 화이트 텔레콤, 드림S&C, 세인텔레콤, 하스정보통신, 국화통신, 뉴스피드, 햇빛
정보통신, 에스디컴퍼니, 유신, 민정텔레콤, 뉴디지털정보통신, 유선텔레콤, 좋은텔레콤, 토탈정보통신, 외대하이컴, 용두텔레컴, 스카이 010, 제이제이시, 솔체정보통신,
공가네만물상, 하늘광운, 정화통신, 일레븐, 준(JUNE)텔레콤, 청량상사, 맥스모바일, 니니핸즈, 오메가정보통신, 제이투정보통신, 99텔레콤(성복), M-play, 폰월드, 유성텔레
콤, 영심텔레콤, 맥스컴퍼니, 닥터폰(Dr.폰), 동부나이스드림, 이룸인프라, 삼각디자인, wow정보통신, 국제정보통신, 굿모닝 외대점, 푸른정보통신, 한텔레콤, 성신여대아이
폰수리, 경남통신, 폰그리드, 오케이플레닛, 이엘텔레콤, 인테크, 민트정보통신, 신정보통신뚝방, 주나텔레콤, 로얄골프, 스카이블루, 천사모바일, 폰쇼핑, IT이동통신, 용해
텔레콤, 승승장구통신, 에스브이모바일외대2호점, 상텔레콤, 제왕정보통신, 팝콘, 온누리텔레콤, LK텔레콤, 가온플러스, 망우21세기, 디씨폰프라자, 세븐모바일(장안점), ID
모바일, 폼텔레콤, 밝은미소텔레콤, 장안텔레콤, 가온 텔레콤, 무한정보통신, 핏불텔레콤, 오렌지모바일, 아이제이텔레콤, 가온W텔레콤, 성연스토리, 톡 모바일, 두빛통신,
엄청텔레콤, 폰마트 플러스, 대박통신 상봉점, 경남믿음통신, 더드림 네트워크, 스마트플러스, 성우텔레콤, 성준통신, 비엔모바일, 형텔레콤, 경동정보통신, 통통통신, 완
이네텔레콤, 엠제이텔레콤 2호점, 렛츠모바일 오산점, 대구텔레콤 감삼, 쥬쥬네휴대폰, (주)피케이텔레콤, (주)해피사랑통신, 주식회사 유승씨앤씨, (주)신정보통신, 드림프
리덤, (주) 티앤에스마케팅 신내, 주식회사 태영넷, 주식회사 에스지피플 면목점, 친구텔레콤, 폰팩토리 남부점, KP통신, 휴대폰스토어, 모모월드, 클린모바일, JJ컴퍼니 광

교점, 앤제이, 더 드림(The Dream), 직산휴대폰마트, 마스터, 휴대폰마트 병천1호점, 초콜릿 모바일, 대한민국통신, 만수르 신부점, 카인드텔레콤, 마니통신, 폰지트통신,
R2모바일, 동서울모바일, 정통신(오학점), 맑음모바일, 파인애플통신, 진우텔레콤, 허니정보통신 상현점, 올띵쓰통신, 지호모바일, 소새울, 수리텔레콤, (주)메이저텔레콤,
주식회사 아크 송내점, (주)디엠과 사람들(잠실), 신성텔레콤, 청음, 금용텔레콤, 성진정보통신, 세유상사, 새롬닷컴, 브이텔레콤, 디에스텔레콤, 멘토박스, 뉴스카이정보통
신, 주주정보통신, CJ폰뱅크, 금호드림통신, 짱(J&C), 굿모닝텔레콤, 다음텔레콤, 뚝섬정보, 세아통신, Main, 씨밀레폰, 와와, 다존텔레콤, 텐시몰, 현대IMT, 폰&amp;스토리,
마장텔레콤, 메인폰, 동산통신, 이니텔, 다림디지털, 시온텔레콤, 오라텔레콤2, 코털이네폰가게, 엄전략SYSTEM, 캐스트엔커, 길통신, 오뚜기통신, 오아시스, HJ모바일, 내
담정보, 산수통신, 군자통신, 예스(yes)정보통신, 뉴에스앤에스텔레콤, 지혜정보2, 푸른텔레콤, TS컴퍼니, 준앤씨, 신텔레콤, 오마켓, 친절한, B.O.B텔레콤, 휴대폰 마트, 다
올텔레콤, 호일통신, 팡팡모바일, 미소천사, 세움텔레콤, SOUL(쏘울), 아인스정보통신, 일경텔레콤, K2정보통신, 진주통신, GSBOYZ텔레콤, 성심텔레콤, I&U텔레콤, 길선텔
레콤, 아쿠아텔레콤, HIM, 슬기텔레콤, 대박통신 자양점, 알리바바, 엘케이대박통신, 태원, 캐슬텔레콤, 민우텔레콤, 브이아이피텔레콤, 자양대길통신, 원타임, 아이모바일,
국가대표, 마스터제이, 엠아이텍, 성공통신, 나리정보(NARI), 아라텍, 와우텔레콤, 대박통신 구의점, 엠엠에스, 이에스티, 이슬모바일, 아이플랙스, 헬로마트, 하얀세상, 군
자스마트스토어, 스피드파워폰, 엔커뮤니티, 대박통신(왕십리역점), 구백억, BJ텔레콤, 휴대폰365할인마트, 무지개, 동네폰가게(GD통신), JK통신, 휴대폰팩토리, 다원텔레콤
2, 굿대디 모바일, 럭키S컴퍼니, 지니텔레콤안양점, 땅폰(동래점), 털보모바일, 에스에스통신, 굿모닝정보통신, 주식회사 이가정보통신(지점), 대정씨앤씨, (주)엔브이네트웍
스, 주식회사 혜인정보통신, (주)제이케이모바일, (주)포스원정보통신, (주) 하하 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태영정보통신, (주)아리랑통신연합, (주)케이와이티정보통신, (주)도리
통신, 야훼텔레콤, 제이샵통신, 중앙LTE, 이츠텔, 영훈텔레콤, 선중텔레콤, 제이씨모바일, 성지모바일 7호점, 인마당, 타임3, 신정보통신, 총각네 텔레콤 2호점, 수영텔레콤,
휴대폰프라자 하늘통신, 휴대폰마켓(조치원점), 쥬네브프라자, 링링텔레콤, L.A.S.모바일, 상승모바일2호점, 유준텔레콤, 세계로통신, SUN텔레콤, 삼일통신, (주)강산커뮤니
케이션 응암점, 준 텔레콤, 스카이통신(수성점), 부경텔레콤(서면점), SKY텔레콤, 권형텔레콤, 폰선생, 큐텔레콤, 녹동대박통신, 수리수리마수리, 스카이존, 미라클(miracle),
탑, 종합통신, 준통신, 두드림 모바일 샵, 폰값싼집, 리치랜드, 리빙통신, 트리문(tree moon), 수 모바일, 폰사또모바일, 뚜텔레콤, 제인텔레콤, 한결정보통신, 케이에스(k.s)
텔레콤, 새록통신, 곰텔레콤, 창대모바일, 태산통신 파동점, 웅이네통신, 고운통신, 슈츠테이블, 진월진진네트웍스, 공일공모바일, 다비드통신, 준성모바일, 주식회사 디케
이, (주)어썸아이앤티 용두점, 홍주디앤씨 주식회사, 유신사, bmtoy&jj텔레콤, CM텔레콤, 진주모바일, 제이제이정보통신, 태촌정보통신, 은진텔레콤, 지오통신, abc smart
korea, 유정네트윅크, 종암이동통신, 정릉텔레콤, 극동, 썬통신 면목점, 휴런통신, 리플레이컴, 거성텔레콤, 폰프린스1호점, 월곡프라자, 우진, C. C통신, NH통신, 건우텔레
콤, 필이동통신, 벌떼, GS모바일, 영인모바일, VVIP텔레콤, 청운텔레콤, 공주텔레콤, 아이디오, 엘리트모바일, 휴플러스통신, 컴닥터텔레콤, 폰엔펀 정보통신, 유정통신, 네
이트, 종합전자, 승승장구텔레콤 2호점, 샬롬, MS(엠에스)모바일, 성지모바일, 엠넷 세종점, 핫플레이스, 창원휴대폰성지, 디앤디신림, 디엠모바일, 123통신, 아이엠티모바
일 위례점, 폰맵, 엄지텔레콤, (주)아이씨엔시스템즈, 금호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엘케이대박통신, 명가시스템, 시티텔레콤, 레비, 서브넷, 글로벌네트웍스, 폰수리점.한국,
스마트한 통신세상, 아이티이동통신, 용현이동통신, 민영정보통신, 나연전자정보, 한송정보통신, 다빈텔레콤, 비타민통신, 유성전자, 애니테크, 쌍문텔레콤, 대상정보통신,
나이스드림 텔레콤, 디씨플라자, 수유월드통신, 슈퍼전자, 현주텔레콤, 우성 네트워크, 다인익스프레스, 원스텝, 신원텔레콤, 은아아이엔씨, 딩동댕 이동통신, 스마일네트
웍스, 시너지텔레콤, 쌍문아이티, 폰이조아방학, 이레정보, 오렌지정보통신, 위드폰, 율리정보통신, 인(in)텔레콤, 짱가텔레콤, 윤성텔레콤, 대박텔레콤(중계), 허브텔레콤,
원앤원통신, 와가텔레콤, 러빙텔레콤, 연텔레콤, 골드텔레콤수유점, 열정, 뉴에스엠통신, 뚜뚜통신, 스마트s, 티월드&김씨통신, 제이케이텔레콤, 샴푸 폰 나라, 대지정보팩
토리 수유점, 율리정보통신 쌍문1호점, 우리형, P.S모바일, 태창텔레콤, 철수통신 도봉점, 누리통신, 드림온정보통신, 제이에스모바일, 아리텔레콤, 골드통신, 해바라기 텔
레콤, 무한모바일, 미니어니통신, H networks, 율리정보통신

2호점, 디토, 액티브통신, 신세대통신, 비제이모바일, JY텔레콤, 바나나모바일, 보담모바일 아시아드점, 골드

문, 히얼아이엠, 선광텔레콤, (주)모바일 이음, (주)디엠네트웍스, 온컴퍼니, DB유통, 관훈, 하이시스템, J.S텔레콤, 리더통신, 철수모바일, 드림티씨에이 (TCA) 강남, 현우프리
덤, 와이파이텔레콤, 골든통신, 엔에스정보통신, 송이모바일, 미건텔레콤, 연우모바일, 가비통신, 연우정보통신, 재홍텔레콤, 엠버모바일, 서은모바일, 뚱땡이통신, 형제정
보통신, 지코통신, 봄이모바일, 에코모바일 문덕점, 숲속모바일, 스마트폰면세점, 에이치엔 논현점, 베스트모바일 두정점, 주식회사 에스엠라인, 싼폰마트, 오복전자, 길동
민운, 보성정보통신성수점, 미스터손텔레콤, 진통신, MJ, 예스54엘리브, 브라카시스템, C&K 모바일, 애니콜모바일, 케이엠텔레콤, 샤인텔레콤, 제이엔에스 텔레콤, 서윤정
보통신, 대단정보통신, 비비텔레콤, 엔에스, 사랑이텔레콤, KY모바일, 아이엔지, 엘티이모바일, 행복한텔레콤, 폰에스, 더블 에스, 노마진정보통신, 뉴스카이 암사점, 통큰
텔레콤, 스마트, 신영(놀이터), 더불유통신, 왕통신고덕점, 아이앤유정보통신, 오대양텔레콤, BF텔레콤, 스마일티, 혜인모바일, 핸드폰아울렛365암사, ButnBut, KG텔레콤
(telecom), 한씨네텔레콤, 형아모바일, 유진모바일, 베테랑모바일, 봉덕통신, MGM텔레콤, 와이브로스, 신사텔레콤, 스마일텔레콤(덕소), 정이오고, 정인네트웍스, 멋진핸드
폰, 한서통신, 나비휴대폰, 시유통신, 왕싸다 통신, (주)핸드폰마을, (주)엠비에스포스원, 수서텔레콤, (주)대박통신 성내동지점, (주)한결정보통신 지도로점, 주식회사 한국디
씨엠, (주)스마일티, 주식회사 히트텔레콤, (주)담비, 시현모바일, 다인통신, 핸드폰아울렛오오, 핸드폰아울렛365(미사점), 포유통신, 서준정보통신, O모바일, 마스터통신, 휴
대폰아울렛 직산점, PS모바일4, 리더스텔레콤, 휴대폰마켓, 창구통신, 초은통신, 윤슬통신, 모자모바일, UM모바일, 주식회사비에스모바일안락동지점, 이룸컴퍼니주식회사,
기전텔레콤, 가델, 비젼, DM커뮤니티, 폰메딕스, 경성통신, 라이정보통신, 대호정보통신, 세븐일레븐 양재LG전자점, 최강통신, 골프스타그램, 제이 텔레콤, 휴대폰아울렛
서재, 코리아랜드, 열정컴퍼니 혁신점, 독고 Mobile, 태풍모바일, 모바일프로, 임모탈 TC, 폰다방, 폰값 껌값, 우방텔레콤, 정식텔레콤, 태양별휴대폰, 디에이치엠, 보통신,
햇님통신 남목점, 패밀리 모바일, 대나무텔레콤(장유점), (주)이든통신교대점, (주)파컴이동통신, (주)대진모바일, 디엔티, 주식회사 제이제이정보통신, 위너정보통신, 은혜정
보통신, 휴대폰아울렛(베이직), 애니원엠엔시, 공유모바일, 한희통신, 2002텔레콤, 다윗통신, 폰포유2(phone4u2), 대박, 바른, 모바일코리아 송파점, 피에스텔레콤, 에이비
씨모바일, 조이 모바일, 대박통신 로데오점, 폰누리 문정, 카우텔레콤, 수(秀)텔레콤, 재원텔레콤, 이미디어헤드 (E미디어헤드), 정후통신, 오스카통신, 에스피커뮤니티, 폰
마트쇼핑몰, SH통신, 타이거모바일, 자매통신, 명성대박통신, 엔에이치텔레콤, 무한폰, 실버엔트, 티오피(T.O.P), 성환통신, 지니텔레콤 인계점, 달콤폰, 신명통신, (주)온누
리마트, 주식회사 영훈민, 주식회사 핸드폰 백화점, 주식회사 모바일박스, (주)케이아이티넷플러스, (주)스타모바일, (주)에코T&L, 대창텔레콤, 815텔레콤, HY텔레콤, 구대리
통신, 아이엠티모바일, 모바일면세점오산3호점, 블루텔레콤ACE점(고읍), 윈윈, 신용텔레콤, 씨피텔레콤, 테마 신흥점, 언니통신, 에스제이(SJ)모바일, 세계로정보통신태릉
본점, 총각네플러스텔레콤, 쵸파통신, 송이통신, 폰값똥값, 갓텔레콤, 비케이(BK)텔레콤, SY정보통신, 바른휴대폰, 폰스샵 일산점, 모바일프라자, 그랜드폰마트, 처음처럼, 1
등텔레콤, 에스에스커뮤니케이션 온산지점, (주)에스제이이엔씨 잠실3호, 탑 통신, 이레텔레콤, 삼성공릉, 진달래텔레콤, 더존모바일, 렐레, 오렌지텔레콤(신창), 라라모바
일, 차세대통신, SUN모바일, 윈텔레콤, BS정보통신, O.K통신, 훈이통신, 신도자동차용품, 레알이동통신, 중계텔레콤, 미성통신, 알루텔레콤, 엘군텔레콤, 준초이스텔레콤,
NS텔레콤, 안경나무, 즐펀텔레콤, 씨제이폰, 유플러스글로벌, 허밍텔레콤, 한샘정보통신2매장, 폰앤폰모바일, 한샘커뮤니케이션, 탱구모바일, 투노, 무한정보, 다이아몬드
텔레콤, 한샘정보통신3호점, 애기텔레콤, 민이통신, 티월드, 건영모바일샵, 포니파니, 썬모바일(공릉점), 레인보우 텔레콤, 엔젤컴퍼니, 연세텔레콤, stp company, 세계이동
통신, 드림JJ텔레콤, 호평모바일팩토리, 드림텔레콤 2호점, (주)브니엘텔레콤, 주식회사 뉴패스, (주)미스터모바일, 주식회사에스티제이북수원지점, 오렌지박스(퇴계점),
M2M, CN(씨앤), 미리내 통신, 동군텔레콤, 폰&원, 린엔터테인먼트, 휴대폰대박싼집(황상), 114모바일, 청춘통신, 폰클릭, 하이진정보통신, 휴대폰싸다구, 휴대폰아울렛 쌍
용점, A1제일통신, 한별통신, 쾌남정보통신, 총각네텔레콤(안중점), 장수텔레콤, 세일모바일, 승승장구4호점, 통큰모바일2(김시은), 셀텍, 수안경원, 타임텔레콤, 티엔케이모
바일지현점, 사계절모바일, 라텔, 일플러스모바일, 두리곰정보통신3매장, 테마이동통신(동춘점), 이삭통신(버스폰원동점), 동탄제이텔레콤, 우방통신, 폰끌리오, 친절통신,
더존 모바일 3호점, 플레이모바일, 강남모바일, 501정보, 월드전자랜드, 훈남모바일, DB텔레콤, 제이앤에스텔레콤, 대박통신 도곡점, 뉴파워, 큐피드텔레콤, 아이유 모바일,

브라더, 은마통신, 프렌즈모바일, 앤통신, JS통신두류점, 총각네텔레콤(쌍용점), 홍텔레콤, (주)한미텔레콤, (주)에스티커뮤니케이션, (주)모바일탑 플러스, (주)트릴리언소프트,
바나나 모바일, 오성, 광장텔레콤, 한새통신, 후평아울렛, 주연테크 남부점, 동우이동통신, 군이동통신, 아이비 정보 통신, 스마트 트레이드, 휴대폰할인마트&amp;담배나
라, 포스코YB, 필(alpha), 준(JUN)텔레콤, 용산텔레콤10, T모바일, 덕성통신, 올스타, 리드시스템, YG모바일샵, 청솔텔레콤, 쁘띠텔레콤, 대룡정보통신, 춘천강한통신, 핸드
폰11번가, 오랜知, 하나로 텔레콤, 춘천막강통신, 행복한아름 모바일, 와와네트워크, 기린, 마루, 실버통신, 해태정보, SH텔레콤 2호점, 엠앤디통신, 하대원휴대폰매장, 팔
팔 컴퍼니, 백호통신, 착한 폰마트, 호야통신, 티앤케이 모바일 지현점, 킹, 타임모바일, 넘버원모바일, 오산폰, 합자회사 프라임정보, 오렌지모바일 MS마트점, 짱통신,
주식회사배티 롯데시네마점, (주)에이치비마케팅, 한종합2호점, 해빈통신, 한종합통신대리점, 핸드폰마을, 010텔레콤, 디지윈, 파워스테이션, 착한폰마켓, 아싸통신, D.
day(디데이), LG유플러스(휴대폰할인매장), 태화텔레콤, 총각 S PHONE, 한종합직영8호점, T&amp;B 동해점, 토미텔레콤, 더폰(THE PHONE), 폰사랑삼척점, 바로바로텔레콤
남양점, 폰누리, 위너티에프케이 우장산역점, 라인통신, 언니네텔레콤, M&G mobile, 엔젤통신 월배점, 브살렐, 정도텔레콤, 폰종합할인마트, 도깨비텔레콤, 중부통신, 신
성정보통신, 에덴통신, 원2모바일, 열린정보통신(2호점), 해피하우스, 열매통신, 수림텔레콤원통점, 폰마트앤카페폰아떼, 효진통신, 폰매니져, 화니통신, dc폰프라자, 엔에
이, 도봉텔레콤, 구름통신, 시아통신, 채은모바일, 케이엠통신, TK텔레콤, 대명통신 중앙점, 토브통신, 앤텔레콤플러스, 제이투모바일, 핸드폰가게 오남, hfmobile 만수2점,
거상모바일, 다모정보통신, 바나나 통신,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온라인, 최강LG, 오케이(ok)통신, 중앙이동통신, 보라텔레콤, 만대유통, 봉화산통신, 박카수통신, 경림.NET,
일진정보, 해피봉컴퓨터, 문막텔레콤, 휴대폰 쇼핑몰(영서통신), 미성 텔레콤, 주식회사 악동모바일, 한빛유통, 원진텔레콤, CL모바일, 세은통신, 지지폰, 스마트폰다이쏘,
에스엘통신, CNN텔레콤, 롯데이동통신, SOL휴대폰아울렛, is텔레콤(원주), J.S휴대폰아울렛, 도경텔레콤, 청솔텔레콤단관점, happy통신, 알에스통신, 나눔통신, 우주이동통
신, 나루정보통신, 월드폰, 지니통신, 와이지통신, DC폰프라자 원주점, 제이앤케이, 가온누리, 화인텔레콤, SD컴퍼니, 봄텔레콤, 동부모바일, DS이동통신, 율하통신2호점,
라프텔, YD모바일, 은혜컴퍼니, 진정보통신, 바다통신, 베스트모바일구성점, 아리통신, 브이아이피(VIP)텔레콤, 부산YJ텔레콤, 예술, 신안산정보, 휴대폰 배방점, 폰마트 2
호점, 주식회사어썸, 올림피아, 인터마트(폰24), 통신랜드 삼척점, SK중앙대리점, 하나 통신, 영월서부통신, 라미야, 바르다 모바일, 피피넷 정보통신, 아이티컴퍼니, 공중
전화 삼정점, 로얄정보통신, 토르 모바일, 다온모바일, 굿럭통신, 동네통신, 휴대폰도매프라자롯데캐슬점, 애정모바일, 공간모바일 합정점, 현아모바일, 진부이동통신, 한
국종합이동통신, 휴대폰타운, 위더스컴퓨터 (입암점), 미래컴퓨터랜드, 블링팜, 대관령텔레콤, 이순신텔레콤, 세연텔레콤, 복음통신, 한솔텔레콤, 프로통신, 스마트텔레콤
교동점, 후니텔레콤, 모션텔레콤, 가온길텔레콤, 태산정보통신, 준월드통신, 솔향통신, 오름텔레콤, 스마일입암점, 멕시멈, CH정보통신, 수호모바일, 해피멀티샵, 폰플러스
할인마트, 엠앤디모바일, 시아모바일, 두리곰정보통신7매장, 범이통신, 금일통신, 차오름 정보통신, 이김모바일, YH텔레콤, 스마트폰365아울렛, 도량하나로, 쾌남정보통신
(원종), 주식회사드림정보, 주식회사배티해운점, (주)투유컴퍼니 암사시장점, 신터미널이동통신, 대영통신, 은혜이동통신, 나이스이동통신, 으뜸이동통신, 일등이동통신, 레
드M익스트림레져스포츠, 우정통신, 감동통신, 조은통신(중앙2점), 플러스통신 동부점, 효자통신, 유성이동통신, 탱크통신, 바다이동통신, 가장싼핸드폰마트, 싸다구통신,
까치통신, 매너가 사람을, 봉순이폰가게, 다원텔레콤, 조양이동통신&조양카페, 다올2, 뚱보네휴대폰, 홍이 모바일, 디에이모바일, 우텔레콤, 휴대폰1번지, 태산통신, 애플
바 울산아이폰수리점, 진정보 수완점, 삼촌모바일, 앤텔레콤, 창녕통신, 로데오핸드폰, i스토어, 텔버스, 엘샤다이만덕점, 사랑愛통신, 폰드림, 3사! 모바일, 개미통신, sk구
리직영, 수빈 모바일, 컬러모바일, 쾌남정보통신(동암), 가온컴퍼니 신정점, 영산드림통신, 비디텔레콤, 한나통신, 소봉이네폰가게, 이오정보통신, 두리서 폰 대리점, 폰사
시우, 휴대폰일번가, 에스오와이(2호점), 굿럭통신칠암점, 휴대폰 백화점, 메킷레인모바일, JSC모바일, 샛별텔레콤, 더블모바일, 디에치모바일, 엠제이MJ스토어, 준 통신,
이슬텔레콤, 명륜 제임스, 폰데이 수유점, 링컨모바일, 풀텔레콤, 브로 씨앤씨 2호점, 메가폰 사당점, 대박통신 풍납점, 어울림 통신, 후다닥텔레콤, 엠더블모바일, 에이치
텔레콤, 골드모바일, 해양통신, 진모바일, 소이모바일, 케이앤에이, 동아모바일, 편한텔레콤, 휴모바일, 경남 TGV 통신, 언니네 텔레콤, 리안텔레콤, 서연5이동통신, D.S정

보통신, 와이즈텔레콤, 폰대박, 세계통신 송우, 소원정보통신, 은통신, 주식회사 어썸아이앤티, 아이엠폰, 베스트MH통신, Da드림, 코털텔레콤, 보스코(BOSCO), 느낌, 베스
트모바일(쌍용2호점), 다름통상, (구)북경전화국, 엘에스티, 휴대폰박스, 주식회사진달래양, 스마트멀티샵, 달성통신, 에이원 모래내점, 강서선봉, 수(秀)모바일, 리베라통신
상남점, 나비모바일, 휴대폰 11번가(오산대역점), 혜인텔레콤, 꽃통신, 이음모바일, 마러바러 텔레콤, 휴대폰창고, 문무왕통신, 에스알모바일 종로점, 그린나래, (주)대우플
랜, 화이트(퇴촌), K텔레콤, 올컴앤올폰, 아재네 텔레콤, 정연텔레콤, 고흥정보통신, 휴대폰마켓(풍기점), 큐브 네트웍스, 제이점제이통신, 디디엠 미즈존, 휴대폰멀티샵 시
흥점, 착한폰가게, 한울정보통신, 에스텔레콤, Hum정보통신, 기린텔레콤, 원투모바일, 오광텔레콤, 하늘모바일, 한빛프라자, 청주대란폰 봉명분점, 하이원네트웍스, 세진
텔레콤, 휴대폰 도매프라자, 그린모바일 2호점, 영원이동통신, 진주제일통신, 화인통신, 몬스터모바일, 신동아통신, 마성텔레콤, 마컴퍼니, GS정보통신, 은수모바일, 퍼팩
트폰, 용통신2, 한종합8호점, 고양통신, (주)디딤돌스토리 일산지점, 와우인터내셔날(주)상동지점, 호호통신, 케이텔레콤 대곡점, 디씨컴퍼니2, 산하정보통신 영암점, 올폰
(allphone), 착한가게, VIP통신, 하하모바일, 스마트폰무료교육지원센터, 스마일텔레콤2호점, 친절한미선씨, 모던통신, 베스트코리안모바일, 하은모바일, 화니모바일, 레드
이동통신, 휴대폰다이렉트, 자유스마트통신, 폰팜, 별이텔레콤, 승승장구텔레콤4호점, 폰값똥값(종촌동점), 하이폰마트(태장점), 씨티텔레콤 독산점, 중앙 Telecom, SNS텔
레콤 쌍용2호점, 퉁모바일, 어반모바일, 라엘통신, 서우모바일/텔레콤, JM컴퍼니, 좋은모바일, 창원IT통신, 골드키통신, 채연시원텔 토곡점, 남광모바일, 현대모바일, 준구
모바일, 남지텔레콤, 에이원모바일, 교보정보통신, 의리, 에드가 올 폰, 플라잉네트웍스, 연세통신(상대원시장점), 트리플(Triple)통신, 미라클통신, 바른청년통신, (주)에이원
정보통신, 하이폰마트 대박통신, 이조통신, 엘피모바일, 대통통신, 아토모바일, 엘샤다이 구평, 갤럭시플러스모바일2호점, 영웅통신, 송천통신, 더휴대폰, 카오통신,
Hooncompany훈컴퍼니, 대광정보통신, H(에이치), k1텔레콤, 토마텔레콤, 오렌지네트웍스, 태승모바일 장곡점, 브이아이피(VIP) 텔레콤, 윤원정보(옥련점), (주)케이코퍼레
이션 고양지점, (주)라온글로벌, 청춘 정보통신, 정성통신, 마석폰월드, 봉봉모바일, 보라네트웍스, 010모바일, 119모바일, 우수한정보통신, ENURI MOBILE, 미야텔레콤, 미
남네 폰가게, 사이다모바일, 에이치에스텔레콤, 늘푸른, 모든스마트폰, 마루 텔레콤, DMB통신봉동점, 3번출구핸드폰가게, 가연모바일, 신모바일, 폰순이 미스황, 스마트폰
1번가, 도담통신, 주식회사 에스엠티, 만두정보통신, 아이엠티, 삼사통신, 히든통신, 국대통신, 엔스피드, 헤이케이, 중고폰거래소, 에이디모바일(AD모바일), 전대통신, 또
또정보통신, 레몬모바일, 초코IT, 가온이동통신, A-MOBILE(에이모바일), 아우디모바일 2호점, 에이원 장곡점, 휴대폰 프라자, 고구려모바일, 제이에프(JF)모바일, 아시아텔
레콤, 휴대폰 대통령, 주식회사 블루모바일, (주)리오 사직롯데점, 주식회사 티제이티, (주)메인통신 성서지점, 아우디모바일, 도연통신 진도점, kc통신, 제이텔레콤2호점,
따르릉텔레콤, 와마와마 모바일, 휴대폰카니발, (주)지혜텔레콤 부산대점, 모바일하하, 혁신정보통신, 연서텔레콤, 엘케이대박통신 갈매점, 컨설팅파트너, 브라더스모바일,
디비통신(신갈), 쌍둥이정보통신, 엘샤다이 사직모바일, 휴대폰TOP마트, 필폰엔넷, 실버스타, 주식회사 아미 오남지점, MS용인, 폰마트 1호점(엠.비), 위너 남구로점, 소중
한휴대폰 2호점, 투제이빛가람, 에스알통신, 영동휴대폰, 진아통신, 훈스마트텔레콤, 대나무모바일(부산개금점), 나는폰이다, 제이와이(JY)텔레콤, 청담모바일, 유앤미 모바
일, 거대통신(대신점), 제이더블유텔레콤, 하음통신, 휴대폰아울렛 이수역점, 엘제이모바일, 나비통신, 썸통신본점, 키위모바일, 원통신(2호점), 강북통신, 비아이피통신,
InC 석촌점, 바른모바일, 휴대폰문방구, 폰쟁이모바일, 블루 모바일, 메이트통신 고대점, 케이알모바일3호점, 싸가지폰, 산타통신, 폰만, 에이원중동점, gs텔레콤, 엘케이대
박통신 군자점, 더블유(w)통신, 샤인앤텔레콤, 이룸, 비앤에프 모바일, (주)비에이치텔레콤, 주식회사리앤노, 욜로모바일, 마리모바일, 스마트프리미엄스토어, 오렌지
Orange, 주식회사 폰탑 양산점, 모바일 12번가, 최고의선택, 광주중고폰 폰사닷컴, 다모아휴대폰, 모바일119, 와이엔모바일, 신화이동통신, 에스비(SB) 텔레콤, 신세계
아울렛, 광광통신, 대전엑스폰모바일, 아연, 티월드꽃동산점, 허니통신, 하이주니, 셜록폰즈 청당점, 폰마루, 통큰휴대폰, 제이에스텔레콤, (주)메인통신 평리지점, (주) 파라
오텔레콤 금정점, 폰닷컴, Midas모바일스토어, 레인보우 모바일, 참새통신, 지텔레콤 옥계2호점, 새만금통신, 뭐야통신, 민재텔레콤, 일등모바일, 한강, 에스엠통신, 꿀꿀
이통신, 비씨(BC)통신, 휴대폰신사, 미담정보통신, AJ컴퍼니, 닛시텔레콤, 금동이네, 수유모바일, 드림티씨에이(드림TCA), 봄날 telecom 은평점, 휴대폰아울렛2호점, 사모

통신, 신화모바일, 폰가게, (주)연우모바일, 주식회사 이다글로벌, 쿠키남문, 신동백프라자, 중산통신, 웰컴네트웍스, 선경텔레콤, 착한마녀, 와이(Y)모바일, 폰사리모바일,
제이컴퍼니, 제이에스, kj통신, 모두통신, 주식회사 팀플래닝, THE폰샵, 노란마켓, HW통신, 모바일 샵, 나나통신, 태오통신, 멀티넷통신, Phone DC 지나모바일, 와요모바일,
제이통신 익산점, 엠씨피(MCP), 키원정보, 봉구네 휴대폰, 중고폰매입.판매에코폰부평역점, 다이따통신, 도매폰센터, 명동텔레콤, 미소정보, 창리통신, 엠제이 모바일, 에
이치엔통신, 주식회사 티엔에스, 와이엠모바일 4호, ark 통신, 초코 텔레콤, 지디플러스, 모모통신, 폰마스터, 투데이, 썬더통신, 티엠 정보통신, 휴대폰365아울렛 갈매점,
세친구텔레콤, 화인텔레콤행구로점, (주)에스모바일통신, (주)백인 동구점, 다드림 통신, H통신, 일품모바일, 소안통신, 형제, 이영통신, 장수컴퍼니, 평화정보통신, 오마주,
뽀로로모바일2호점, 봄정보통신, 에이케이(AK), 큰통신, 현통신, 주식회사케이본가(서귀포점), 주주클럽 화정점, 승승장구 10호점, um통신 상동점, 태권V모바일, 하연정보
통신, 용산텔레콤 6매장, 팔공공인중개사사무소, 팩트모바일, 레전드모바일3호점, BJ네트웍스, 핸드폰집, 주식회사 보아스솔루션, 지훈텔레콤, 스카이모바일(영도점), 굿모
닝TCA2, 에이원 모바일, 채은통신, 민서네폰가게, 예천중앙통신, 몬스터, 티엠(TM)텔레콤, 필성모바일, 일루(illu), The키움통신, 샵폰, 모바일플레이스, 일이팔, 엠엔씨모바
일, 아재네텔레콤용화점, 주식회사 에이치앤씨비즈, 오케이이동통신, 왓슈, 새빛들통신, 연지IMT, 톡톡모바일, 이한모바일, 이지모바일, 캔디정보통신, 나릿가텔레콤, 비엠
컴퍼니, 다이아모바일, 틴모바일, 새길통신, 엠아이티, 바니모바일, 주식회사 스피드대구, 주식회사 해웅모바일, 창조정보통신, 제이케이모바일, 秀모바일, 한라통신, 스마
트k, 온가족통신, 새마을통신, 브이아이피통신, 님프통신, 아이엠티(대림), 봉구모바일, 백프로텔레콤, 사거리텔레콤2호, 천도, 알티통신(RT통신), 세윤모바일, 워십모바일,
더크로스, 티케이모바일, 휴대폰상설매장, 일등모바일안양점, 킹스타텔레콤, 대박통신 남양점, 가족통신+, 용용통신, SD모바일, 스카이(sky)정보통신, 일죽텔레콤, 코코몽
통신, 아주남문특판, 기원, 김서방 모바일, 올킬폰, 리더스모바일, 대상통신, 잠원통신, 광모바일, 하나로텔레콤, 휴대폰 판매, 김천영통신, 땅파서폰파는집(반여점), 세얼간
이, 조이모바일, SNS텔레콤 배방점, 태한정보통신, YH모바일, 카인드테크, 폰마트 화곡점, 탑 텔레콤, 업앤업, 하미가모바일, 나래통신, 베스트인코리아, 언니폰도매, 디에
스 나주직영점, 앤떠블통신, 피스모바일, 대박통신 성남점, 제이케이(JK)텔레콤, 가락주현텔레콤, 건2 모바일, 케이와이통신, 명품통신, 히트모바일, 휴대폰선생님, 와이쥐
모바일 논공점, 부산정보 연산점, 영광텔레콤, 아이폰수리월드 천안점, 주식회사 통구2(화정지점), (주)리우통신 상인지점, 원빌리언모바일, 비피텔레콤, 천하텔레콤, 제일
종합통신, 위성통신, 율하수텔레콤, 골든리치, 제이더블류에이 모바일, 폰싼집3, 애플플러스, 엠(M)이동통신(성포점), 준이모바일 모현점, 엠에스모바일 둔전, 신기모바일,
모바일면세점 오산5호점, 오렌지통신, 호랑이통신, (주)와이제이코퍼레이션, 더원텔레콤 장림점, 휴대폰싼매점, 봉팔이네, 관악천보, 미니스톱진영자이점, 아이디엠정보통
신(IDM), 소중한휴대폰, 젠틀맨 모바일, SNS휴대폰팩토리, 양지통신, 지아이통신, 랑랑모바일, 글로벌통신 화곡점, 지중해텔레콤, 세움통신, 명작통신, 가론통신, 주식회사
뉴빛텔, 새출발통신, 대명휴대폰, 에스아이엘 모바일, 쭌텔레콤 씨앤에스점, 버스모바일 만수점, 휴대폰 도매24시, 엘비통신, 신촌통신, (주)이다컴퍼니, (주)형제통신(곡반1
호점), 바른커뮤니케이션, 멋진핸드폰 기지점, 가온컴퍼니, 비씨모바일, 싸다폰마을, 엔앤에스모바일, 유코아 군위, 제이통신. 제이모터스, 은아텔레콤, 준희모바일, 와이키
키 모바일, 케이비모바일, 프렌즈폰, 돈돈텔레콤, WIN텔레콤, 릴리통신, 태산 모바일, 제이케이정보, 에이치앤에스(H&S), Ami모바일, 한결텔레콤(글로벌), 체인지프리, 해
피정보통신, 미스터폰, 주식회사 드림컴퍼니 지점2, 노마진유통, 루이통신, 금성텔레콤, 새폰줄께헌폰다오, 음봉텔레콤, 린모바일, 핸폰즈, 꼬두람이, 조이, 큐브모바일, (주)
성강, (주)폰마트구산점, (주)백인 부전점, 주식회사 올인정보통신, 은수모바일(정왕), (주)태산당 김해점, 쎈언니 쎈오빠 통신, 드림즈, 춘천아이폰수리, 해밀정보통신(진접
점), 휴대폰&케이스, 에스에이치(SH)정보통신, 휴대폰마트 원성1호점, 대박모바일, 특유, 안테나, 제이디모바일, 만세정보통신, 우리동네 이동통신, (주)투유컴퍼니 길동지
점, 퍼스트이동통신, 우수판매점, 스마트모바일 2호점, 케이텔레콤, 한결통신, 은성정보, 이루다 컴퍼니, (주)비엠에스 테크노지점, 으뜸통신 안지랑점, EL모바일, 정텔레콤
4호점, 핸드폰스토어, 하나로모바일(옥동점), 삼식이통신, 평거모바일, 세기통신, 다대포모바일, 울진 한솔통신, 휴대폰 멀티샵, IS모바일, 서진, 바움(BAUM), 리더스 모바
일 동백점, 넥스트정보통신, 제이알모바일 (휴대폰면세점), 딩고모바일, 샛별정보통신, 폰파는삼촌, 조은날, 폰스폰통신, 지음통신, 와이피, PC마트, 원스타모바일, 세현통

신, 싸게마켓, 상상, 한나모바일, 다혜통신, 훈통신, 휴대폰마켓(두정점), 아이티IT텔레콤, 원투통신, 홍인(화정3점), 엠(M) 모바일, 다이쏘통신, 수미정보통신(와동점), 삼원
통신, 옐로우통신, 다우텔레콤, 이현모바일, 영지모바일, 총각텔레콤, 비틀즈 모바일, 투빅, 주식회사 정진네트웍스, 삼총사, 인생통신, 쎈통신 익산점, 아시아통신, 메가폰
강남초점, 더드림모바일, 행복, 자몽정보통신, 장원텔레콤, 에스투 네트웍스 운남, 씨케이모바일, 13월, 다올모바일, 일등휴대폰, 한솔, 정원텔레콤, 장군텔레콤, 엘앤케이
모바일, 루비모바일, 아이에이치텔레콤, MIN모바일, 우리동네 폰가게, 명지모바일2, 엘 모바일, 옷이날개, 엘모바일, 어벤져스통신, 스마트텔레콤(영동), 세븐네트웍스, 글
로벌 커뮤니티, 스타일텔레콤, 효텔레콤, 선 텔레콤, 성지, TS텔레콤, 승텔레콤, 참싸게파는휴대폰, 타이거, 첫번째폰가게, C.C.Company 동래점, 안산핸드폰테크노마트, LH
모바일 2호점, 공감통신, 미드모바일, 런닝맨 2호점, 허니텔레콤, 세자녀모바일, 다미텔레콤, 더원텔레콤 하단점, 이쁜이모바일, 우리동네전화국, 에스더블유텔레콤, 미지
통신, 대나무모바일(능포점), 주식회사 엠플러스, 양두마리, 아림정보통신, 푸른나라, MS모바일, CC.company김해율하점, 구름모바일, 폰폰폰, 폰닥터, 아재네텔레콤성환점,
디엠글로벌 안양평촌지점, (호계점)EuroMobile, 에이엔모바일, 스타정보통신, 19텔레콤, 킹텔레콤 휴넷솔루션, 해바라기 통신, 한솔통신영동점, 경일모바일, 대륙모바일,
승진통신, 어썸 망우점, 폰앤피규어, 주식회사 핸펀, Un 모바일, 백평, 혜성모바일, ps모바일, 백점만점, 모바일story(청천점), 임영텔레콤, 포레스트모바일, 이룸컴퍼니주식
회사(지점), T.O.P텔레콤, 모바일플랜 함월점, 동원 ICT 2호점, 다모아텔레콤(신읍점), 스타모바일 평리점, 휴대폰스타일, 제이훈모바일, 폰다판다미아점, 티피씨(Tea PC), 돌
모바일, 콩이텔레콤, 일등정보통신, 덤통신, 제이피, MR통신, 꾸꾸통신, 아이티코리아, 제이콥모바일, 늘편한통신박달지점, 야베스통신, EG정보통신, 불티나정보통신, 중고
폰달인 천호역점, 와이ns마케팅, OK모바일, 무등산정보통신, 굿폰, 유다텔레콤, 아이폰&폰마스터, 신화컴퍼니, 주식회사 엔젤, 목포중고폰매입 중고폰브라더스, 프로텔레
콤, 금용클럽, 뉴스카이통신, 해피패밀리 신천점, 예스텔리콤, 도타이모바일카페, 폰값껌값, 아이엠티(신길), 세꼬마 통신, 칠천통신, 지니어스 모바일, 매니아 모바일, 휴
대폰월드(하나로 네트웍스), 본가통신, 휴대폰다이소, 디비통신, 제이2컴퍼니, 비지스컴퍼니, 청바지휴대폰, 오군모바일, 핸디뱅크정보, 엘샤다이 덕천점, 주식회사 마켓제
이앤제이, 로뎀모바일, 휴대폰다모아, 폰에버, 우성통신, 정텔레콤고사점, 환영텔레콤, 나우모바일, SG텔레콤, 청주대란폰 수곡점, 아이에스모바일, 스마일카용품, DNT 율
량점, 콜통신, 밀레니엄통신, 모든폰, 기린전자통신, 해오름통신, 동주정보통신, 홍통신, 하나이동통신, 메카, 하트텔레콤, 스마트팡팡, 유 모바일, 매직통신, 보은짱, 행복
운천, 성민통신, 휴대폰 싸게 파는집, 세종텔레콤(중앙점), 휴대폰싸게파는집(복대짱), 진서통신, 새천년통신, 영화통신, 키키텔레콤, HMG, 이마트휴대폰, 지중해 텔레콤,
휴대폰싸게파는집(산남점), 리더정보통신, 본텔레콤, 지오, 사창짱, 이쁜전화국, 휴대폰싸게파는집(비하점), 휴대폰싸게파는집 대소점, G통신, 무한텔레콤, 스피드 통신, 진
솔텔레콤, 우리동네 공짜폰, 승리컴퓨터.전산, 휴대폰 싸게 파는 집, 효통신, 통신히어로, 누리컴퍼니, 해피콜, 우인정보통신, pc천사, 태공통신, 미연통신, 휴대폰하우스(금
천), 휴대폰콸콸콸, 주니통신, 젠틀통신, 새빛정보통신, 탑 (TOP), 청주 폰스토리, 가자통신, 휴대폰잘파는집, 오픈스타트 진천점, 에스디(SD)컴퍼니, 폰트리, 하나폰텔레콤,
신신통신, 배짱통신, GS모바일 가경점, 황금돼지통신, 삼대째휴대폰파는집, MK, 아라통신, 증평통신, 둘리텔레콤, 삼보통신, 솔오리엔스, 도원통신, 신비텔레콤, 피카딜리
마켓, 에이치케이통신, 대박폰, 스마트버스폰, 휴대폰싸게파는집(운천짱), 나무, 진천폰월드, 홍익정보통신 본점, 도담T, 온가족 정보통신, 휴대폰라인, 청주대란폰 본점,
굿타임뷰 진천점, 에이치유정보통신, CS통신, 세종텔레콤, 알(R)통신 (별내점), 여수통상, 퍼스트, 디에이치인터네셔녈, 싸다구, 정직한휴대폰, 에이치엔(HN)통신, 제이알통
신, WIN(윈) mobile, 일등통신 신봉점, 주식회사 드림텔레콤, (주)티오에프텔레콤, (주) 에이스네트웍 하복대점, 증평유스호스텔(지웰점), 주식회사 휴대폰1번가, 보은하나이
동통신, 소림스튜디오, 샤론통신, 짱구정보통신, 토탈통신, 여통신, 미키통신, 쭈니통신, 휴마트, 빵텔레콤, 대영 통신, 기찬휴대폰, 미래이동통신, 착한폰, 엠제이통신(MJ
통신), 민트통신, 젤로모바일, 빅모바일, 오리온통신, 폰사랑 대동점, 엔케이정보통신(계산점), NC모바일, 휴대폰카페2, 송강하늘, 대전 해피모바일, 새벽정보통신 김포한
강점, 비앤비통신, 애플샵 순천아이폰수리센터, (주)명성대박통신, (주)지교컴퍼니 응암지점, 민이동통신, 충북종합상사, SK유림, 감곡정보통신, 예진텔레콤, SK텔레콤 건대
점, comfri시스템, 계명정보통신, 한컴컴퓨터, n 텔레콤, 다한신도시점, 코알라통신신림점, 중원텔레콤, 터미널통신, 테크노통신, 탑통신, 디엔지통신, 휴대폰프린스1호점,

음성테크노통신, 율텔레콤, 삼성온누리, 아카데미통신, 별똥통신, 썬텔레콤, E.T통신, 굿모닝통신, (수)텔레콤, 보성이동통신, 골드 T(티), 음성이동통신본점, 힐링통신, 온마
음통신, 디앤티 (음성직영), 맨2통신, 위드통신, 충주무선통신, 싸이통신, 홍이통신, 충북본가, 디앤티대소점, P텔레콤, 부영통신, 깜장통신, 휴대폰할인매장금왕점, G텔레콤,
혁신폰가게, 이든통신, 로즈텔레콤, 셀모바일 온양점, 폰마트프라자본점, 현아네휴대폰, 시온, 리치 모바일, 뉴통신나라, 중구통신, 거공통신, (주)나눔정보통신, 주식회사
무진이엔엠, 리치컴퍼니, 수민텔레콤, 제천공일공, 짱가통신, 중고폰 선불폰 알뜰폰 유안텔, 에스비모바일, 티엘에스(TLS)텔레콤, SK텔레콤 미래대리점민직영점, sk행복대
리점, SK행운대리점, 정진사, 휴대폰할인마트 폰사랑, 찬텔레콤, 수자텔레콤, 오송통신, 우주정보통신, 미래 하소점, 더블 제이 정보통신, 길조텔레콤, JM통신, 뉴젠통신,
대박이동통신, 개그스토리마트, 폰앤전시닷컴, 제이2모바일, (주)휴대폰제로마트, (주)맥스리치 동탄점, 정선엔젤통신, 우송이동통신, 서진정보, 한마음통신, 학통신, 예인모
바일, 영 텔레콤, 아이엔씨, 밀레니엄 이동통신, KTM통신, 백두산통신, 큰별통신, 한화종합장식, 한화통신, 아이엠텔레콤, 태평통신, N-통신, 신홍명통신, 예스이동통신,
ForYouTwoTeleco, (신지하)베스트 이동통신, 소리통신, 대전이동통신, 유일이동통신, 석광통신, k2통신, 휴대폰싸게파는집(복대점), 이원IT, NEW우주상사, 세한이동통신, 화
이트전자통신, 주식회사 태극통신, 해태통신(신성), 굿모닝S통신, K-1 정보통신, 유락통신, 대박텔레컴, 해성통신, 커플통신, 영우통신, 일공공일안경콘택트, 메아리이동통
신, 어흥통신, 디지탈우주상사, 꿩이통신, 엔제이컴퍼니, 프라자통신, 온세계통신, 해태통신, 대화동양, 위너스통신, 동대전통신, 휴대폰세상 산내점, 엠(M)통신, 어흥이동
통신, 실로암이동통신, 신세계통신(월평점), 삼호통신, BF연합통신, 쥐텔레콤, 올리브정보통신, 신나라통신 읍내점, 태양, 새롬이동통신, K1정보통신, 샤크통신, 센스정보통
신, 현아통신, YG 이동통신, 자인이동통신, 스마트이동통신, 경원통신, 비에프(BF)연합통신, 모바일 스퀘어, 씨케이아이엔씨, 자루텔레콤, 산성모바일, 복합통신, 태극안경
콘택트(비래점), 웰메이드, 위즈엠통신, 포인트샵, 벽산통신, 폰팩토리, 킹텔레콤, 티정보, 케이스119, 원광이동통신, 주식회사 스마트클럽, 모바일 매니져, 그린이동통신,
버스폰통신, 스카이전자, 악세창고, 혜통신, 이제이통신(EJ), 산성제이티, 청마은행3점, 큰소리, 금빈, 대동성공통신, 상록이동통신, 개벽, 써커스통신, 핸드폰통신, KK통신,
금산하늘, 달인모바일, 모바일홀릭, 대승모바일, 세종정보통신, 세림텔레콤, 씨엔디, 에스엠제이, 후모바일, 한심모바일, 어썸 상계점, 문기통신, 백년텔레콤, 엔젤통신 죽
전점, (주)다솜이동통신, 주식회사 지디엠 평거점, 거성네트웍스(주)사정점, 주연스마트통신, 주식회사 총각네휴대폰가게, 주식회사 멤버스, (주)세원, 더블린통신, MPLUS통
신, 통신채널, 삼광전자, 엑스포정보통신, 제이앤피, 로고스통신, 창고형핸드폰, 제이치컴퍼니, 휴대폰마트 원성2호점, B&S통신, 폰값껌값 남문로성안점, 가을모바일, 유나
통신, 싼집텔레콤, 뉴라이프, 우주 정보통신, 삼진통신, 지에프통신, 태양모바일레저, 폴리통신, 동양정보통신, 도담, 와이에스, 구니 텔레콤, 대한이동통신, 월드이동통신,
1등통신, 여주이천아이폰수리 태평통신, 고려이동통신, 다윈네트워크, 지유모바일, 죠이텔레콤, 나우리텔레콤, 야후, 팡팡통신, 삼정텔레콤, 명가텔레콤, 사거리통신, 삐삐
통신, 스머프통신, 하누리통신, 휴대폰싸게파는집(조치원짱), 전의 LP통신, 토마토이동통신, 폰싸, 백제통신, 에이스이동통신, 휴대폰굿텔레콤, 빅토리텔레콤, 자비스, 레알
모바일, 영보통신, 휴대폰과친구들, 더블유통신, 안면행복텔레콤, ECOPHON, 폰케어, 투제이통신, 민라텔레콤, 연우통신, 에이치에스 텔레콤, 복대통신, jj모바일, (주)삼성
프라자백제점, 컴돌이, 153시온통신, 오거리텔레콤, 월드정보대리점, 네잎크로바통신, 놀뫼통신, 동부통신, 신삼성텔레콤, sks통신, 세립이동통신, 기파랑정보통신, 이지텔
레콤, 폰사랑이동통신, 해만텔레콤, 부여사랑정보통신, 진실텔레콤, 나로통신, 선통신, 중앙모바일, 희망이동통신, 한경모바일, T.S(태성) 모바일, 토우이동통신, 기풍핸드폰,
소이텔레콤, 쿠니치, 금목통신, 다솜 텔레콤, 초심, 지호텔레콤, 정일스포츠용품, 건강한휴대폰, 티톡, smk송파, 드림통신 2호점, 우유, 유리액정, 다온, 제이제이 모바일,
케이시텔레콤,마켓, 하마, 밀리턴트 텔레콤 2호점, 폰사구팔구, 타임4, 공감2통신, 공도텔레콤, (주)하이풍 암사시장점, 주식회사 에덴비젼, 010네트웍, 화인컴퍼니, 휴대폰
아울렛 실옥점, 곰집, 신길정보통신(고잔점), 피피, 릴컴퍼니, MC스마트, 양이모바일, 마하나임 텔레콤, MK 리테일, 에스엔케이 모바일, 손오공 and YB 텔레콤, 정텔레콤
2호점, 달인정보통신(내수점), 창조텔레콤2호점, 조양문텔레콤, 미래종합통신, 매직텔레콤, 대륙이동통신, 충청텔레콤, 천지종합이동통신, 해성통신 홍성점, 덕산텔레콤,
광천핸드폰가게, 성정점, 보성모바일, 스마트통신(문덕점), 컴앤씨 텔레콤, 단하통신, HS모바일, 운산칼라. 휴대폰세상, 승리정보통신, 전곡우리통신, 하모니짱, 총각네 텔

레콤 역전점(4호점), 세븐샵, 천명통신, 하랑, BW모바일, (주)블루스카이통신 롯데지점, 합덕통신, 충남전자, 조은텔레콤 거산점, 쇼앤티통신, 준닷컴, 다나와컴퓨터&휴대
폰, 서해안텔레콤, 예산총판, 은텔레콤, 이앤이네트웍스, 다와텔레콤, SHOW예산, 조이텔레콤고덕점, 휴대폰면세점 당진점, 신삽교대리점, 통신거탑, 웅텔레콤, 밝음, 고우,
에스에스엠, 우남모바일, 레온통신, 코리아통신 율하점, 티에스 모바일, 여주통신, 세잎클로버(권선점), 채은 텔레콤, 하윤통신, 휴대폰 할인카페, 하늘사랑, 피닉스정보통
신, 셀프통신, 힐스휴스, 엠에스, 희망정보, 제이엠동백, 에인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상상컴퍼니, 씨티넷, 터미널이동통신, 모바일면세점 원동점, 나눔텔레콤, 아산텔레콤,
엠.티텔레콤, 한보이동통신, 컴월드(천안), 나이스텔레콤, 랑폰, 영운전자, 폰&껍데기, 땡글이텔레콤, 대흥투텔레콤, 카이스텔레콤, 성거텔레콤, 영수안경텔레콤, 란텔레콤,
로또온천텔레콤, 행복한모바일, 맑은소리텔레콤, 순수정보통신, 씨티텔레콤성정점, family, 성환정보통신, 성진mobile, 정보통신 블루피아, 스마트블루, turbo, 아산 폰닷컴,
신학산텔레콤, 예스 텔레콤, 정상텔레컴, 한창텔레콤, 라인컴퓨터, 찬스텔레콤(직산점), 월드, 에이치엠 아산점, (주)에이치엔씨, 한국, LP정보통신, 은정보통신, 컴(퓨터)119.
휴대폰매니저, 더블유텔레콤, 멀티존텔레콤, 킹콩모바일, 초이모바일, 패션통신, 시티텔레콤 쌍용점, PJ, 다이팩토리, 월드프라자, H.M홍성점, 모바일리더유진, 신형정보통
신, 행복대리점, 파워텔레콤, 노현통신, 휴대폰일번가(쌍용점), DJ컴퍼니, 애플대리점, 예진대리점, 독도텔레콤, 파란텔레콤, 성원통신, 천사텔레콤, 엔통신, pc프라자, 땡진
이텔레콤, ssk, 비발디통신, 철수통신 방학점, 총각네텔레콤(천고점), 대림텔레콤, 휴대폰월드, SNSTELECOM, 생생정보통신, 인성텔레콤, TS 정보통신, CJ매료, 휴대폰일번
가[신방점], 큐리텔레콤, 달인정보통신, 단비텔레콤(목천점), 삼성, 성정크리에이, 썬팅랜드, 이지스텔레콤, 여우정보통신, 둘리통신, 티라노월드, sns정보통신, 카맥스, 셜록
폰즈, 오름네트웍스, 휴대폰 두정점, 폰투스, 휴대폰면세점 성환점, 탕정모바일, 입장통신, 통큰휴대폰 직산점, 만나고텔레콤불당센터점, 나래텔레콤, 현창모바일, 한손스
마트, 충남통신, 휴대폰센터, 쇼킹텔레콤, 영컴퍼니, 주식회사 천안컴퍼니, 베스트모바일 신방2호점, 홍고추텔레콤신부점, 휴대폰메카, 휴대폰11번가 2호점, 우리동네, 선
우텔레콤, 정컴퍼니, 정컴퍼니구성점, 최가네모바일, 비에스컴퍼니, 굴다리휴대폰, 통통커뮤니케이션, 제이비알컴퍼니, 피에스유통, 주)동경텔레콤, (주)한솔네트워크, (주)휴
대폰프라자3점, 주식회사 휴렛디앤디 모종지점, 주식회사휴렛디앤디 방축모바일, 주식회사 휴렛디앤디 실옥지점, 주식회사 휴렛디앤디, 에이치엠 공도점, (주)구공, (주)골
드스타 보령지점, 태광, 세기정보, 21세기정보, 휴대폰뱅크, 010통신, 에스디텔레콤. 알뜰폰, GTOP통신, 한백이동통신보령점, 휴대폰왕국, yes mobile, 장항휴대폰천국, 바
젤텔레콤, 서천텔레콤, SH모바일, 개봉통신, 삼촌네휴대폰, 케리통신, 0303텔레콤, 서이, 고고 텔레콤, 다인모바일, 에스지컴퍼니, 리더텔레콤, ks죽전점, 도연통신, 우리동
네텔레콤, 금강텔레콤, 삐야통신, 거한통신, 에이치케이프렌즈, 온정보통신, 필모바일, 영광이동통신, 소리샘정보통신, 애니콜샵, 지원통신, 배재통신, 망내, sk괴정점, 공가
통신, 씨엘정보통신, 신바람통신, 이화정보통신, 한사랑, 와이에스(YS)모바일, 스마일 이동통신, 참 좋은, 참좋은이동통신, 새우리텔레콤, 수성이동통신, 칼라통신(변동점),
엘케이정보통신, 폰뱅크통신, 부선상회, 이미자통신, 배재정보, 한솔통신 (반석점), 갈마이동통신, 정림밀레니엄 이동통신, 성화스마트, 참빛통신, SC PLUS, 대덕정보통신,
모바일카페, 칸통신, 혜천이동통신, j.j텔레콤, 폰앤폰 이동통신, 모래이동통신, 오즈텔레콤, 중고폰가게 투앤디, 감자통신, 상아통신, CA COMPANY, 하나통신배재점, 에스
(S) 이동통신, 원앙정보통신, 모바일온, 오앤에프, 청솔텔레콤탄방점, 도마통신, SK통신, 스마트샬롬라이팅, 미키포토, 대림통신, 큰소리통신, 신탄진텔레콤, 4k통신, 백호정
보통신, 세화정보통신 탄방점, 해성, 명성통신, 이오통신, 금메달통신, 하늘동행통신, 블루이동통신, 싼통신, 전국구이동통신, 21세기폰통령, 팔구통신, PC (피씨) &통신, 하
나통신(롯데점), 큰소리통신구암점, mj(엠제이이동통신), 모든통신, 브라더스 모바일, 빵빵통신, 피플 앤 플래닛, 강호통신, 다윤통신, 진성통신, 핸드폰전문매장, 갈마정보
통신, 한길통신, 시대통신, 수2012, 고릴라통신, 대산네트웍스, 유케이통신, 러브모바일(갈마점), 월평 폰하우스, 씨엔와이(CNY명성), 정원이동통신, 엘티코리아, 2G통신,
제이에스 컴퍼니 2호점, 율리정보통신 상계점, 수진텔레콤판매점, 멜로모바일, 글로벌통신 대방점, 에이치(H) 모바일, 대학로모바일, 아레나통신, 굿모닝 텔레콤, 태흥정
보통신(주), (주)청우이동통신, (주)오렌지에프엔씨, (주)태우통신식품, 주식회사더이룸, 주식회사 성공, (주)에스지에스커머스, 피쉬복권방, 티앤케이통신 영진대정문점, 충청
종합유통(통신), 승승장구 텔레콤 6호, 폰나라 통신, 에이치(H)모바일, 사람과통신, 하은텔레콤, 오케이 통신, 코난, 와이피(YP)+모바일, 천하텔레콤송천점, 에이치티(HT),

아이폰연구소, 와이엔티(YNT), cy통신, 다온폰마켓, 우리통신3, 유리통신, 에스케이텔레콤 태안중앙점, 하율전산OA, 태안휴대폰프라자, 대산휴대폰프라자, 3g이동통신, 알
뜰폰마트, 파워해미, 트라이패밀리, 강남구통신, 서부이동통신, 서산진텔레콤, 황금텔레콤남문점, 검단정보 폰카페, 다다이동통신, 골목대장, lsk company, 안면종합전자대
리점, 태안텔레콤, 케이네트웍, 나우모바일(중앙점), 와이지 모바일, 휴대폰가게 내덕점, 모바일마루, 유코아달성화원점, 버스폰 통신(도깨비통신), 하나로모바일 신천하나
로마트점, 비타민정보통신, 디에이치디(DHD), 서아텔레콤, 동인천정보통신, TOP 모바일, 휴대폰상설할인점, HM텔레콤, ANA통신, 대성상사, 스마트한 세상, 디앤티부강점,
미림텔레콤, 정광통신, 현진경정비, 신 스카이, 일프로텔레콤, 굿모닝모바일, 365폰마트, 핸드폰대박매장, 핸드폰파는집, 에코모바일, 상민텔레콤, 오창텔레콤, 비발디텔레
콤, O2 통신, 휴대폰 쇼핑몰, SJ통신, 갤럭시 모바일 영운점, cs모바일, 비룡통신, 빛나통신, 서승채, 포니텔레콤, 하이컴퍼니, 다온정보통신 오치점, 효성모바일, 제이정보,
J&J텔레콤운정점, 열정통신, 강아지모바일, 송 텔레콤, 지환모바일, (주)현성네트워크, 주식회사 이글스폰 5호점, 주식회사 비엠 고잔점, 골목통신, 강통신, 대전대란, 우솔
네트웍스, 대전중고폰매입 아프리카폰, 통신채널2, ACE통신, SPACE(스페이스), 지모바일, 모바일톡, KS모바일, 씨앤제이(C&J)모바일, (주)삼익컴퍼니 성서점, 비에스모바일,
주식회사 가림통신, 디에스컴퍼니, 주식회사 글로벌인베스트, 주식회사 통구2, 주식회사 더프로그, 글로벌 모바일, 대복company, BK 모바일, 엘티이 모바일, 信부산 모
바일, 비누모바일, 1996텔레콤, 오에이치모바일, 마윈통신, 폰앤카페, 홍s텔레콤, 성진 텔레콤, 삼성모바일 2호점, 율이통신, 폰드림(불당동), 충군패밀리, 덕구통신, 인천통
신, 77통신, 유주통신, 파란, 갑부텔레콤, 제이제이티(JJT), 일등유통, 토탈모바일, 단유통신, 까치텔레콤, 총각네텔레콤 천안역점, 오감커피, 휴대폰놀이터, 남매통신, 버스
폰 통신, 땅폰반송점, 조이모바일 언남점, 킹스맨, 다복정보통신, 보담통신, 땡삐 모바일, 다옴모바일, 모모톡, 육일통신, 더 레오파드, 코코폰, 휴대폰청년, 현이네폰가게,
루피통신, 제이비텔레콤, 소라통신, 주식회사씨에이치(중곡점), K모바일3, 제이제이핸드폰, 모두모바일2호점, 미니콩모바일, 더좋은생각, 리아모바일, 아원 이동통신, 류폰,
대호모바일, 동해모바일, 월드마트, 세신정보통신, 제이피모바일, 와니정보통신, 노원(NO.ONE, 팀 컴퍼니, 엔제이모바일, 세온텔레콤, 생각대로통신(고잔점), 다옴, 제이씨
에이 글로벌, 아톰모바일, 하나로 모바일 (범서점), 마피아통신, 에이모바일, 오케이(OK)텔레콤, 연아텔레콤, 진사랑통신, 유진텔레콤(통신), 갤럭시플러스모바일 본점, 유
누모바일, 김천텔레콤, 스피드 011, 나라모바일 4호점, 모바일리더 대연점, 주식회사 이노텔레콤 복대지점, (주)새로고침컴퍼니, 루나정보통신, 도량한빛통신, 트윈 모바
일, 에버텔레콤, 놀러와, 런통신, 주식회사 나래텔레콤, 브이아이피휴대폰면세점 죽산점, 더 한, 조선무전기 산호점, 대신유통, 다온 텔레콤, 대박통신(구리인창점), 환이
통신, 시바 중고폰, 가온, 천일모바일, 깡'S통신, 미남통신 본점, 주식회사 태균, (주)아이앤제이텔레콤, 한백이동통신(아중점), 신동텔레콤(침산점), jhk인터내셔널, 에프엠부
평, DA Service 통신, 폰앤샵, 우리들프리미엄샵, 지이아이티(GEIT), 뚱이통신, 왕대박정보통신, 통신전문, 완도정보통신(휴대폰), 폰마트&커피나인, 총각네텔레콤성정2호점,
명랑, (주)명가정보통신, 피크통신, GOLD정보통신, 셀모바일 익산점, 길모바일, 또바기모바일, 케이엠, 앤에이통신, 주식회사플러스 파장지점, (주)어썸아이앤티 미아점, 에
이치이 통신, 공짜폰의달인, 마리, 아이(i)8 정보통신, 은가비통신, 데일리 모바일, 맥스통신, 사거리텔레콤, 미소모바일, 통신골목1번가, 쇼폰, 파란 텔레콤, 키키통신, 에
스앤비, 하나텔레콤 영통, 라이언 통신, 절봉통신, 안중통신, 통신마루, 휴대폰 할인매장, 신드롬텔레콤, 행운, 썸통신, 휴대폰프라자 구영, 젠틀폰, 삼성피씨프라자, 도토
리샵, 팔평통신, 이에스(E.S)모바일 2호점, 런닝맨1호점, K 텔레콤, 주식회사 서련, 파장텔레콤, 씨앤씨, 비와이 모바일(BY), 율하통신, JJ컴퍼니, 씨씨아울렛, 동탄폰지하상
가, 피엘통신, 스마트유 탄현점, 길주텔레콤, 제이피성공, 음파통신, 브로스 모바일(천호본점), 네오모바일, 더존통신, 모던텔레콤, 주식회사 예울, 비치텔레콤, 제이제이모
바일 신시가지점, 대명모바일, 이룸텔레콤, 럭셔리통신, 이쁜핸드폰, 지아정보통신, 좋은하루모바일, 티앤케이모바일성서2호점, 지원텔레콤, 포유모바일, 한폰텔레콤, 조은
IT, 라크도그(Racc Dag), 평택텔레콤, 엘에스통신, 브로컴퍼니, 봉봉플레이스, 열정컴퍼니 AK점, SKY 광주상무점, 터미널모바일, 제트통신, 제이텔레콤3호점, 금화텔레콤,
울산정보통신, (주)어썸아이앤티 역삼지점, 포텐모바일, 789휴대폰할인마트, 단지텔레콤, 폰 보물섬, TB컴퍼니, 휴대폰 창고, 도우텔레콤, 티플러스, 휴대폰클럽, 핫통신, 오
색시장폰, 대갈통신, 우광통신(원종), 에이원 간석점, 행복 텔레콤, (주)형제지점, 콜라보, 엘로우마켓, 국방컴퍼니, 다온통신(휴대폰마트), HW통신2, 건강한휴대폰_신길점,

한백이동통신, 지안 텔레콤, 오정텔레콤, 우성텔레콤, 진진정보통신, 에이치앤에스, 케이와이컴퍼니, 휴먼모바일스토어, 갤럭시 통신, 달려라 아빠, 아리하테크, 폰이딱,
(주)폰탑, 미래월드, 더블쓰리, 아톰통신, 헬로우모바일, TS통신, 대복통신, 로뎀통신(송내점), 소중한핸드폰, 플러스PLUS, 하은통신, (주)안성모바일통신안성당왕점, 주식회
사 푸르미르(파란태릉), 주식회사 통신발전소, 폰앤독, 뉴월드모바일, 에스에스 (ss) 청천점, YJ아대점, 제이엠 모바일, 리즌정보통신, 착한핸드폰, 폰방구, 썬모바일, 왕 텔
레콤, 맘스 mobile, 주르텔레콤, 폰꾸미기, (주)이엠모바일, 지엘아이(디비통신 가락점), 세남자, 소중한휴대폰 5호점, 우동텔레콤, 싸다구 모바일, 태신모바일, 다콜통신,
엠인엠, 홈런정보통신, 채원모바일, 최강이동통신, 주식회사 제이앤엠, 대나무모바일, 폰x폰, 다모아정보통신, 모닝모바일, 웰정보통신, 마운틴텔레콤, 브라보통신, 영스2
텔레콤, 휴먼, 금호통신, 진영일등통신2호점, 수아통신, 주식회사 더블유네트웍스가경점, 해바라기통신, 소원통신, 올인통신, 대박통신 전주점, 정선LED통신, 에스에이모
바일, 폰해랑, 주식회사 백인, (주)마이다스모바일, 범통신, 폰지아, 비피모바일, 사거리텔레콤5호, 인스타텔레콤, 아트 텔레콤, 중마모바일, 휴대폰family2호점, 다폰, 케이
제이(KJ)텔레콤, 휴통신, 케이씨(KC)통신, 채정텔레콤, 승우텔레콤, 별동통신, CJ통신, 큐브네트웍스, 다온 모바일, 태태통신, 와룡컴퍼니 춘천 명동점, 티엘모바일, 서강정
보통신, 무등상사, 기가, 모두컴퍼니, 승승장구텔레콤, 엔씨텔레콤, (유)원탑모바일, 뉴틱스, 아니모통신, 아프리카폰, 스마트폰114, 하늘빛에너지, 서면모바일, 김씨네폰가
게, 로자통신, 정직한통신, 세화엘티이통신, 성민정보통신, 모던모바일, 신안통신, 화이트 모바일, G&H 정보통신, 유엘, 바른청년폰마트, 투빅텔레콤, 주식회사아미 진접
해밀지점, 양키스모바일, 엘오엘(LOL)모바일, JNB모바일, 보배드림, 에스(S), 하나로다운, 휴대폰면세점 안중점, 오빠폰, 현의상사, 에프엠 부평남부, 승승장구 9호점, 블루
나인 오산점, sj홈앤모바일, 2에스(S)모바일, SSM모바일, 착한핸드폰가게, 주니모바일, 한민텔레콤_남중점, 디엔모바일, 아이폰케어샵, 주식회사 기성통신, 제이영, 와이비
통신, 로데오모바일샵, 아임폰, 엘통신, 오로라텔레콤, YNT, 헤라2호점, 청주텔레콤, 휴대폰모바일프라자, 한신모바일, 서호통신, 블루모바일 경서점, S&H텔레콤, BM모바
일, 스마트(smart)38, 77모바일, 와이엠모바일2호, 공신 휴대폰마트, 태연모바일, (주)친절한폰가게, 주)엠티에스네트웍스 주안지점, (주)블루트리에이전시, 동림 네트웍스,
베스트모바일 동백점, 폰브라더, K정보통신, 주식회사투유컴퍼니 (TOU), 컴백폰, 위브커뮤니케이션, 레드비통신, MH모바일, 오성휴대폰, 새하텔레콤, (주)리오 부원통신,
이삭정보, 알밥 모바일, 해피플러스2, 여보세요모바일, 우리통신2, 제이비, 퍼스트통신 이대점, 우리종합개발(주)여주지점, (주)올뉴모바일프라자, (주)동은디씨 NC점, 제이
에스 컴퍼니, 다와정보통신, 카디엠텔레콤, 시몬텔레콤, 에이와이(AY)컴퍼니매곡점, 엔에스모바일 도화본점, 힐링모바일, 휴대폰 타운, 루비통신, 더블에스통신, 21정보통
신, 뉴한통신, 봄봄스토어, 주씨모바일, 모바일 컨시어지, 따봉통신, 디피알, NJ정보통신, 서희모바일, 가야정보통신, 핸드폰알파고, 주식회사 제이모바일컴퍼니, 제우스글
로벌(연암지점), 에스제이모바일, 성주통신, 보령텔레콤, 친절텔레콤, 맨투맨정보통신, 통신골목1번가(성서점), 앵콜, 떴다텔레콤, 피플통신(광안점), 은영텔레콤, 청사단텔
레콤, 바나나통신, 순 통신, 휴대폰가게 봉명2호점, 소사벌통신, 하람1호점, 싼통신(갈마점), 앗싸폰, 일등폰, 홍이모바일, 엔조이모바일, 상우모바일, 다올통신, 엔씨모바
일, 다원우리여행사, 케이(K)모바일, 에이치모바일, 해피패밀리, 헬로통신, 용형모바일, 현 모바일, 팔팔통신, 브이아이피 모바일, 위대한 폰돌이, 몽통신, 엔유모바일 테크
노폴리스점, 미르 모바일, 따당모바일, 태백정보통신, 휴대폰마트성정1호점, 스카이성결, 삼원모바일, 폰닥터잠실아이폰수리센터, 쎄븐텔레콤본점, 목천휴대폰마트, 룰루
통신, 밍기폰, 버스폰, 개통하라1989, 따르릉폰세상, 루이텔레콤, 시온모바일, 제이폰, 달콤통신, 브로 씨앤씨(BRO C&C), 마니텔레콤, 박하통신, 모바일부라더, 럭키모바일,
휴대폰할인매장 별내점, 스나이퍼컴퍼니2, 씨씨모바일, 로데오모바일샵 2호점, (주)흥부모바일, 해솔텔레콤, 거대(巨大), 건우모바일, 휴대폰박사, 더 드림 텔레콤, 쎄비통
신, (주)선봉네트웍스 탄현1호점, 청사단텔레콤(작전점), 킹스타텔레콤 안성점, 모바일랩, 더드림텔레콤 죽전점, 티통신, 강원통신, 친구사이모바일 구월점, 예닮정보통신,
간지몽텔레콤, 명성정보 능평점, 와와정보, CH telecom(청양점), 엑스컴퍼니 다대점, 비젼컴퍼니, 골든크로스, 에스지텔레콤, 엠비통신, 로즈 모바일, 동보텔레콤 모라점,
하하호호통신, 거창통신, 휴고남 달서구 아이폰 스마트, 까치산SSMB5호점, 새론통신, (주)아이티씨넷, (주)백프로컴퍼니, 구의텔레콤, 총각네텔레콤 배방점, 나온텔레콤,
친절한 폰가게, 대우텔레콤, (주)이도 권선지점, 빵고 통신, 사랑모바일, 최고통신, 도매폰(수모바일), 히트(HIT)컴퓨터, 에스지글로벌 팡콩통신, 피닉스 정보통신, 창고형

핸드폰, (주)더블유케이션 안산지점, FCN MOBILE, 쩨리통신, 디씨컴퍼니(D.C컴퍼티)중곡, 소리모바일, 육가모바일, 만두모바일, 스피드정보통신 이동점, 훈s 텔레콤, 대백
마트 사월점, 공일공스마트폰, 비비통신, 동아모바일 학익점, 씨이오(CEO)통신 장천점, 고흥우주이동통신, 평강통신, 드림 모바일, 폰마트(중곡), 유화통신, 욜로통신, 곰
파다폰, 별 모바일, 은성정보통신, IT모바일, 스마트J, 은혜통신고성점, 휴대폰마켓 목천점, 모모정보통신, 동대문중고폰더퍼스트, 상단 기장, J&H모바일, 승천.용현점, 휴대
폰거래소, 엘컴퍼니, 선아모바일, 행복이동통신, 한원통신, sc정보통신, 주식회사 에프에이치디, 주식회사 다온스토리샵, 휴대폰가게 광교점, 초이통신, 청주대란폰봉명점,
위너TFK새절역점, SS컴퍼니, 서울모바일즈, 김씨(김c), 해밀폰가게, 탱자모바일, 주식회사 베스트모바일 두정지, 주식회사씨에이치(통영점), 바른청년 통신지점 3호점, (주)
가온트레이딩 준모바일점, 주식회사 나은텔레콤, FC통신, 케이엔씨, 마블모바일, 케이비 모바일, 본토정보통신, 디지모바일, 시너지플래닛은행나무사거리점, 문막본가, HD
통신, 대길통신, 파인제이모바일, 휴대폰1번가 터미널점, H2 mobile(에이치투 모바일), 변동 이케이 통신, 창동텔레콤, 삼사팔구모바일, 필승, 양심폰팔이, 제이엘통신, 준
우네휴대폰, 은이통신, 제이제이 정보통신, 폰플레이스, 폰도라, 화담통신, 수정통신, 지니모바일(동오텔레콤), 익산대박텔레콤, (주)만선 큰고개지점, 더플레이, The 폰, 삼
랑진대일통신, 용마ICT, 사랑애통신, 나린정보통신, 라온통신, #문군네폰점빵, 팝콘통신, 울산휴대폰성지, yoon텔레콤, 성정텔레콤, 휴대폰가게 복대2호점, 대야정보모바일,
공일공 통신, 이피에스, 하나로 E마트점, 가온컴퍼니 목사랑점, 비니모바일, 더좋은휴대폰광장점, 윈윈통신, 폰 하우스, 호반통신, 주식회사 맥스케이, 유한회사강경모바
일, 이엔에스모바일, 에스알모바일 동수역점, 해밀, 애플모바일 2호점, 스폰정보통신 화정점, 우주폰 이동통신, 휴대폰대방출, 모바일리더사직점, 러셀통신, 문스타모바일,
리미통신, 알(R)통신, 제이더블유(JW), 가경홈짱, 주식회사폰탑 진영점, (주)레이통신, 금성정보통신, 러블리텔레콤, 한스통신, 훈훈한통신, 블랙모바일, 니드텔레콤, 이레,
엠케이트레이딩, Yes모바일, 강서텔레콤, 공중전화(언양점), 폰 이지오, 친절한텔레콤 김제점, 두 디자인 모바일, 트리플통신, 모바일 플러스, 연중무휴 좀 착한폰팔이, 지
니, 비주얼통신 흥덕점, 와이지(YG)텔레콤, 월곡통신, 영일정보통신, 스마일정보통신신정, ks양재, 카톡폰샵(경산), 에스텔레콤6호점, 성원, 디비컴퍼니, 포니모바일, 폰세일
도봉점, 에이플러스통신, 주식회사 청년사업단, 모바일레시피, 레드통신(천호점), 엄마통신, 오룡통신, 우솔 네트웍스 3호점, 윈통신, YB컴퍼니 망경점, 봉암이동통신, 슈퍼
스타통신, 방배통신, 갈산본가, 두울, 원터치모바일, 새용5호, 빛나텔레콤, 휴대폰할인매장NS통신, 바름통신, 에스유비통신, 반구.콩텔레콤, 블루오션, 주식회사 에스에이
치코리아, 충무모바일, 평수네휴대폰, 가안아이티, 에스지패밀리 우주, 신밧드의 모험, 스마트 스토어, 베스트모바일샵, 연우2, 브이엔씨 에이, 수원 통큰통신, 민 정보통
신, 브이 모바일, 휴대폰1번지(3호점), 이음스마트샵, 아이티홈 남산타운점, 케이에스 텔레콤, 금천 천보통신, 모바일세상2호점, 와이에스 모바일, 영 통신, 벨류모바일,
미스터휴대폰, 일산통신 3호, 모바일GU 남동, 폰제이텔레콤, 제이코리아, 블루스카이 진천점, 좋은 통신, S&K마케팅, 진(JIN)텔레콤, 하니통신 내당점, YB컴퍼니, 와이디
모바일, 동아텔레콤, 대전상회, 총각네텔레콤 풍기점, 휴대폰153, 원텔레콤 남문점, 휴대폰마트 조치원점, 더베스트밸류, 우림통신, 밀양홀릭통신, 그레이슬, 한국모바일
총판, SUN핸드폰마트, 서연통신, 시우, 알찬텔레콤, 블로썸모바일, 동해모바일2, CH 텔레콤 소담점, J.J 모바일 잠실점, 모바일이레.com, 폰패밀리, 홍인 본점, 와이지텔레
콤, 금산통신, 참좋은친구핸드폰, 폰가게 삼촌들, 브랜드뉴, 도매폰마트(리안텔레콤), 용 정보통신, 원사정보통신, 샵 모바일, 와이디텔레콤, 89폰삼송점, 동림네트웍스, 하
나로모바일(남외점), 서일정보통신, 태승모바일 거모점, 내폰e니폰, 메이드컴퍼니, 통신골목1번가 신대점, 정원통신, 소원모바일, 센스2호점, 풍산텔레콤, 아산 휴대폰랜드
(풍기), 쏘쿨폰, 뉴로망스통신, 호평통신, 폰즈모바일, 인 정보통신, 임호텔레콤, 히트텔레콤, 더라온, 중앙엘지, 유아이정보, 이슈, 삼학텔레콤, 군산통신, 호남정보통신, 시
크릿통신, 통신발전소 수송1호점, 일등컴퍼니, 강산통신, 휴대폰세상2, 기둥텔레콤(봄텔레콤), 오렌지모바일2, 통신메카, 제이원통신, 서원정보, 무지개점, 성실텔레콤, 신
영, 시네마통신2호점, 금이텔레콤, 준이통신(폰세상), 현명한 통신, 최고컴퍼니, 본텔레콤2호점, 162텔, 재이텔레콤, TOP정보통신, 액정클리닉칠원점, 람경통신7호점, 백두
산정보통신, 에스피텔레콤, 휴대폰 남천, 코기 모바일, 태산텔레콤, 1번지통신, 백억, 코리아텔레콤산북점, 스마일통신 신사점, 휴대폰면세점안중점, 퍼펙트모바일, 용텔레
폰, 폰뱅크WS, 동대문통신, 휴대폰면세점 아산점, 원호통신, 바빈스 가평군청점, 홍반장종합통신, TOD텔레콤, 인싸텔레콤, (유)비앤티, (주)푸른숲컴퍼니, School Zone, 청

솔정보통신, 덕진통신, 폰스퀘어, 정금당, 516통신, 한솔휴대폰마트, 통신클럽, 통신매니저, 한백이동통신고사점, sj텔레콤, 휴대폰1번가, 챔피온통신마트, 나이스폰 통신,
MK효자점, 금아통신, 에스케이무주점, 유경산업통신, 마당발이동통신, 지구촌통신, S통신, 아름통신, 호키포키, 아이템통신, 한우리텔레콤, 휴대폰마트-효자, 찬스통신(서
신본점), 영텔레콤-효자, 한백이동통신 (여산점), IDM(아이디엠), 통신발전소, 유진텔레콤(전주점), 모바일케이스, 뉴온, 해맑은통신중앙점, 디엠비삼천점, 사랑이넘치는 통
신 서신점, 코끼리통신, 폰세일(지구를지켜라), 해피콜통신, 삼익통신, 토마토통신, IT정보통신, 여름통신, 한성텔레콤, 특공대통신, 코아루통신, 휴대폰아울렛(중화산동),
153+, 피엠씨커피, 아우토스트라세, 육칠팔통신, 디와이(DY)통신, 주식회사 라온테크, 정텔레콤 서신점, 타임, 웰컴, 따르릉통신, 피노키오통신, 폰휴 쇼핑몰, 휴대폰할인
마트(영텔레콤), The Phone #, 프라자통신(효자점), 폰클린, 다산, 엘림모바일, 세븐삼천 폰스토리, 폰제이, 폰 매니아, 프리네트웍스, 트래페, 지성통신, 까르푸통신, 통신
왕국, 유)제이비엠, 지에스모바일, 비앤에스(B&S)모바일, 매니모바일, 다우리, 폰싸텔레콤, 에스텔레콤4호점, 휴대폰랜드_불당점, 해미통신, 골드스타, 햇빛텔레콤, 한백이
동통신 완주점, 베스트모바일 신방점, 유한회사 파밀리에, (유)프린지링커스, 주식회사 지디엠해운점, (유)톡톡휴대폰프라자, (유) 하나로전주, 예인통신(주), 유한회사최강
스타, 우리이동통신, J리더스통신, 예스(yes)통신, 이지컴, 김제통신 남신공사, 아시아이동통신, 서원정보통신, 콤비이동통신, 지평선통신, 공일공통신, 하이츠텔레콤 부송
점, 가족통신, 익산직영SHOP, 아이(I)통신, 패밀리통신_휴프, 한국텔레콤, 정식모바일, 휴대폰통신아울렛, 153통신, 성일정보, 통신아울렛(블루모바일), 대원텔레콤, 온누리
통신부송점, 서림SL, 금나라텔레콤, 예은통신, 자이통신, 세일이동통신, 바울이동통신, 통신마트, 010할인프라자, 11번가통신, 김제 에이스통신, 소리샘통신, 모아휴대폰케
이스, 지평선기념품, 태극정보통신, UN모바일, 익산정보통신, 애플통신모바일, 탑정보통신(익산), 영구통신5호, 대박통신(황등), we모바일, 모아통신10, 김제일등통신, UN
무한통신, 바로통신, 소리샘통신 모현점, 휴대폰백화점(MS통신), DS텔레콤, 티엔텔레콤, 준 모바일, 스타_용가리통신, 로빈통신, 베스트샵통신, 한강통신, 드루와통신, 사
은정보통신, 올드앤뉴, 순돌이모바일, 류니코코, S.K호남정보통신, 시즌모바일, 개동통신, 성실네트워크, 썬플러스, 씨.씨모바일, 하동관휴대폰할인매장, 범어텔레콤, 자유통
신, 주식회사 청지기, 한빛통신(스포츠), 조양통신, 종합폰마트, 21세기통신, 휴대폰종합마트, 으뜸폰, 샘골통신, 시네마통신, 휴대폰Q마트, 휴대폰종합할인마트, 상동멀티
샵, 환희이동통신, 부안성림이동통신, 휴대폰하이마트, 왕in통신, 광화문상사, 선진통신, 포마이동통신, 휴대폰 11번가, 젠텔레콤, 하니통신, 해피판매점 부안, 사랑이 넘
치는 통신, 일오삼통신, 정읍수성텔레콤, 폰마트153, K&2통신, 오뚝이통신, 번개통신, 거북이통신, 간지, 까투리, 브이아이피, 승승장구텔레콤 14호점, 다소미텔레콤, 티에
스네트워크, 에프엠모바일, 와이제이(YJ)텔레콤, 진성모바일, 시아, 성신텔레콤 야음점, 아주모바일, 뽀너스통신, 원정보주식회사, (주)휴대폰백화점, 프렌즈 모바일, 대박통
신 역말사거리점, 태형정보, 소띠모바일, 보안짱, 메이커스, 쿠폰, 동보텔레콤 이마트점, 평택무역, 조은휴대폰, 골드케이텔레콤, 제이케이통신, PH 컴퍼니, 드림(Dream),
젠틀맨리그모바일, 우정모바일, 휴대폰 스타, 그레이츠월드, 제이앤비통신, 뮤내텔레콤, 대박통신 수진역점, 365통신, 청년컴퍼니, 진폰명폰, 준 스토어, 휴대폰쇼핑센터폰
쇼핑몰본점, 삼경통신, 초록정보통신, 존(ZONE), 승승장구11호점, L.S상사, 한국이동통신, 아지오정보통신, 나우전화사, 남원썬통신, 남원네이트대리점, 성원정보통신, 씨에
스이동통신, 순창정보통신, 오거리정보통신, 호평통신(남원), 폰 아일랜드, 신나라통신, YG정보통신, 오수정보통신, 임실이동통신, 인월통신, M3, 명장통신, 루시통신, 해피
통신(휴대폰할인마트), 하랑텔레콤(신곡점), 1001안경.콘택트메가보청기, 공설통신, JB모바일, 운화통신, 사나이통신, 푸른달, (주)바오밥, 노벨이동통신, K-1정보통신, (예쓰)
정보통신, 부귀정보통신, 영우정보통신, 스카이정보유통, 리치정보, 세진정보, 하하정보통신, 남광정보통신, 노블랜드통신, 경진텔레콤, 경은정보통신, 샤인정보, 진월텔레
콤, 충장통신, 300정보, SM커뮤니케이션, 재운정보통신, 스마일텔레콤 방림점, 폰&커버 룩, 아이디어프라자, 심청이정보통신, 따봉정보통신, 마녀텔레콤, 지수사랑텔레콤,
엔젤정보통신, 수일정보, 곡성텔레콤, CDC정보, 한정보통신, 에이원정보통신, GM, 지환정보통신, 향기로훈대리점, 에스엠텍, 영웅통신(옥과점), 피(P)텔레콤, 멀티방림, 아
톰기지국, DY정보통신, 옥과정보통신, 무등정보통신, 희망텔레콤방림점, 와이에스모바일, 하데스, 진성이동통신, 비에이치모바일, 원 통신, 누리마루통신, 이오통신(충대
점), 풀통신, 테라모바일, 에스엔케이마케팅쌍문, 휴대폰빌리지, 통신골목1st 대곡점, 휴대폰공장장, S&D텔레콤, 김서방모바일(신갈), 휴대폰가게 제천 중앙로점, 하엘통신,

S모바일(관설점), 대흥씨앤씨(주), (주)대정씨앤씨, (유)엔지엔, (주)세븐모바일, (주)에스엠모바일, 주식회사 와이에스피, 한솔PCS담양대리점, 세정정보, 유 텔레콤, 투인정보,
현주컴퓨터, 해남미래정보통신, 광주프라자, 에덴정보통신, 광주대박텔레콤, 자유정보통신, 열린정보, OK통신, OK부동산중개사무, 안산폰싸요, 아트상사, 플러스정보통신1,
휴대폰할인점, 호수통신, 백두텔, 장성스카이연화점(승은), 주원컴퓨터광주, 파인통신, 코리아, 대신정보, 가인텔레콤, 스위트마켓, 휴대폰도매점, 글로벌 우산점, 텔레샵,
보람정보통신, 자람텔레콤, 케이원네트웍스 운암, 스카이정보통신(연화), 팡팡모바일샵, 뉴 서강정보통신, 국제정보통신 두암점, 신화넷, 세광, 멀티정보, 신한전기모바일,
또와정보통신-풍암점, HS하늘상사, 스카이정보삼계점, 한라정보통신 두암점, 스마트산업, 수텔레콤 진월점, 스카이정보중앙점, 나누리정보통신, 주화정보통신, 클릭엔젤,
온가족정보통신, H.J정보통신, 대형정보통신, 아이펀스토리, K모바일, 손텔레콤, 희망정보통신, 스카이정보담양점, 톡텔레콤, AP모바일, 스타라이트, 박사장통신, su정보통신,
엣지정보통신, 주노통신, 스마일프라자, 한일정보통신, 콜럼버스피시방, 채원통신, 아이셋통신, 와이제이(YJ)정보통신, 사람 그리고 희망, 무등상사 주월점, WINNER통신,
별모바일, 와이제이텔레콤, 소리새통신, 투영모바일, 무궁화통신, 영보통신 부평, 하이텔레콤 지행, 티제이(TJ)텔레콤(호계점), 지텔레콤 죽동점, 해오름, 비즈존, 에스유모
바일, 큰손모바일 안양점, 주식회사 광명프라자, 주식회사 보보텔레콤, (주)한결텔레콤, D15147블루골드6대리점, (주)창경텔레콤, (주)포피플, 아이스마트, (주)태경정보통신,
(주)제이아이정보통신, 폰사요, 국민텔레콤, 텔레피아, 캡틴통신, 현대통신기술, 이지테크, 대경정보통신, 덕정보통신, 광주전자, 라온세상, 금호한빛통신, 모바일 프라자,
인천사, 황룡정보통신, 두리3호점, 인터콤, 행복미디어, 동방전자, 플러스정보통신, 일등대리점, 첨단종합통신, Y company, 광산이동통신, 마루정보통신, DY컴퍼니, uphone, 승은통신 금호점, 지투지정보통신, 기원텔레콤, 위성정보통신, e-모든텔레콤, 유통신, 이오텔레콤, 동영정보통신, YM통신, 국제정보통신 용봉점, 영광sk텔레콤, 파
워모바일, 진진네트웍스, 가은정보통신 농성점, 아리스정보통신, 민현텔레콤, OK대리점, 나르샤정보통신, 계똥이텔레콤, 와이텔, 스마트텔레콤내부2, 스타 정보통신, 짱
통신설비, 광주엘림정보통신, 도연통신 신가점, 유솔정보통신, 생생대리점, 수만텔레콤, 폰드림정보통신, THE조아통신, 학동프라자(본점), 블루밍 네일모바일, 또와정보통
신 신창점, 마재, 태희정보통신, 투비네트웍스, 스마트8949, SM 정보통신, 보강정보, 티월드운천점, 하나, 수완정보통신, 매월정보통신, 은율모바일, 한국상사, 화이트텔레
콤, DH통신, KG정보통신, 제이티텔레콤, 지니정보통신, DG정보통신, 쎄오통신 2호점, 아인스텔레콤, 하나둘정보통신, 카카오모바일, 동백통신, 희망2호점, 데일리그랑데,
DG정보통신 광천점, 산하정보통신 본점, 찬율통신, 아인정보통신, 파이티테크, 노블정보통신, 기아통신, 우정컴퓨터&텔레콤, 유티(YOU.T), 하음정보통신, 경원텔레콤, KG
정보통신 쌍촌점, 에스텔레콤 서구점, 제이에이치(JH)정보통신, 백마통신, 헐크모바일, 하정인테리어, 스마트라인, 더블세븐티, 예사랑, 주식회사 아이티마켓, 유한회사 엠
제이글로벌, (주)금호텔레콤, 주식회사 두리상사, 주식회사 디에이치통신, 주식회사 진우정보통신, (유)필컴퍼니, 삼호중앙통신, 키스정보, 목포텔레콤, MS통신, 반석정보통
신, 한빛시스템, 정일컴퓨터, 골드정보통신, 피씨파크, 모바일정보통신, 하나로이마트정보통신, 혜성이동통신, 글로벌2호점, 2호광장 아이통신, I이동통신 삼호점, 푸른이동
통신 2호점, 퀸(이동통신), 에이스정보시스템, 다산통신, 정이동통신, 010블루텔레콤, 무안애니콜, 중앙대리점옥암점, 달팽이통신, sk무안혜성, 거북이2호점, 거성이동통신,
ok이동통신, 청계정보통신, 니엘 텔레콤, 목포휴대폰아울렛, 예은정보통신, 지유, 백금당 목포점, 거성이동통신 2호점, 둥이텔레콤, B&J 텔레콤, 신안정보통신, 에녹정보
통신, 목대통신, 선진텔레콤, 신러브정보통신, 해피정보통신일로점, 옐로우모바일, 지도휴대폰아울렛, 은별텔리콤, 광이동통신, 우리대리점, P4Utelecom, 대금정보통신, 스
타이동통신, 풀빵닷폰, 현재텔레콤, PHONE HOUSE, 승민정보통신, S&S텔레콤, 현이와 철이의 휴대폰가게, 쉼표, YS정보통신, 애해야통신, 믿음모바일, 소리온통신, PS모바
일3, 케이씨텔레콤 진주점, 폰샵(shop), 가족텔레콤, 지우정보, 미니모바일, 제우스텔레콤, 신현통신, 한방통신, 대륙모바일2 용원점, 휴대폰오픈, 앨리스모바일, 카키모바
일, 오빠모바일, 조군멀티샵, 폰스타그램, 유한회사 하늘커뮤니케이션, (유) 호남정보시스템, 윈텔정보통신, 유한회사 플러스통신, 주식회사 신월드통신, 대불정보통신, 힐
링정보통신, 영산미래정보통신, 지수정보, 스마트폰아울렛(송월점), 밸류글로벌, 현주정보통신, 남평정보통신, sk함평점, 현서텔레콤, 모리 모바일, 사성, 시안(xian), 황금모
바일, 필모바일(율목점), 위례통신, GOOD폰, 전국모바일, 금릉폰, 폰블랑, 휴엔텔레콤, 쌍용네트윅스, 유천통신, 우리통신4, 카더라통신, 엘샤다이플러스, 으뜸통신 답십리

점, 채연시원텔 본점, 휴대폰1번가(팽성), 엔젤정우통신, 산호모바일, 승승장구13호점, 녹동이동통신, 고흥컴퓨터랜드, 아시아마트, 레드정보통신(선부점), JHP 모바일, 아
이엠정보통신, 케이제이통신, 피에스앤제이, 영이텔레콤, 그린통신(안산점), 탄현제이통신, 119모바일 2호점, 샵텔레콤, 녹동상사, 모모텔레콤, 스위트 모바일, 고흥이동통
신, 브라더모바일, 쭌텔레콤(수진점), 나노정보통신, 패밀리데이, 에스비 통신, 에스(S)통신, 총각네텔레콤 청당점, 철당간 폰가게, 주식회사 월드모바일, 주식회사 브라더
영등포지점, 주식회사 파란, 강진정보시스템, KS MOBILE, 엘샤다이텔레콤 사하점, 휴대폰 다모아(신), 영원정보통신, 디엔 중동사거리점, 클래스이동정보통신, 엠앤엠, 범
텔레콤, 용텔레콤2호점, DN통신, 삐삐텔레콤, 신환텔레콤, 에프엠서상점, 숲텔레콤, 티에스통신, 퍼스트통신 효자점, 옥통신, 모든, 남악통신, LG전자 베스트샵 진도점, 애
니콜통신 읍내점, 노화도안경원, 미남모바일, 노화닷컴앤봄, 고은정보통신, 보배정보통신, TS정보통신, SR통신 강진점, 장보고 통신, 주식회사 유상, 향기텔레콤, 튼튼모바
일, 위너스, 수석, 투스타(옥포점), 맥스 모바일, 새폰짱중고폰짱, 폰스타사직, 수호천사, 리본, 선미텔레콤, 예림통신, 용전네트웍스, 명품모바일, (유)탑대리점, (주)천안컴퍼
니 배방점, 고을정보통신, 수와은텔레콤, 동부정보통신, 내고향식당, 예인정보통신, 애정폰통신, 삼보컴퓨터광양점, 지수정보통신, 휴대폰365나담통신, K1통신, 폰천하, 태
이정보통신, 녹동이동통신2호점, 두레정보통신, 폰케이스몰, SK고흥바다점, 신세계정보통신, 서영유통, T zone정보통신, 트윈정보통신, 애플정보통신, 휴대폰할인아울렛,
정다운 통신, ICT, KIND글로벌(조례동), 광양에스엠통신, 에스와이정보통신, 호야정보, 챔피언통신, 남부텔레콤, wow 정보통신, 아이폰마켓, 행쇼정보통신, SKL텔레콤, 세븐
정보통신, 루비텔레콤, 왕호정보통신, 벌교제석정보통신, 행쇼모바일, 스마트프라자, 월드정보, 엔젤정보통신순천점, 소문난정보통신, 클러버정보통신, 아우디통신, 프렌드
정보통신, 대성스마트폰.대성중고스마트폰, SK 전남정보, 믿음정보통신, 조영텔레콤, 자유, 나라정보통신, 스마일폰, 금명산업, 아이티랩스 군산지사, 모바일메카, 프리모
바일, 폰앤미, 다인플러스통신, 막강텔레콤, 제이케이sun 모바일, 통신골목1st대백남문점, 개구리폰, 휴대폰수원총판, 공짜세상, 호수모바일, 소낙스 서비스&텔레콤, 휴대
폰마니싸, 위너스텔레콤, 애플모바일현대시장점, 광성텔레콤 평원로점, 신도시모바일, 에스디(SD)정보통신, 폰시대, 신우네트워크, (주)동부통신, 유한회사 투비통신, (주)웅
기정보, 유)패밀리정보통신, (주)폰탑(장림점), 아이디스마트샵, 시찬통신, D&B 정보통신, 인우통신, 미르컴퓨터, 커피스토리첫번째이야기, 뱅크통신, 위더스 컴퓨터, 핑크
통신, 청해정보통신, 이삭정보통신, 하늘 통신, KS포스넷.크린월드, 프로매니아, ABC정보통신, 갤럭시, 동원장식산업, 백호이동통신, 오름정보통신, 스페셜통신, 클로버통신,
럭셔리텔레콤, 폰랜드 여수점, 미디어정보통신, 이안정보, 마이티통신, 유한회사 투게더, 휴대폰스마트프라자, 떳다 중고폰, 가온센텀, 솔로몬정보, 한려통신, 갤럭시여수
점, 용정보통신, 여객선터미널통신, 아이러브폰, MCP정보통신2, 태일텔레콤, 이온애드, 누리모바일, 페레그료스턱, 유로통신, 엉클모바일, JMON모바일, 휴대폰클라쓰, 모
바일1번가, 오케이플래닛 2호점, 훈모바일, YES텔레콤, 주)석영, (유)나눔 안산점, 주식회사 투게더정보통신, 라온유플러스, 유한회사 투게더 봉산점, 알파전자통신, 신세기
통신용산대리점, 테크노마트, 스페이스, 천지통신(무주점), 한울한별, 휴대폰7번가북대점, 한백이동통신 동산점, EVERYDAY통신, 휴대폰갤러리, 엘지그린컴퓨터, 동일통신,
폰마트휴대폰쇼핑몰, 스마트멀티샵 찬스통신, 통신천국아중점, 반월통신백화점, 수이동통신, 효성통신, 휴먼통신2호점, 스마트코리아, 레인보우통신안골점, 진우통신, 세
븐네트웍스2호점, 폰마켓반월점, 썬이동 2호점, 이티통신, 썬네트웍스, 통신명가, PL통신, 용암통신, 클푸통신, 삼국지통신, 한솔통신(송천), 한길정보, 익이통신, 구희짱 통
신, 이든(EDEN)정보, 이서통신, 에스와이 텔레콤, 가온텔레콤 13호점, 지연텔레콤, 한경엘티이통신, 라온2, 휴대폰마켓 병천점, 이앤박 모바일, 에이치엠 신불당점, 삼척
휴대폰할인매장, 유한회사 화승, 유한회사 에스엠통신, 유한회사 빠른정보통신, 유한회사휴대폰아울렛, (주)세븐네트웍스, 유한회사알뜰텔레콤, 주식회사 아이티마트, 박
가통신, M 텔레콤, 한결모바일, 재원정보통신, 좋은폰, 엠씨텔레콤, 우연텔레콤, (주)이다글로벌 한숲시티점, MK모바일, 보보통신, 통큰이동통신, 오공통신, 친구통신 경희
대점, S컴퍼니, 모바일특전사, 이에스모바일 삼산점, 엘모바일(LMOBILE), 수빈통신, 휴대폰싸나이(세교), JP(모바일), 큐큐통신, 브이모바일, 형제모바일, 킹스, 더원텔레콤
대연점, 폰마트위례, 태영텔레콤, 소이정보통신, 와이쥐모바일, 사계절통신 관문점, 열두시오십일분, 탑코스, 힐스통신, 세원정보통신, 박혜진의휴대폰이야기, 휴대폰면세
점 호매실직영점, 전주아이폰수리스마트폰아이, 에이치엠컴퍼니, 와이앤비모바일, The 폰 전민점, 정브로텔레콤, 청라정보통신, (주)윤동시스템, 주식회사금별 중앙시장점,

몽키모바일, 아지트핸드폰, 착한휴대폰 2호점, YJ모바일, 잼잼통신, 려원모바일, 이에스텔레콤6, (주)엠티에스 네트웍스 간석, (주)으뜸커뮤니케이션답십리점, 플러스 애플
라이프, 로사네트워크, 시후모바일, 예진, 에스에스모바일(SS모바일), 참통신2, 구구텔레콤, 휴대폰스토리, 승천갈산점, 상해통신, 공감모바일, 알뜰통신, 태왕통신, 모바일
다이소, 이레행복통신, 미쁜모바일, 쾌남정보통신 오정점, 폰시대3호점, 반반통신, Y&K모바일, 국화모바일, 테크노모바일, 도윤정보통신, 와이케이모바일, 아시아 비젼, 사
거리텔레콤 3호, 디알도산, 세연모바일, 폰수리, 참조은모바일, DO드림 호평점, 폰(신중동점), 거제통신, 우리통신1, 지에스, 금동텔레콤, 폰다이쏘, 헤니정보통신, 제이드
정보통신, 피치모바일, W커뮤니케이션, 폰멀티샵, SH통신-스마일해피, 주식회사 에이치디텔레콤(정릉, 주식회사 문스토리, 러브모바일 정림점, 만복통신, 폰폰통신, 수락
원텔레콤, 루나 Mobile, 거상통신 주엽점, 핸드폰아울렛365 대치점, 모바일플랜(명촌점), 축복통신, premium 모바일, 대원통신, 만수르텔레콤 신부점, 평화텔레콤, 쾌남정
보통신(가좌), (주)이지웰컴 하안지점, 퍼팩트 텔레콤, 보배텔레콤, 춘추오성정보(위너2호), 콩통신, 폰사119스마트, 럭키이동통신, 실로암통신, 봉 정보통신, 마이폰, 선진
모바일, FM중고폰, (주)자산, 리얼미라클(주), 오렌지모바일 전포점, 주식회사 텔코, 연합대박정보통신, 정성텔레콤, 태승모바일(본점), 칠성모바일, 나현휴대폰, 더폰텔레콤,
피케이통신, 미래폰마트, 승천모바일 석남, 휴대폰 자판기 2호점, 하이폰마트, 더드림통신, 전주중고폰 탑폰, 옥동모바일, 닌자통신, T-모든정보통신, (주)아이티다올, SH텔
레콤, 언니쓰모바일, 원주통신, 은이나라, BD통신, 열무통신, 행복할인매장, 미스터휴대폰 대전관저점, 더원텔레콤 광안점, 폰프렌즈, 달빛통신, 피앤비, IHTELECOM, 차칸
통신, 이룸컴퍼니 상남점, 옵티머스 모바일, 와이에스통신, 02텔레콤, 주식회사 군이동통신, (주)아이엔씨, 스마트한세상, 해내음통신, 엘에이치모바일, 안나통신 2호점, 주
원모바일, 서주모바일, 라임텔레콤, 아직 한대 남았다, 펀잇, 할랄텔레콤, 평수네 휴대폰, 정관통신2, 의리텔레콤, MJ모바일, TRY(트라이모바일), 백운핸드폰, 청솔텔레콤
은행점, 우수정보통신, 앤조이모바일, 나현통신, 다슬기통신(봉선본점), 제이엔모바일, 지제이, 제이씨 모바일, 첨단이동통신, 찜텔레콤, (주)준텔레콤, 주식회사 멈스텔레콤,
태경정보통신, 태희텔레콤, 믿음모바일2호점, 형제모바일1, 엔제이(NJ), 피플통신(밀양점), 나눔로또 예대점, 태한통신, 폰사자(SS통신), 레드스마트통신, 혜람통신, 서비통
신, 현대이동통신, 다다통신, 유이통신, my텔레콤, 더 원, 제이앤비텔레콤, 평원, 아낌없이주는폰, 친구남문점, MC텔레콤, 히야텔레콤, 주식회사 와이에스피 갈마점, 천개
상사, 탑원(TOP ONE), 초코, 호통신, 준방통신, 통신1번지, 도계통신, 제이디 폰마트, 광통신 병점점, 아시아폰마트, 행운정보통신, 나야카레, (주)멤버스, (주)앤트연서점,
만민, 주식회사 글로벌텔레콤, (주)스마트솔루션, 도도통신 노학점, 화인테크, 팡팡스마트, 우진폰, 용암폰마트, 영경정보통신 삼호점, 비티에스, LH커뮤니티, 다원, 와이컴
퍼니, DY통신, 청주 공짜폰, YG텔레콤, 폰나라월드, 시그널, 이노모바일, 국방이동통신17비행단점, 베스트모바일 불당점, 폰아울렛3, snsmobile, 대찬통신, 고텔레콤, 휴대
폰컨설팅, 다음모바일, 수리정보통신, 유리바다통신, 제이디펌, 림's 휴대폰, 동서텔레콤, 오렌통신, 유니콘통신, 진주주연, 바나나텔레콤, 스마트한폰세상, 익산중고폰매입
아프리카폰, 더원텔레콤 남포점, (주)제이앤씨, 신세계 전화, 뭉치텔레콤(폰뭉치), 사오정1호점, 빅스모바일, 폰할인마트3, 잘해주는 핸드폰 매장, 뉴빠세 텔레콤(명장점),
짜피모바일, 쓰리고, 제이앤제이모바일(J&amp;J), 통신골목1번가 신월성점, 명지정보통신(조원점), tea phone(티폰), (주)태성통신 범어점, MJ 홈 모바일, 씨아이엠, 삼백통
신, 1984컴퍼니, 용주텔레콤, Phone Outlet, 도도통신 조양점, 통신병 통신, 너랑나랑텔레콤, 디에스 정보통신, 폰아울렛샵, 쾌남 정보통신 청천점, 디유모바일, 예스컴퍼
니, 아리정보통신, Gold Zone, 휴대폰과친구들 롯데점, 휴대폰위드, 인덕통신, 상지컴퍼니, 오키도키텔레콤, 골드정보, TS 모바일, (주)워너원, 씨케이모바일(CK모바일), 인
범모바일, 다연 컴퍼니, 공단휴대폰, 스카이원, 디엔에스텔레콤, 비에프, 셀모바일 평택포승점, 쭈니모바일, 에스지모바일, H.M배방점, 넘버원 모바일, The착한휴대폰, 12
번가, 가좌텔레콤, 천안 큐큐휴대폰, 착한집, 오봉모바일, 킹아이스크림, 엘샤다이텔레콤(괴정점), 아이텔레콤 군산점, 지구통신2호점, 곡반럭셔리, 짱2, 엠제이(MJ)모바일,
(주)굿쎌폰, 주식회사 해놀, 폰통령, 대교통신, 햇님통신, 리스펙트텔레콤, 셀모바일목포연산동점, 제이씨, 프라임, 휴대폰스타2, 아이모바일 망포점, 폰사닷컴, 매화 텔레
콤, (주)신세계통신, 소중한 휴대폰 미사점, 트윈텔레콤2호점, 모전텔레콤, 사거리텔레콤6호, 준아이티, 벼리정보통신, 제이더스텔레콤, 도마사랑텔레콤, 오케이(O.K)텔레콤,
바른통신연구소, 에프엠작전, UC모바일, 더(THE)최고야 텔레콤, (주)대경네트웍스, 빅조모바일, 정스커피, 비욘드, 우즈텔레콤, 카카오폰 영등점, 아이에이치3, 탄탄대로폰

마켓, 나연모바일, 쎄븐텔레콤 심곡점, 청춘대길, 폰마트 오남점, 웅모바일, 서동모바일, 옥천1등 휴대폰, 에이치통신, cube모바일, B2네트웍스, 구풍(창고폰), 동서통신, 대
일, 이지컴퍼니, 태연, 피오, 주식회사 위드위, 주식회사배티, 베스트원 정보, 폰데이 한성대본점, 온누리모바일, 이엑스 모바일, 훈민정음5, 더드림, 역전통신, 영웅폰, 넘
버투, 에스엠(SM)통신, 베리통신, 문산도매폰, 다이아통신, 어벤져스 통신, 여주본가, 벤츠통신 2호점, 이룸컴퍼니, 꽃길통신, 오지정보통신(0G), 셀모바일 안성점, 동네오
빠폰가게, 3EUM통신, 소니모바일, 부자텔레콤, j.k모바일, 주원정보통신, 리우통신 대현지점, 사과, 오라이통신, SM법원점, 건우모바일 둔산수정점, 폰스타일, 광윤통신, 친
절, 공짜나라, 지에이모바일, 드루와모바일, 돼지텔레콤, 서모바일, 리즈모바일, 부라더모바일, 준케이휴대폰, 피플통신(금호점), 히노정보통신, 폰살롱, (유)나눔폰스토리(부
영점), 샵블루, 대경통신, 대성 PHONE MART, 딸기아빠, 호야 모바일, 제이비(JB)텔레콤, 달억컴퍼니, 일성텔레콤, 차이홍통신, 라온하제모바일, 일원통신, 비엠티대박통신,
로얄통신 서신점, 강서모바일, 둥이폰, 코딱지텔레콤 2호점, 토토텔레콤, 한결모바일 난곡, 액정클리닉, 다원이동통신, 유모바일, 선행통신, 도량 행복통신, 삼부통신, 더
좋은통신, 유토피아 정보통신, 엠에스(상갈점), 패왕통신, 용호정보통신, 위너 사당점, JC정보기술, 웰컴투 모바일, 단골통신, 디비죽전점, 러블리 모바일, Mmobile, (주)나
눔정보통신 괴산지점, 휴대폰한판붙자, 강제모바일, 진선미통신, 광교DB통신, 연성통신, 상생컴퍼니, 에스씨엘통신, (주)아이앤제이텔레콤대림역점, 뉴대박통신, 배곧JL통
신, 유나 모바일, 루키앤키다리, 탑(TOP) 정보통신_주월, 스마트모바일2호점, 한백텔레콤, 서원모바일, 정해텔레콤, SI(에스아이), 주식회사 디투디, 주식회사 안심이, 짱통
신비산점, 브라더컴퍼니, 대나무텔레콤 상동점, 헬로벨2호점, 라임모바일, w모바일, 에스(S)정보통신, (주)맥스리치 영통점, 하늘커먼스 신월점, 신당휴대폰할인매장, 동네
방네 통신, 오군 모바일-강변, 통신왕국 노대점, 와룡정보통신, 디앤엠모바일, 서호텔레콤, 마리텔레콤, 뱃살텔레콤, 지아통신, 아바텔레콤, 사라모바일, 뉴월드모바일 괴
안점, 휴대폰면세점 백석점, 폰새강자, 유비, 상록, 제이알(JR)텔레콤, 삼둥이네폰가게, 코인통신, 판다모바일, 케이(k)텔레콤, 동준정보통신, 폰 스토리, THE.폰#, 붐, 주식
회사 대로씨앤씨, (주)하이풍산성동지점, VIP모바일, 헤라텔레콤(옥정점), 동네아지야, 동글이폰, 참좋은 커뮤니케이션, 새롬정보통신(주안점), 빌리언모바일, 대박 모바일,
팔복 모바일, 다크모바일, 민희수모바일, 하나컴퍼니, 만나텔레콤, MD통신부송점, 기가컴퍼니, 디몰, 위례통신2호점, 에스티에이, 아이조아모바일, 하늘대리점 중앙점, 세
븐네트웍스 송천점, LH모바일, 피플통신모바일, 주식회사 명성대박통신, DK모바일2호, 신세계텔레콤(석산), 오리통신, 남매 통신, 달링 모바일, 한결, 달마정보통신, 정상,
큰산휴대폰, 중고폰#, 주식회사 오케이글로벌컴퍼니, 폰프라자6호점, 슈퍼맨통신, 엠투정보통신, 경아텔레콤, 디와이엔티(DYNT), 건메통신, 서호텔레콤 목동점, 생각대로
통신, 어울림통신, 양군모바일, 영텔레콤 충무점, 에이시티, 옆집통신, 가즈아폰 강남역점, 케이(K)커뮤니케이션, 라기텔레콤, 엔에스모바일, 보수순수정보통신, 오에스컴
퍼니, 베테랑, 케이더블유, 휴대폰 멀티샵(금산점), 폰마이웨이, 삼성플러스모바일, 에스제이컴퍼니, 삼각통신, 군산텔레콤No1,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씨앤씨 오리점,
소담모바일, 용통신, 모바일면세점 둔포농협점, 모바일국가대표, 한창, 두정역점, 태섭모바일, 라인파워, 새 서울 텔레콤, 제우스통신, 버번컴퍼니, 선진모바일, 제로투모
바일, 환영모바일, 열방통신, 라인, 주식회사모바일존팔달점, 주식회사 휴먼, 주식회사 와룡, 우진모바일, 친절한 양예사리, 로드컴퍼니, G.A.V.O MMS(가보), 영CEC, ALL바
른통신, 람바노텔레콤, 유앤아이, 피제이, 핸드FUN샵, 휴대폰 114, 국민휴대폰, 바꿈텔레콤, 월드텔레콤(송천점), S&M텔레콤, 땅파서폰파는집 충무점, 오리모바일, (주)예
진통신 엠원지점, 두여자텔레콤, 보물섬, 성경텔레콤, 폰쌈, DB30사천스마트복구, 부경텔레콤(연산점), CMS모바일, 헬로벨정보통신, 스토리모바일, 메가모바일그룹, 넘버
원휴대폰화정, 위너모바일, 이에스텔레콤, 해랑모바일, 폰시아 내당점, 바바모바일(관저점), 신사모바일, 조조통신, 디씨컴퍼니1, (주)YD컴퍼니 미아점, (주)케이본가 대구점,
통신쟁이, 폰베스트, 태범[TB], 우리커뮤니케이션즈, 핸드폰마켓, 스마트통신 송내점, 코코아모바일, M.S.텔레콤, 스마트통신 화도점, 수미정보통신 3호점, 시은모바일, 탱
고, 삐삐폰, 케이에스 상하점, 킹콩스모바일, 기안모바일, 휴대폰9900, 솔솔, SY모바일, 세웅텔레콤, 주식회사 케이본가, JH모바일, 백두통신, 지모바일(Gmobil), 아싸모바
일, ON중고폰거래소, 전국통신, 명광통신, 말랑통신, 베스트모바일 백석1호점, 휴대폰마켓 두정점, 레오똥신, 슈퍼맨통신 2호점, 다온컴퍼니, 도매 모바일, 유엔플러스,
기후텔레콤, 스탑모바일, LTE파란, 거인통신, 넘버포, 사천대박통신, 야옹모바일, 내수텔레콤, 주식회사 햇빛모바일, 위너까치시장, 봉선프라자, 손오공통신, AM통신, 선민

정보통신, 지케이텔레콤, (주)태산당 강변, 써니통신, 신길텔레콤, 로데오 모바일 샵, 굿모닝모바일2, 아빠통신, 폰왕국, 땅파서폰파는집, 휴대폰할인매장(스피드텔레콤), 에
스엠티, 케이엔투통신, 천명정보통신, 대원정보기술, ON모바일, 라인(LINE), 다락방통신, 하나로모바일(남목점), (주)폰탑(물금점), 산하텔레콤, 장군통신, 신부휴대폰마트,
휴대폰천국 연산점, 시장폰, kr모바일(구로디지털점), 안곡통신, 다현정보통신, ABOS, 영흥통신, 대도텔레콤 태화점, 정광통신 검암점, 도강통신, 야크통신, 건이모바일, 미
래정보통신(장현), 주식회사 금별 휴대폰창고지점, 대전 아이폰수리, 투비글로벌, 채움모바일, 씨씨테크노파크, 프리네트정보통신, 엠엘 컴퍼니, 새용3호, 산하정보통신
선암점, 조선무전기, 짠이tca, 신우모바일, 더폰모바일 내유점, 케이앤케이모바일, 황제, 모바일박스, 베베폰, 휴대폰마트 목천4호점, 재이네, 하이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
오, 엘샤다이텔레콤 미남점, 여포통신, 더위대한현우(DGH), 청년폰, 상상모바일신천점, 베스트모바일 백석2호점, 총각네판매점, 제이엔에스텔레콤, 아임모바일 정관점,
에스에스(SS)모바일, 제이와이제이 커뮤니케이션, 단원멀티샵, 화진정보통신, CU모바일, CK텔레콤, 차이나텔레콤, 명동폰, 디엠에스모바일, 김앤허휴대폰아울렛, 프리미어
텔레콤, 송파스타일텔레콤, 지성종합통신, 정가텔레콤, 폰당폰당, 한아름정보통신, 주식회사다온기술 호남본부, 유유정보통신, 휴대폰STORY, 세영통신나라, 휴대폰 사랑
방, 부엉이통신, 와요, 휴대폰 도매프라자 본점, 안선수텔레콤, 와이피모바일, 브이브이아이피(VVIP), 대빵컴퍼니, 문모바일2, DK모바일(연무점), 아이신나라, (주)청년사업
단 만수지점, 뚱보네휴대폰 4호점, 재인통신율량점, 무무통신, 스폰정보통신-풍암점, 엘티이통신, 서비정보통신, 성지통신, 온유통신, 현석통신, 넷파트너, 위너TFK부평점,
씨엔(C&)모바일, 골든트리통신, 클래시아스마트샵, 밤통신, 참조은텔레콤, 달콤텔레콤, 타이거통신, 폰썸모바일, 주안정보(총각네폰), 차이홍 통신, 브로모바일, 오즈모바
일, 백년모바일, 일등 통신, 중고폰buy&sell, 에스씨브이, 부자(父子)통신, 노랑나비, 역시우리, 꽃길, 땅콩모바일, 스폰정보통신, 위드텔레콤2호, 아리랑, 스타폰, 싸다구폰,
광복정보통신, 폰원, 주식회사 제이엠 신정점, 한가람정보통신, 싸군통신 효목점, 연디지털통신, 도원정보통신, 미래플러스, 대구텔레콤, 새마을정보통신, 스타제로, 수성
텔레콤, 시지정보통신, 성광전화통신, 엄지통신, KTF수성프라자, RUN정보통신, 고인돌통신, 하나로(NEXT), 동대구유림, 시지광장통신, 씨피(cp)통신, 시온통신, 대박통신(지
산점), 비케이모바일, 쿨정보통신 지산점, 성우정보통신, 단디샵, 두산텔레콤, 해성유통, KB통신3호점, 웅비통신, 테크통신, 미담통신, 천지연통신, 경보정보통신, 대신통신,
곰통신, 미달통신, 월드통신 시지, 호경플러스2정보통신, 청아람통신, 유심대리점, 너부리모바일, 이노텔, 새마을통신(공항점), 이정통신, 아지야통신, 세화통신, 에스엠정
보통신, 연희통신, 한미텔레콤, 청포도 텔레콤, 티오통신, 황소통신, 창진정보통신, 청심네트웍, 스마트모바일 유천점, 강아통신, 코리아정보통신, 시너직 호전텔레콤, 탄
탄대로 폰마켓2, 늘봄통신, 더 뉴예현컴퍼니, 한림엘티이통신, 대장모바일, 내담텔레콤, 블레싱, 아이원컴퍼니, (주)제일모바일 진양동점, 주식회사 엠원모바일, (주)한국대
전모바일, 륜경통신시스템, 청룡통신, 유피텔레콤, 은하텔레콤, 공단전화통신, 벼락정보통신, 금강산통신, 유림통신, 글로벌정보통신, 매니아통신, 팔달통신, 해피텔레콤롯
데점, 으뜸통신, LTE, 하늘통신밀양점, 유성정보통신2호점, 호야네폰가게, 하이킥통신, 엔제이통신, 천일정보, 만평통신, 천국통신 스펙점, 감문통신, 서현통신, 오오통신,
보물선통신, 황제통신, 리더스통신, 폰프린스2호점, 히야통신, 뉴스타, 대가야정보통신, 제허니통신, 비유(BU)텔레콤, 이편한통신, 컴사요, 우리텔, 탑(TOP)통신, 국제, 펀통
신, 하동통신, 재민통신, 크로바통신, 대명전산, 구남통신, 따르릉통신다산점, 고령준통신, 에덴통신용산점, 명보통신, 태산무역, 휴대폰전국최저가, 하랑텔레콤(내당점), 크
롬통신, 피플통신, 느티나무통신, 대구전자담배(해바라기통신), 세명글로벌, 럭키통신, 구 대도통신, 미라클 모바일, 제이파이브, 드림비즈텔, 동아이동통신, 대도통신, 더
블유, 올뉴모바일 배곧2호점, (주)도경이엔씨, 주식회사 허브넷, 오대양통신, 고려정보통신, 성동정보통신, 전보통신, 다솔, 형제만물사, 가조통신, 파발마정보통신, 이수통
신, 새드텔레콤, 필립정보통신, 태극통신, 터미널정보통신, 큰사랑, 엔젤OA통신, 만남정보통신, 슬림정보통신, (주)서울전자통신, 오케이정보통신, 굿타임두번째, 유한모바
일유통, 동아통신, 리더스정보통신, 하빈통신, 보물섬통신, 웰컴통신, 공짜파티, 슈퍼맨, 휴대폰천국(칠곡점), 11번가통신 중앙로점, 땡큐통신, 세종텔레콤산격점, 신동텔레
콤, 맨텔레콤(동천점), 11번가통신 사동점, 정직통신, 쌍용통신, R.B모바일, 11번가 통신, 투투, 빅마트, 패밀리텔레콤, 레오통신, SK종합프라자(왜관점), 라이온모바일, 설통
신, IMT정보통신남산점, 삼영텔레콤, 서문통신, 모바일 연, 라움텔레콤, 장인통신, 동인텔레콤, 미산통신2호점, 아진텔레콤, 스마트수리몰, YJ통신, 한국스마트폰거래소, 카

이져텔레콤, 씨즈통신, 미라클, 토토통신, S.T유통, 재원통신, 유코아칠곡, j원 mobile, 큰사랑2호점, 효리통신, 파도텔레콤, GnB, 행복알뜰폰, 안계통신, 케이엘통신, 킹 텔
레콤, 색종이, 메이저텔레콤, 대승, 에스와이통신, 애플박사, 갱스폰, 아시아컴퍼니, 용죽텔레콤, (주)클라임 현풍지점, (주)다보텔레콤, (주)메인통신 칠곡지점, 민석통신, (주)
폰탑 창원점, (주)아일랜드, 감포텔레콤, 아이엠통신, 영천텔레콤, 충효텔레콤, 대구프라자, 누리교역, 세정정보통신, 신세기통신, 별별통신, 현영정보통신, 통신뱅크, 다나
통신, 영신텔레콤, 봉봉통신, 하하통신, 효감의료기, 한누리통신, 명사정보통신, 둥이통신, D&G통신, 건천통신, 안강sk텔레콤, 꿈애모바일, 휴대폰강대국2, 금명, 만수르텔
레콤, 양심모바일, 선불폰 중고폰 폰테크모바일, 오에스에스(OSS)텔레콤, 바다 정보통신, 하랑텔레콤, 하윤텔레콤, 하이파이브, 세교휴대폰명가, 통신한마당, 흥해정보통
신, 지원컴퓨터(영텔레콤), NW정보통신, 남부정보통신, 붐텔레콤, 한진정보통신, 대일텔레콤, 알뜰폰 모바일, 휴대폰공장직영, 대명종합상사, u1플러스, 일광양행, 신세대
이동통신, 오천정보통신, 네이트통신, 종이텔레샵, 당근텔레콤, 코리아텔장성점, 영정보통신, 은비텔레콤, 위드텔레콤, 모바일캠프, 레전드 텔레콤, 강한통신, 스카이, 가남
텔레콤, 교텔레콤, 명품2호점, 다윤텔레콤, 퍼스트통신, 원플러스, 더블루(각산점), 하나폰 시온휴대폰, 나인텔레콤, 성무통신, 휴대폰365마트, 대한민국만세텔레콤, 코아루
텔레콤, 착한아빠폰, 혼, 다둥이통신, 우정텔레콤, 향림통신, 나누리텔레콤, 동원텔레콤, 케이원, 크레스코, 서종텔레콤773, 캠프비에스모바일, JC커뮤니케이션 LHJ1호점,
하늘, 유엠(UM)모바일, 와이 모바일, (주)엠아이코리아 광명점, 폰백화점, 영덕 SK 텔레콤, 트윈텔레콤, 폰뱅크후포점, 영해통신랜드, 강구통신, 울진통신랜드, 형제통신(2
호점), 힘찬통신, 영덕통신, 지음 모바일, 넙뒤텔레콤, 구구폰, 학장텔레콤, 휴대폰마트 쌍용6호점, 해피컴퍼니, j통신, 주식회사 페이즈커뮤, 주식회사 지디엠 신안점, 주
식회사 한성모바일, 서진텔레콤, 010안동대리점, 애니콜SHOP, 창흥정보통신, 옥동텔레콤(TELECOM), 의성콤, 연필정보통신, 에스앤(sn), 청룡텔레콤, 불티나통신, 안동제일
정보, phone buy, 경북텔레콤, 봉양통신, 휴대폰 코리아, 경북통신, 백호, S.B통신, SM스토어, 버블버스터 안동본점, 동글이텔레콤, 휴대폰대통령, 신시장통신, 호반텔레콤,
수호정보통신, 디엠통신, 엠앤에이모바일, KB이동통신, 하람2호점, Bros모바일, 보스모바일, 다슬정보, VOVO통신, 온이모바일, 디자이너클럽, 억조정보통신, 왈로텔레콤,
백호모바일, 케이앤케이 컴퍼니, 퍼스트텔레콤 2호점, 진만통신, 아이엔씨 양재역점, 아바모바일, 에누리(ENURI), 휴대폰할인매장(맹동점), 히어로, 브라더텔레콤, 쿠키, Z
C&C통신, (주)제이제이토탈, 선산정보통신, 아롬통신, 성주스타통신기획, 승신텔레콤, 제이엔텔레콤, 마이세스, 통신랜드(성주), 일촌통신, 일신통신, 폰시아, 드림텔레콤+,
야후정보통신, 해피텔레콤성주점, 일류통신, 석정보통신, 라라텔레콤, 폰이조아(옥통신), 로또통신, 쿨통신, 모바일프렌즈, 가로수텔레콤, 지평선핸드폰, 쿨보이 텔레콤, 베
스트모바일 용곡점, 디디디모바일2, 이든, JM모바일, 제이에이치 모바일, 우정동 핸드폰 젤 싼집, 총각네 텔레콤 배방점, 스마트폰 도매센터, 디오텔레콤, 슈퍼텔레콤, 해
피텔, 에스케이모바일, 사거리이동통신, 디직스코리아, 소망텔레콤(빡다방), 황대장 통신, 아이컴퓨터 i-telecom, bluesky, 샤인통신, STC통신, 모바일통신, 해피텔(점촌점),
럭키스토어, #휴대폰카페, 대나무모바일(아주점), 두두통신, 태승모바일 신천점, DC폰 프라자, 통신왕국 용봉점, 위너TFK, 주식회사 배티 구암점, 이지 컴시스템, 풍기정보
통신, 오기정텔레콤, 투온텔레콤, 청호정보통신, 휴대폰싸게사는집, T텔레콤휴천점, 폰&amp;컴, 미스터텔레콤, 휴대폰꽁짜마트, 생각대로T, 폰1번가, T명동, 휴대폰 젤싼집,
느낌표텔레콤, 휴대폰꽁짜마트2, hi-telecom, 아인텔레콤, 건어물통신, 코리아모바일, 디엠씨 네트웍스, V I P정보통신, SK정보통신, 엠비엠 천년나무점, JNB통신, 중앙텔레
콤 주식회사, 공일공모바일샵, 북삼프라자, 솔져(Soldier)통신, 진선인, 하늘정보시스템, 공일공텔레콤, 울트라정보통신, 휴럼 구미점, 단디모바일, SK중앙통신, pc라인, 유
니온 정보통신, 통신공화국, 포에이스컴퓨터, 스카이two, 위드컴, 세영정보통신, 태우, 이음통신, 굿타임통신, 명품정보통신, 열강통신, 네이버정보통신, 유니온 텔레콤,
성일정보통신, 희상통신, 폰즈포유텔레콤, 파워컴퓨터, 도량sk, 세상의 모든통신, 우신통신, 오태프라자, 폰수리공 구미 아이폰수리, 필 (feel) 통신, 휴럼, 폰팡팡공짜팡팡,
상모정보통신, 스마트폰스토어, 오이통신, 세화통신(동명점), Phone&폰, 휴대폰대박싼집(칠곡), 벤츠통신, 지텔레콤옥계점, A1정보통신, 필통신, LK모바일, 단비텔레콤, TM
통신, 큐통신, 제이쓰리통신, 햇님모바일, 구미모바일, 구미민주정보통신2, 폰살땐 폰직구, 오짱텔레콤, 세나정보통신, 마당텔레콤 유강점, 둥글이텔레콤, 아이폰수리타운
천안센터, 대빵모바일, 핸드폰가게(사우), (주)제이엠파워텔, 주식회사허브넷 SJ가음점, 서대구통신, 한길텔레콤, 고려정보통신공사, 진정보, 미디어 통신, 하이브통신, 하이

통신(침산점), 명덕정보통신, 도통신, 투스타, 애플매니아, 도라통신, (주)명인텔레콤, 아리랑통신, 팔강정보통신, 송현텔레콤, 한국연합통신, 폰아저씨, 헬프텔레콤진천점,
C.P텔레콤, 워낭소리, 참텔레콤, 프리패어드, 옴세통신, 지영통신, ck통신, 폰시아남구점, 현강통신, 더블유(W)텔레콤, 뉴스타통신, 셀라통신, 광개토 통신, 천지텔레콤, 대
백통신, 씨2텔레콤, 블루가이통신, SK남대구통신, 1번가통신 세천점, 노피통신, 일광텔레콤, 참 통신, 스마트마켓 SM, 빈스(BINS), 존통신, 투제이통신 월성점, 부성통신,
대인배모바일, 영심텔레콤(2호점), 한가족통신, (주)블루스카이용산지점, 주식회사 만선, (주)브라더스솔루션, 우창통신, FM통신, 한빛종합통신, 뉴미래, 미래플러스통신, 이
노통신, D.K통신, 곰텔레콤(경산점), 열 정보통신, 최고야통신, DOC텔레콤, 초콜렛그루브, 디솔루션, 은승정보통신, 디오씨텔레콤, 달9통신, 영재통신, 열강텔레콤, 빈스통
신, 레알통신, 유코아, 태양텔레콤, 청도지니통신, 투제이통신 불로점, 구글정보통신, FCNMOBILE, 남문텔레콤, 마리오텔레콤, 친절한텔레콤 서신점, 샴푸폰나라 송정점,
스마트아울렛, 가연통신, 모바일명품#, 삼팔텔레콤, 하이츠텔레콤, POOH통신, 일등모바일프라자 북구점, 어썸 고려대점, (주)훈정보통신, 이에스텔레콤2, 성찬대리점, 제
이와이텔레컴, 가은통신, 충청짱, 우바인터내셔널, 비너스모바일, 덕후모바일, 명품휴대폰, 셀모바일 조치원점, 포시즌모바일, 대한정보, MJ홈모바일, S.H(에스에이치)통신,
베스트컴퍼니, 김천 영통신, 태향, 코넥, (주)한결정보통신 민락점, 주식회사 라온글로벌 상현점, 미남통신 안산본점, 착한 모바일, 심곡텔레콤, 존버, 하이테크, 이슈텔레
콤, 리우모바일, 포시즌, 용두통신, (주)디데이컴퍼니바른청년통신, 셀모바일 목천점, 오구텔레콤, 빼꼼모바일, 대박나라토평점, 예린통신, 원탁통신, DT컴퍼니, 주식회사 비
즈메이킹, (유)나눔바른점, 주식회사 아이유케이, 화신정보통신, 대일정보통신, 폰웨어하우스, LOL모바일, 스타(STAR)TCA, 예원통신, 투에이치, 소울, 준이모바일, 포항텔레
콤 주식회사, 씨엔모바일, 함적통신, 방문폰 남성시장점, 교보동읍점, 스마트일번지, 거성제이, CH Telecom(연산점), 행복한 폰나라, 에이치앤, 휴대폰신세계2, 보스텔레콤,
슈퍼마켓텔레콤, 오산 아프리카폰, 카카오 정보통신, 쾌남정보통신 부개점, 시나브로, 한라도담모바일, 엠투(M2), (주)가온누리네트웍스 경산점, 빠른통신 폰마트, 휘성,
더존텔레콤, 제이엠(JM)모바일(가정점), 성재텔레콤, 폰세일모란점, 케이 모바일, 생활의PLUS, 한우물, 휴대폰신세계, IMT 모바일 봉담점, 제이쓰리컴퍼니, (주)한맥비에스
휴대폰도매센터, 엘림텔레콤, 만세통신 W스퀘어점, 문씨어터, 혀니텔레콤, 영재텔레콤, 쏭모바일, 휴대폰365백화점, 지나텔레콤, 화정통신, 넘버원텔레콤, 명근통신, 어울
림통신2호점, (주)브라더, (주)니즈플러스광주지점dc마, 대박통신인창점, 에스와이 모바일, 장평텔레콤, 피오모바일, 스마트포유, 리우모바일평리점, MC모바일, (주)브릿지드
림, 화곡직영점, 케이엔씨모바일, 삼영통신, 모바일센터, 헬로정보통신, 소리샘 효성점, 서해통신, 주식회사 굿프렌드, 아코모바일, 스마트폰 1번가, d.k모바일, 휴대폰아울
렛 성정2호점, 폰&폰, 성남아이폰수리센터도매폰, 땅파서폰파는집덕천점, 주식회사 제이정보통신, (주)대한브라더스, 원스톱통신, 다정통신, 다옴텔레콤, 신세계상사, 아이
유모바일, 영호통신, 티오피, 더블네트워크, 주주모바일한강점, 폰랩, 백곰텔레콤, 채연시원텔 금곡점, N모바일, 엘샤다이 텔레콤 구포점, 탐나는폰, 아우라모바일 2호점,
온라인, 엠엘통신, 티오피텔레콤, 파워핸드폰, 일루TC3, 휴대폰스타, CH Telecom(공주점), JU통신, 세아정보통신, 엔젤, 불당전화국, 도담정보, 공중전화 남산점, 두남자의
휴대폰가게, 오모바일, 지니어스, 포털아이티샵, 전주동행-친절한호성, 휴대폰멀티샵피티, 명품모바일 송천점, 글리스토어, 주)넘버원커뮤니케이션즈터미널, 유안통신, 서
창폰마트, 레드컴퍼니, vip mobile, 본통신, 오라텔레콤, 승승장구텔레콤 5호점, 휴대폰요기요, 주식회사 모바일제이, 청마용전3점, 아이딜통신, 오엠컴퍼니, 폰월드(서부
점), 두청년통신, 개벽모바일, 더블S, 제이원강북구청점, 아라엘티이통신, 갤럭시 플러스, 에스피통신, 이지더폰, 에쓰모바일, 굿모닝TC, 세경통신, 브이피플, 에이티엠 모
바일, 은 컴퍼니, 봉통신, 천관통신, 준 이동통신, 진투모바일, 벙이 모바일, 엠에스(MS)정보통신, 중앙로모바일(풍기점), 스피드통신주식회사, 보람모바일, TH모바일, 제로
통신, 아인통신, 이가정보통신, 가온길통신, 어치브 마석, 우리컴퍼니, 제이은, SHOP애니콜, 투엘, 케이비(KB), 폰나루, 모바일케어, 홈런텔레콤, 루키, 뉴월드정보, 폰브라
더스, (주)위즈엠솔루션, SC컴퍼니, 폰싼집, 스페이스에이, 현정보통신2호점, 더원텔레콤 연산점, 폰팡통신, 찬스통신, 새론모바일, 베스트샵, 원(One)텔레콤, 사거리텔레콤
4호, 메가텔레콤, 폰피아(폰마스터), SH컴퍼니, 엠텔레콤, 로이, 가바인터내셔널, 폰아울렛1, 명지모바일, 엠비, 모비딕, 베스트모바일 배방점, 영맨통신, 모두의 휴대폰, 맥
커뮤니티, 이오스, 햇볕통신, 엘샤다이 텔레콤, 고릴라모바일, J모바일5호점, 한일텔레콤 신갈점, 오!개통모바일, 주식회사 지디엠 서성동점, 휴대폰마켓 성정점, 주현텔레

콤, 대명폰, 11번가통신(서변점), 금릉통신, 액시즈 트레이드, 임군모바일, 유달정보통신, 폰싸롱, 하랑이네, 엘엔씨 컴퍼니, 오그램, 창고형핸드폰 잠실점, 다담모바일, 대
현통신, DR소촌, 아임폰 정보통신 2호점, 대상모바일, 다나와통신, 주식회사 플러스 안양점, 주식회사이씨퍼트 민락점, 미카엘통신, 아재네텔레콤 다가점, 새롬정보통신
산곡본점, 꿀이통신, 투현텔레콤, 무한폰통탄점, 픽폰모바일, 더케이통신, 주식회사케이본가(춘천점), 주식회사유토피아정보통신, 폰스, 똥광통신, TOP모바일, 애플샵, 율정
보통신, 대대텔레콤, 케이제이모바일, 향남 버스폰, 엠디(MD), 아는통신, 평택포승본가, 강명통신, 점프업, 하이재아통신, 통신천국 본점, DO통신, 막둥이모바일, 한성모바
일, 설탕텔레콤(해운대점), 티텔레콤택지점, 킹 휴대폰 판매점, 공짜폰2호점, 중고폰매입 아프리카폰, 별빛통신, 메이져3호점, 아름, 지수텔레콤, 열무텔레콤, 참통신, 하니
모바일, D.S모바일, ns모바일, 더킹모바일, 정주통신, 남양통신, 로데오 폰마트, 더블루(정평점), 소리샘통신군산점, 준우모바일, 사랑정보통신, 휴대폰마트 쌍용4호점, 새마
을텔레콤 전의점, 쭌텔레콤 도화점, Y 모바일, 엠제이 홀딩스, 지지통신, 유코아통신, 에이엘엠네트웍스, 산곡스피드, 골프마켓, 수호통신 월드점, (주)이다글로벌 오산점,
원탑모바일, 뉴클리어, 용광로컴퍼니, 영등포핸드폰, 아이폰청라, 휴대폰랜드마크, 가원텔레콤, 리페어모바일, 명전, 우뚝정보, 연무통신, Rich모바일, 제뉴인, 엘티이코리
아LTEkroea, 주식회사 테라커뮤니케이션, 새폰같은중고폰, 찰스텔레콤, 휴대폰할인매장 (대소점), 남양주 모바일 아울렛, 강남엔젤폰, 정문통신, (주)폰탑 구미점, 스카이행
정사이동통신, 핸드폰파는언니, 남지모바일, 디엔 고척점, 디디모바일, 우승모바일, 베타통신, 비에프(BF)모바일, 세잎클로버 죽전점, K모바일2호점, 보름모바일, 스마트
뷰 텔레콤, 엠에이치(MH)네트워크, (주)맥스모바일 강변점, (주)나눔정보통신 감곡지점, 휴대폰제일싼집, 지니어스모바일, 선정보통신 노룬산점, JMJ모바일, 나자로텔레콤,
이룸모바일, 두리네폰가게, 휴대폰하우스 개신점, 비우모바일신흥점, 도연통신(고창), 지현통신, 카카모바일(kakamobile), 세훈정보통신, 사계절통신 진천점, 뛰는아이들,
일등, 명진모바일, SSaDa싸다통신, (주)허브넷 외동점, (주)쿡진주 중안점, 운정텔레콤, 주노, 비에이치 모바일, 투베이스, 망고 모바일, (주)남포휴대폰도매상가, 퍼스트모바
일 서변지점, 탑정보통신 일곡, 큰세계통신(문산점), 폰시대2호점, 제이엔비모바일, 선불폰 유진텔레콤, 친구네 텔레콤, 명지모바일(할인매장), 폰지비아, 규야텔레콤, 코코
모바일, 명전컴퍼니, 밀양부연, 재구모바일, 모바일M, 제이에이치모바일(JH모바일), A/S통신, 액션 모바일, C&K정보통신, 이마트24 양산목화점, 청주버스폰, 주식회사티지
브이(가고파떼제베, 영은통신, 휴대폰아울렛(쌍용2호), 통신하우스, 명진통신, 백가네 텔레콤, (주)스마트유플러스, 에이스타(A_STAR)텔레콤, 케이비지, 페리도트&휴대폰면
세점, 엠아이텔레콤, 신드림통신, 연원, 휴대폰클라쓰3, 기적을 달리다 만리점, 문문폰(중동), 분당중고폰매니아, 신도림휴대폰 아산점, 비아, 아이메카, 지니텔레콤 죽전
점, 스마트모바일(공업탑), 싸다구 텔레콤, 휴대폰 쇼핑센터, 케이앤씨(KNC), 주식회사스피드, 삼일정보통신, 이한텔레콤소사, 글로벌통신(서상점), 다온정보통신 신용점,
맥스통신 연동점, 케이씨통신, The phone, 포커스(FOCUS), 주식회사오션모바일 3호점, (주)리우통신 신기지점, 맥샵컨설팅, 아인, 더모스트모바일, 비젼통신2, 이에스텔레
콤4, 달인정보통신(두정점), 언니텔레콤3호점, 주식회사모바일존사당점, 주식회사시즈코포레이션, 함께통신, 광복정보, 고구마텔레콤, 대박통신 중곡점, HS정보통신(옥련
점), 지에스모바일2호점, jin텔레콤, 승진, 삼육통신, 하니 텔레콤, 컴온모바일, 케이와이미래통신, 모바일 파트너, 리니통신, 몽구스모바일, TH Telecom, 드림TCA봉천, 쩡별
통신, 가람모바일, 케이더블유산업, 조은모바일, 폰마트 내유점, 휴대폰365아울렛, 킹스타텔레콤 광탄점, 베스트모바일 불당2호점, 팔공모바일, 폰제우스, B.E.Mobile, 희
야텔레콤3호점, CH텔레콤, 미남통신 인천지점, C.P텔레콤 죽전점, 도도스포츠, 썬더정보통신, 셋터정보통신 목동점, (주)오후다섯시 홍제점, 주식회사 수인 칠곡지점, 한빛
모바일, BR텔레콤, 브로스모바일, 센트럴통신, 태암정보, 오마이폰, 재홍텔레콤 서면NC점, 킹통신 송촌점, 주식회사 유심세상, 엠이동통신(원곡점), 착한휴대폰 청주점, 신
암 텔레콤, 비에프모바일, 샬롬통신, 왕킹텔레콤, 압구정샵, 노블레스, 정품통신, 핸드폰천국, 엠시티(Mcity), 부기텔레콤, 록펠러모바일, 팬택용인서비스, 엠투엠, (주)보스
그룹 아산점, 도연통신(진도점), 행운텔레콤(망정점), 대박통신 응암점, 다원TC, 뀨텔레콤, 두드림 컴퍼니, 씨엘모바일, 명인 휴대폰, 소은정보통신, 럭키투, 퍼드림샵, 주식
회사지디엠삼계점, 주식회사씨에이치, 카인드, 땅파서폰파는집 문현대연점, 통보휴대폰, 미니모바일(명동점), 별자리통신, 애플텔레콤배방점, 에스비IT, 이민정의휴대폰이
야기, 주식회사 와이앤에이치컴퍼니, 지윤통신, 스마일정보통신(신길), 해피플러스, 혁신통신, 정언텔레콤 2매장, 짱모바일, 해송, 리딩, 썬(SUN)통신, 디에스정보통신, 진

텔레콤, 알파텔레콤, 전진통신, 팀에스와이, 엑티브(active)텔레콤, TH텔레콤, 대호텔레콤, 행운텔레콤(3호점), 휴대폰가게(탑동점), 피플통신(영주점), 행복한 텔레콤, 도야
텔레콤, 주식회사에프에이치디 왕십리1, 상승모바일1호점, 현스모바일, 디씨컴퍼니 용마, 씨씨컴퍼니, YOLO모바일, 폰샵(Phone#), 현진모바일, 희야텔레콤2호점, 73텔레
콤, (주)캣모바일, 하람6호, (주)제이에이치몰, 주이통신, 서민갑부텔레콤, 공룡모바일, 휴대폰종착점, 퍼스트텔레콤, 와이통신, 조이텔레콤 부천점, YU모바일, 다미모바일,
선주정보통신, 속초아이폰팩토리아이폰수리센터, 내사랑, 옥이통신, 요금수납창고, 믿음, 친구사이모바일, 천별휴대폰, 엠디모바일, 주원이동통신, 디에이치 미래통신, 이
에이치에스, 장승정보통신, 곤지암 통신, 천안 재미스테이션텔레콤, 무등이동통신, 신일휴대폰, 서영모바일, 런닝맨4호, YES 모바일, 와이피 컴퍼니, (주)퍼스트모바일 지
산점, 맹호모바일, 투제이통신 지산점, 육남매텔레콤, 에스쥐모바일, k-1정보, 울산텔레콤, 핸즈모바일, 휴대폰가게 복대점, 제이 모바일, 신길정보통신 와동점, (주)인텔레
콤, 연초휴대폰, 휴대폰하우스(지하상가점), JS통신백화점, 월드텔레콤 계산점, (뉴)SM정보통신, DK통신, K모바일(신중동점), 태랑mobile, 무적통신, 윤이텔레콤, 엠에스종합
상사, 중부위드케이스, 가수원성공통신, 043휴대폰최저가, 일번통신, 더착한폰, 창고형휴대폰, 휴대폰할인마트 배곧 프리미엄, 건텔레콤, 하라통신, 액파통신, (주)보스그룹
수원역점, 주식회사 아름 남성역점, 이에스씨(ESC), 폰몬스터, 상단, 라온모바일, ANNA통신, 왕대박동탄점, 만석텔레콤, 달콤컴퍼니, 디에스, JOOJOO폰가게, 비전통신, 퉁
보텔레콤, HB텔레콤, 에리카모바일, NK모바일, 발해정보통신, 디에이치정보통신, 주식회사 셈틀정보통신, 가온누리정보통신, 오름, 두남자폰가게 라희통신, 빠세텔레콤,
오드리햅폰, 에스지패밀리 규진통신, 중앙M모바일, 디엠피모바일, 오빠네, 폰마트통신, 쎄븐스타텔레콤, 케이에스(KS)텔레콤, 도깨비원, 위너TFK(목동), 반해모바일, 에스
에스모바일2, 지어드림, 제이제이통신 화정스타점, 남동통신, 월봉통신, 휴대폰대통령 성환점, 명성폰텔레콤, 버미통신, 핸드폰 세계, 유진정보통신3, 리더스오브이노베이
션동탄영천점, 수모바일(2호점), 덕산핸드폰매장, BS통신, C.R모바일, 리안모바일, 코이통신, 서광하트, 방그래통신, 성일텔레콤, 초코폰, 제이와이컴퍼니, 하데스모바일, 정
통신(여주대점), 에스제이엠, 레고통신, (주)스타모바일 위례점, 현성모바일, 유유텔레콤, 대광통신, 푸른텔레콤 오산점, 베스트모바일쌍용1호점, 주식회사 유투, 신백통신,
휴대폰DC, 아우라모바일, 문화통신 2호점, 수빈모바일, 최고모바일, 땡큐모바일, 우주별모바일, (주)리더스오브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케이디오, 고릴라폰, 아재텔레콤, 초
코 모바일, 건명통신, 무성텔레콤, LH모바일3호점, 센스, 휴대폰 가게 파장점, 현하, 79mob i le, 브이아이피(VIP)모바일, 주호네, 식스텔레콤, (주)인성아이엔에스, 레드텔레
콤(침산), 이티 모바일, 하랑정보통신, 초이스폰카페, 노바통신, 백두통신 변동점, 성원모바일, 모바일 면세점, 삼원, 스마트선텍, 헬프, (주)맥스리치월드점, 주식회사배티
삼계점, 주식회사 비에스디, 폰싼집2, 배짱통신 산남점, 씨에스모바일, 원플러스원 모바일, 위드유통, GN통신, 후담플랫폼, 주식회사 제이씨컴퍼니, 콩텔레콤, 에스엔에스
정보통신, 나은모바일, 마스터 모바일, 예우통신, 라리모바일 수유점, 쫀득통신, 이브, 이상, 휴대폰NO.1, 홈앤런 컴퍼니, (주)본가 화성점,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모바일, 벅
수통신, 와이에이치모바일(의왕점), 폰마트 도화, Dr 유동, 킹스타텔레콤 연수점, 최고휴대폰, 일등통신-아주대점, 주식회사 씨에스컴퍼니, 수코리아, 아산 BM모바일, 건
반장, 휴대폰싸군, 당근폰, 휴대폰 멀티샵(용이점), 케이엘모바일, 베스트모바일 배방2호점, 하늘통신텔레콤, 피앤아이, 폰꼴라쥬, 오너스통신, 마블모바일 시외버스터미널
점, 신세계전화, 촌놈세류, mcc통신, 위너TFK(까치시장점), 옐로우 통신, 민텔장산월드, 바나나폰 원천점, 종국텔레콤, 아가페 정보통신, 럭셔리모바일, 수리, 모바일마트,
조원텔레콤, 현승통신, VIP정보통신, 뚱이랑꼬맹이통신, 휴대폰일번가 수원점, 모바일앤크로스스티치, 금산 오렌지 통신, AS통신, 명음텔레콤, 피프텔레콤, 포시즌통신(거
제), 루루텔레콤, 해맑은텔레콤, CAPETOWN, 예나 텔레콤, 폴스타통신, (주)지혜텔레콤 낙민점, 한울텔레콤, 민재통신, 엠앤에이치(M&H), 휴대폰 싸다구, 9천통신, 큰빛통
신, 엠통신(신성점), 폰팔이, 썬엔텔레콤 도봉점, 두꺼비통신, 대성, 제이지통신, 이천테크노본가, 정우텔레콤, 엠지상사, 앤샵, 강남샵, 폰 하루, 짱구모바일, 상승모바일,
성신텔레콤(평택점), 다파라 통신, 거람네트웍스, 엘리모바일, 북안통신, 모바일 리더, 운암폰, 휴대폰할인나라 군위통신, 모바일존호평 주식회사 청학, 히트대리점, sk동
일텔레콤, 자이안트, 클린맘, 삼총사텔레콤 휴대폰할인마트, DK(대광텔레콤), 동아통신공사, 꼬모통신, 이일정보통신, 코나통신, 대동정보통신, 포너스다대점, 아이수정텔
레콤, 체로키통신, 쇼크텔레콤당리점, 렉서스모바일, 비전, 장림종합통신, 주영정보통신, 희야텔레콤, 쿠프스통신, 괴정쌍마텔레콤, 새화텔레콤, 보성텔레콤, 진아텔레콤,

우진 텔레콤, 엘샤다이해드림텔레콤, 행복모바일, 한울모바일, 승원통신, 스타폰마켓, 하단텔레콤, 미쁜통신, 엘리트, 한성텔플러스, 청군지젤, 미래정보통신(장현점), 금강
넷텔레콤, 위즈통신(버스폰 궐동점), 서진모바일, YumePhone, 시온텔레콤(마석점), 우영전화사, BB모바일, 대박플러스통신, 허니페어, 휴대폰싸게파는집 오태점, 럭키스토
어 중화산점, (주)대학동 연산점, 주식회사예스텔레콤(지점), 범우정보통신, 강한석사, 충성통신, 우리모바일 강화점, 핸드폰아울렛(산새텔레콤), 가온컴퍼니 목동, 신방 휴
대폰마트1호점, 지니스마트, 운통신, 폰프라자 3호점, 더리치, 스마일 정보통신, 히어로즈, 우유통신, 다한다모바일, 수연통신, 폰더커피(성성2호점), 헬로우통신, 고돌통신,
운정통신, 쇼(SHOW) 보성점, 팔공정보, 청학텔레콤, 일등통신사, 순도리모바일, L .A 모토사프, 뷰티텔레콤, 지오디통신, 타임통신2, 아재네텔레콤(쌍용2호점), 싸다텔, (주)
동은디씨 대학동, 남포항제일정보, 초코릿통신, 한음정보통신, 하나시스템, 비치, 금샘, 세운텔레콤, 미르1호, 주식회사 동은디씨, 울산휴스, 뉴텔레콤 밀레, 에이블, 파란
정보, 하늘콜, 상승텔레콤, 케이 global, 성광당, 두리 텔레콤, 드라마, 소문난, 사자텔레콤, 달봉2텔레콤, 팅텔레콤(2), U2모바일, 금성정보, 티에이치통신, HY 본점, 원숭이
네폰가게, 케이에스정보통신, 아임모바일, 해밀정보통신, 미르텔레콤4호점, SA모바일, 우영텔레콤, 순수텔레콤, 국제텔레콤, 퀸모바일, 리싸이클명문, 휴텔레콤, 다원TC장
안, 제이씨 mobile, 언니텔레콤, 세종휴대폰, 구찌모바일, 주식회사 허브넷 sj 진해점, (주)새누리, (주)태산당, 주식회사 아이비젼텔레콤, 주식회사 폰클럽, 지엔 (Gn) 전자
통신, (주)동은디씨 괘법, 인재통신, 레드엔젤, 은빛텔레콤, 기장통신, 와우정보통신, 25시텔레콤, 토박이텔레콤, U.D.정보 (유디정보), 덕천국민, 창가텔레콤, 한텔, 폰사모,
판다텔레콤, 거북선1호점, 모라텔레콤, 부광텔레콤, 행복한 핸드폰, BS모바일, HP텔레콤, 위너통신 JC연합, 성동모바일, 찰 s텔레콤, 스피드 정보통신, 윈정보통신 JC연합,
성일통신, 애드앤샵 신만덕점, 우석텔레콤, 거성 JC연합, 학장모바일, 폰마트 냉정점, 보은통신, 모바시폰짱, 화명가폰, 율 텔레콤, 천호월드, 삼일텔레콤, 모바일 넘버원,
샘리모바일, 백양텔레콤, 화평통신, 메시아컴퍼니, 엔터컴주식회사 대유점, 한마음정보통신 청천점, 비츠모바일, 오마텔레콤, 가자모바일A, 사파정상모바일, (주)비에스모
바일화명동지점, 엔터컴주식회사 감전점, 엔터컴주식회사 화명지점, 레전드그룹(주), (주)우신텔레콤, 주식회사 스마트포유, 아이맥스, 동광전자, 충렬정보통신, 덕천 전자
담배, 아람모바일, 명장윈, 골든드래곤, 에스케이와이텔레콤, 반도모바일, 온천텔레콤, 미앤상모바일, 자이폰마트, 네트웍툴샵(폰다이소), 공짜텔레콤, 민텔, 거제리통신, 뉴
에스정보통신, 파라다이스 텔레콤, 온천가폰, 복돼지텔레콤, 잘판다, 홍구 텔레콤, 이김텔레콤, 에스원 네트웍스, 연텔레콤휴대폰할인마트, 은하모바일, 써니모바일, 폰앤
조이, 스마트기기전문 애플러스, 자이언트통신, 레이텔레콤, 수정모바일, 백마정보, 하이주니 모바일, 이즈통신, 인영정보통신, 스타일 폰, 명동통신, 천상텔레콤, 로은텔
레콤, 빠른통신2, 우진통신, 유엔아이통신, 소오미인텔레콤, 진명텔레콤, (주)환영통신, 주식회사 비에스모바일, (주)에스지글로벌, (주)엔터컴 경성대점, 원 정보통신, 길벗
정보통신, 삼진텔레콤, 유비스, 한마정보통신, 매니아89본점, 경일통신, e-2통신, 유림정보, 피노컴퓨터시스템, 건민정보통신, 투에이대청점, 해피폰통신, 떼제베정보통신,
휴대폰아울렛 함안점, 21세기텔레콤, 017 중앙직영점, 엑스모바일, 성주도매센터, 지오텔레샵, 포인트정보통신, 용마정보통신, 애니콜랜드, 지희유통, 예스메이저, 감동대
리점, 컴드림, 석전모바일, 마산스피드통신, 삼칠제일정보통신, 마산하나로, M2정보통신, 산호수 정보통신, 성림전자, 의령도원텔레콤, 마산행복통신, 돼지통신, 챔피언텔
레콤, 단비통신, DH정보통신, 중리통신, 투맨 텔레콤, 마니아통신, 두사람네트워크, 로또 정보통신, 에이치텔, 남지연합정보, 튼튼정보통신, 우노정보통신, 가야모바일, 카
카오텔레콤, 굿(GOOD)모바일, 큰텔레콤, 마산세기통신, YB통신, (주)동은디씨 마산, 더원, 조운통신, 센스파파, 피에치모바일, 광포통신, 국가대표 휴대폰, GD모바일, 하랑
모바일 북부점, 일번텔레콤, 인켈함안대리점, 나우정보통신, 홍s 모바일, 비원 통신, 동투컴퍼니, 용산통신, 다솔모바일, 응암 원, 세잎클로버북문점, 신월정보, 공간정보
통신, 스피드넷정보통신, 시티정보통신, 광명정보통신, 파워테크, SKY 텔레콤, 레이커텔레콤, 민솔정보, 한음텔레콤, 새진해통신, 명서통신, 통신샵, 우주통신롯데마트점,
영일텔레콤, 도계로또토토판매점, 인터텔, 스타트정보통신, 리베라통신, 대동애니콜, 진해통신, 시민정보, 나은텔레콤, 주현정보통신, 축복1호, 수리모바일, 노블파크통신,
기분좋은대리점, sky통신, 엣지통신, 조모바일, 냥이와개편한세상, 소중한텔레콤, 흥부텔레콤, 하이브텔레콤, 보현정보통신, 블루통신 투, 씨이오(CEO)통신, BNR, 신안텔레
콤, 갤럭시 모바일, 별별텔레콤, 드림텔레콤 봉림점, 혜성, 진해으뜸텔레콤, 우주로통신, 엔씨통신, 미르 통신, 후통신, 폰아라, 서한통신, 진해세기통신, 더블케이통신, 주

폰통신, 씨에이치모바일, 에프엠정보통신, 제이알모바일(휴대폰면세점)조, 문성일등통신, 비피에스시스템, 스퀘어밸류, 초복통신, 휴대폰전설, CY텔레콤, mobile school, 베
스트텔레콤 2호점, 패밀리정보, 에이치와이텔레콤, 한백이동통신(중앙), 통일텔레콤, 컴퓨터프라자, 텔레토피아, (주)대학동상상텔레콤(지점), 주식회사 물과하늘, 주식회사
지디엠, 주식회사 혁신모바일, 덕계에니아텔, 야후통신, HP전산정보통신, 부원통신, CNA, 씽씽정보통신, 가람, 휴대폰세상연합회, 효영텔레콤, 하나로스마트, 청와대통신,
SK텔레콤네이트점, 덕하복권명당, 소망정보통신, 셀피아, 파인텔, 시현통신, 미야정보통신, 휴대폰도매가할인마트, 처용정보통신, TU 플러스 정보통신, 덕하정보, 금송정
보, 온산컴퓨터, 달동탑스타, 폰나라성남점, 블루1호점, 수애니콜, 부일텔레콤, 룰루2호, 수암통신, 니나노모바일, 듀바코, 휘 모바일, 조은소리, 폰박텔레콤, 크로바이동통
신, E.T모바일, 옥동플러스, 천목대리점, 정직한전화기, 정인시스템, 폰박3호, 바보통신, 솔솔모바일, jjclub통신, 아라서비스, 제이엠( jm)모바일, 무한종합시스템, 대박통신
미평점, 초심모바일, 부원통신남창, 두성정보통신, T카이텔레콤, 주식회사 유니스, 리쓰리정보통신(주), 주식회사 에디슨모바일, 이안정보통신, 시네마천국, 죽전텔레콤, 모
듬정보통신, SK텔레콤거창수승대리점, 지노텔레콤, 거창리빙텔레콤, 늑대와여우컴퓨터거창점, 리빙텔레콤 함양점, sk새누리, 몽키폰, VW통신, 위례통신3호점, 씨에이치텔
레콤, 퀸통신, 송이CMC, 에이에스통신, 지상네트웍스, band통신, 놈 스토어, 슈비텔레콤, 휴대폰브라더, 대륙통신, 스마트새솔통신, 지앤지 폰, 대박 구파발1호점, 능포종
합통신, 신우정보통신, 용산PC병원, 삼보컴퓨터고성대리점, 프로포즈 폰이랑포토랑, 아이러브아이, 장승포통신, 링크통신, 대우정보통신, KTF한려대리점, 구구통신, 고현
텔레콤, 통제영텔레콤, 담이통신, 뉴월드이동통신, 유민이네텔레콤, 큰말통신, 테마텔레콤, 고성전자, 사랑 Telecom, 테마통신, LEE텔레콤, CS mobile, 삼손통신, 거제에이
에스정보, 사랑으로텔레콤, 삼봉통신, 마리나통신, 에코라이팅, 폰테크, SS모바일, 액정이랑 폰이랑, 폰바꾸기좋은날, DC폰프라자 진텔레콤, 소라네트웍스, sm통신 무실점,
폰대장, 지온, 티 텔레콤, 양산현대, 쿤 한성대점, 핸드폰 바꾸는날, MR모바일, 티월드 택지1호점, 유니원, 아이티샵, 쌍용 더좋은, 한화통신, 미래대리점, s1텔레콤, 주식
회사 휴머니뱅크(지점), 주식회사 모두모바일, 토탈휴대폰판매점, 자바상대통신, 가상정보통신, 세진텔레콤벌리점, 주연정보, 태광상회, 동남텔레콤, 지현텔레콤, 동성정보
통신, 최신정보통신, 세영텔레콤, 애니콜프라자 강남점, 진동TOP통신, 골뱅이텔레콤, 휴대폰1등할인매장대박통신, 안드로통신, 가호정보통신, 진이텔레콤, 링팡텔레콤, 폰
폰모바일, 애니콜플라자, 하동동성, 대통령,대박마트, 준텔레콤4호점, 준텔레콤2호점, 새로운정보통신, 사천통신, 유일, 나로텔레콤, 자바텔레콤, 리빙텔레콤 남해점, 중파
텔레콤, 나눔, 진주대박통신, 새로운통신봉곡점, 케이 에스, 토리모바일, 제이와이모바일, 세린텔레콤, 공성모바일샵, 와수테크노통신, 스폰정보통신_조대후문점, 세종 휴
대폰, 두리곰정보통신5, 폰판다, 한민텔레콤 호성점, 지구모바일, 주식회사 부강티에스, 다음정보통신, 신한정보통신, 남해무선통신, 폰벤져스, 썸통신(군산지곡점), 카인
편의점, OrdinaryMiracle, 춘천버스폰, 폰Story, 골드, 버드내모바일, 다다폰, 하심텔레콤, 수진정보통신 산본점, 에스엔에스(SNS)텔레콤, 한주텔레콤, 거산통신, 총각네휴대
폰, 미미모바일, 로하스통신, 스마트 샵, 신성통신, 삼문통신, 윤 모바일, sk이동통신, 글로벌통신(김해점), 수산 SK, 서광정보통신, JC커뮤니케이션 삼방히트점, 자이언츠텔
레콤, 화장품나라, 모바일파크, 여래통신, 장유텔리콤, 수앤수텔레콤, 오션이동통신, 복복텔레콤, 부곡지오, 에이스마트, 세원통신, 폰하우스 통신, 수산대일통신, 엠제이
(MJ), 현경텔레콤, 해병통신, e-편한통신, JC커뮤니케이션 김해본점, 이즈앱, 디에스통신, happy폰카페, 휴대폰&전자담배, 진영일등통신, 호주통신, 평화통신, 전국텔레콤,
천지텔레콤정보, 스피드텔레콤 밀양점, 비엔스통신2호점, 파스텔통신, 아이빌텔레콤, 민주통신, 봉봉 모바일, 수경통신, 와우, 삐삐 통신, 김해텔레콤_JC연합, 웅이통신,
영남정보통신, winNer, 국제통신통대문점, 엘샤다이텔레콤 낙민점, 에이블 모바일, 엘도라도 컴퍼니, 스핀, 신동텔레콤(칠성점), 엔터컴주식회사 명성I, 엔터컴주식회사 씨
엘, 주)YD민락2지구점, (주)투유컴퍼니 마천시장점, (주)엠케이네트웍스 명지점, 주식회사 삼보테크, 프리즘라인, 명훈정보통신, 화신전자통신, 제주텔레콤, 아이비통신, 나
성통신, 성원이동통신, 가나안이동통신, 대경전자, 온세계전자, 지오텔레콤 도남점, 휴대폰 천국 (황금동), SKY TELECOM, 네츠고, 중문SK, 하연, 다빈정보통신, 통큰정보통
신, 쏘 텔레콤, 핸드폰프라자, 콩쥐팥쥐텔레콤, 헬로폰정보통신, 은주텔레콤, 천데렐라, 핸드폰하우스, 효록통신, 지현 정보 통신, WOW(와우)통신, 동홍이동통신, 주식회
사 오션씨앤티, 후니패밀리1호점, 에스. 에이, 신화, 구름텔레콤, 에스텔레콤2호점, 폰앤아트, 4g텔, 정직한판매자, 함덕SK통신, 힘찬텔레콤, 플러스통신, 365모바일월드,

공일공이야기, 성산하나로통신, 진, 에스텔레콤3호점, 폰이랑, 퍼스트 여상점, 에이스한림점, 시청싼집, 리얼모바일, 잉크앤컴, 퍼스트 노형점, 셀모바일 서울신월동점, 비
알투정보통신, 선불폰폰정보통신, 감만정보통신, 휴대폰쇼핑몰 DR.모바일, 세종, 휴대폰최고산집수영그린통신, 하이텔, 좋은생각텔레콤, 은혜통신, 김인길휴대폰창원지점,
펀유텔레콤(동방점), 재우통신, 피엘, 화목통신, 엘지텔레콤 대연점, 화니텔레콤, 동보텔레콤, 비케이(BK)오뚜기휴대폰, 스마트유통, PK텔레콤, 아람텔레콤, 오빠텔레콤, 태
마2, 제로텔레콤, 씨엔제이, 송정텔레콤, 서영통신, 센텀24시, 럭키정보통신, 주미세상, 부산정보통신, 샛별Telecom, 인기텔레콤, AURA TELECOM, 피오엔정보통신, 오투텔
레콤, 건일정보통신, 민텔 장산점, 비파나무통신, 메트로폰 MetroPhone, 동네멋진TELECOM, 명품텔레콤2호, 똘똘텔레콤, 키움통신, 대연모바일, 삼국지모바일, 현모바일,
초콜릿통신III, 광안텔레콤, KM모바일, 에스 정보통신, 폰토리, 달인도시광안, 폰리커버리, 메트로통신, 폰짱구2호, 제이앤비 모바일, 콤통신 2호점, 티티텔레콤, 쓰리빠모
바일, 지앤케이모바일, 엘샤다이송도점, 주주모바일 구래점, (주)쇼익스트림, (주)비에스모바일 낙민동지점, 운성상사, 제이엠컴퍼니, 선우통신, JJ정보통신(독산점), 달인정
보통신 목천점, 아이픽스 경주아이폰수리, 천상통신, 폰텔레콤, 더블에이엠, 내일모바일, 제이제이(JJ)컴퍼니, 키움텔레콤 내방점, 비에스텔레콤, 블루컴퍼니, 주식회사 가
람네트웍스, 평택휴대폰가게, 스타얼라이언스엠, 하얀모바일, 홍이랜드, 청주대란폰 강서점, 일산통신, 미래모바일, 나누기모바일, 예스그림, 오상통신, 수유번동중고폰 중
고폰마켓, 소유텔레콤(동탄점), 딜라잇, 장호통신, 주식회사 엠앤엠, (주)본가 원주점, (주)투유컴퍼니 풍납지점, 워드컴, K-플러스, 성안휴대통신, 휴대폰프라자 옥동점, 세
븐네트워크, 천리광산, 대도텔레콤, 하나로양정, 대길정보통신, 희망, 가장싼핸드폰가게, 휴대폰세상다운점, 엔탑 (N-TOP) 화정, 지에스(GS)모바일, 이에스모바일 시스템,
현영텔레콤, 하나로화봉, 왕자모바일, 이&정텔레콤, SIM(심)모바일, 현대정보, 하나로모바일 (공업탑점), H. 모바일, 범모바일, 하나로네트웍스태화점, 슬도모바일, 까페텔
레콤, 스마트존, 하나로 모바일 (화봉점), 메가폰복산점, 88통신 현재점, 사구통신, 유일텔레콤, 동구휴대폰백화점 전하점, 하나로모바일 (구영점), 드림IT3호점, SK 행복정
보, 몽이, 아낌없이주는폰가게(본점), SK스마트, (주)태산당 울산화정, 하나로모바일호계점, 하나로모바일 (달천점), 정연탄구이, 올레커머스, 샤넬모바일, 902모바일, 폰앤포
토, THE K, 조양이동통신, LG종합전자, 하나로네이트, 주영통신, 에스.엠 모바일, 미성모바일, 슈프림, (주)대광모바일, 주식회사휴넷솔루션, (주)대학동 울산점, 폰마스터 2
호점, 은아정보통신, O.K 텔레콤, 비즈모바일, 피엔씨정보통신, 하나텔레콤남천점, 상아정보통신, 화성텔샵, 기장제일통신, 에이치와이(HY)마케팅, 마이더스텔레콤, 소 스
위트, 세라세라5, 스펀지텔레콤, 삼화정보통신, NEW 대박, 동오텔레콤, 보스턴텔레콤, 휴대폰economy, 오케이에스케이맨2, 휴대폰달인(새마을통신), KS대박, 패밀리서창,
쌍둥이텔레콤, 싼동텔레콤, 1등상사, 연동텔레콤, 제이제이더블유통신, 한이정보통신, 기장제일통신2호, vvip정보통신, 워프(WARP)정보통신, 디씨엠텔레콤, 1호 텔레콤, 엠
스타쉬, 남산천사텔레콤, 경일텔레콤, 영웅텔레콤, 라온텔레콤 부곡점, 삼총사텔레콤휴대폰악세사리, 씨씨텔레콤(C.C텔레콤), 다은모바일, 휴대폰, 패밀리폰마트, 땅콩텔레
콤, 양산해피텔레콤, 우신, 풍요 모바일, 셀모바일청주모충동점, 주식회사 스마트샵, (주)우승 벌리점, 해삼폰, 모바일마스터 연산점, 신호등통신, 휴대폰마트 오목천점, 하
나로모바일(태화점), CK 모바일, 이쁜핸드폰가게, 스마트정보통신2, 동하텔레콤, 민스텔레콤, JJ#모바일, 청군통신 용마루점, 디앤알모바일, 오즈통신, 제이제이(JJ)모바일,
비알씨엠모바일, 봄 TELECOM, 프리미엄모바일, 폰파티, 뉴 모바일, 리호모바일, 베스트모바일 신방4호점, 피제이텔레콤, 휴대폰챔피언, 모바일정보통신2호점, 휴대폰쇼
핑센터 폰쇼핑몰본점, 마스터정보통신, 상백, 데이나 텔레콤, DJ텔레콤, 총각네텔레콤 봉명점, 애플클리닉 동탄점, 주식회사 폰탑(신평점), 금천모바일, 디앤정보통신, 복
이있네통신, 태준 모바일, 총각네, 총각네텔레콤 신방점, 비비아트앤텔레콤, 킴스텔레콤, 엔오엠 4호, 킹(KING)모바일, 세븐일레븐 울산울주대복점, 휴대폰할인마트(삼례
본점), 제이앤에스, 힘찬정보통신, 한결텔레콤(중동), 엠제이 3호, 예울 광교점, (주)차니포니, (주)앤트오거리1점, 한울텔레콤 다대점, 폰포유, 호갱탈출텔레콤, 모바일#, 두
형제 텔레콤, 마루 정보통신, 비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빅뱅통신 선화점, (TOD)모바일(장평점), 봉무, N-텔레콤, 유원텔레콤, 예당텔레콤, 폰시유범어점, 커피모바일, 에이
치티텔레콤, 비엠모바일, 블루텔레콤(옥련점), 예은상사, 라온컴퍼니, 상대정보통신, 은사장, 킹덤텔레콤, 이츠에스프레소, 오렌지 아울렛, 엔젤통신 상인점, 위례IT, 한, 에
센셜, InC잠실새내점, ES모바일, 굿피플통신, 총각네폰가게 진영신도시점, 몬스터온천점, 프라임 컴퍼니, 판타스틱통신, (주)지혜텔레콤 해운점, 주식회사 망고, 골든모바일,

미리내텔레콤, 소다모바일, 신화텔레텍, 곰텔레콤고사점, 미스터 심폰, 한가람모바일, 보라통신, 라엘컴퍼니, 대박통신 봉동점, 저스트모바일, 디유컴퍼니, 프로모바일, 모
바일스퀘어고강점, S.J 모바일, 창대통신, 우리동네 모바일, 에린통신, 퍼스트통신 양덕점, 성민모바일, 킹통신(송촌), 충무통신, 대박통신 연수역점, 크라운 커피, 킹덤모바
일, 메이트정보통신, 리오텔레콤, 삼척모바일, 인생극장2, 비타민 텔레콤, 마스터텔레콤, (주)리우통신 성서지점, 탑제일통신, 셀모바일파주봉일천리점, 성공2, 더나은폰가
게, 폴리텔레콤, 세잎클로버(매탄점), JK 네트웍스, 르샤텔레콤, 엠에스텔레콤성남점, 케이제이텔레콤, 새마을순성, (주)이룸컴퍼니즈, 싸요통신, 우림통신(2호점), 바다폰샵,
폰인(PHONE IN), 문수통신, 꿈돌스, 휴대폰마켓조치원, 레드텔, 마루 모바일, 두청년, 천신통신 특판3호점, 롯데통신, 비와이텔레콤, KYU정보통신, 주식회사 에스에스모바
일, 앗싸폰(HS컴퍼니), 야무진모바일, 옐로우통신2호점, 희망텔레콤양동점, 네오 모바일, 두마음 정보통신, DN동호점, TOD통신, 주식회사 우아, 일산 핸드폰, 제이제이(JJ)
통신, 머슬텔레콤, 핸드폰 아울렛, 폰포유경원점, 비, 건우통신, (주)아이비에스시스템, 1000 모바일, 양군통신, 조은모바일 후곡점, 88통신환전소, 람경통신6호점, 마인정보
통신, 석정모바일, 더씨엔케이(THE CNK), 수제이텔레콤, 한정텔레콤, 세상모든폰, 주식회사 비엠 원곡점, (주)에스제이다솜 독산2점, 고양가전총판, 레몬텔레콤, 개통하라
1982, 팔오모바일, 청덕텔레콤, 휴대폰디지털프라자 학동점, 서울통신, 주식회사 휴대폰면세점, (주)제니스정보, 다이소 동서울점, 엔케이텔레콤, 쿠크통신, 병점폰할인마
트, 중심 텔레콤, 피에스모바일2, easy폰, 주식회사 느낌 가락점, 레이크모바일, 히트 홈플러스점, 에스와이모바일, 오대통신, 런닝맨5호, 에스통신(신), 엔에스컴퍼니, 상
호정보통신, 은우 컴퍼니, 장희모바일, 리치, HONG 모바일, 코끼리폰마트, 섭통신, 티앤디, 레드, 서준정보통신 흥해점, 아이폰수리 돼지폰 개통, 하루, 승천모바일, smart
모바일(SM모바일), 피플모바일, 폰마스터 1호점, 폰스토리(은평구), SH Mobile, MS솔루션, 오렌지 모바일, 동군텔레콤 범박점, 분당컬러링, 톡(TALK)텔레콤, 티오통신 신매
점, (주)투유컴퍼니 성내시장지점, 주식회사 에이엔씨, 에이앤더블유, 바른청년들, SG모바일, BP통신, HT모바일, 트렌드모바일, 응답하라, 1호통신, 주식회사 하운 선릉지점,
주식회사 제이컴퍼니 오포지점, 주식회사 가람플러스 원당지점, 폰샵(정통신), BS텔레콤, 폰앤컴(사정점), 힘찬 텔레콤, SK작전 통진점, 마당텔레콤, 빅보스텔레콤, 낙원텔
레콤(경안점), 아이폰수리AS, 웅이텔레콤, 민운텔레콤, 지에스엠, 구갈휴대폰할인매장, 하니모바일 장천점, 전화국, 하울통신, 김군네폰가게, 예린통신 송현점, 사과Two,
하나로모바일(수암점), 스타필휴대폰, 원이컴퍼니, 블루멤버스, TOAD컴퍼니, 스마트 모바일(옥동), 빽가통신, 딱풀통신, 조아모바일, 심플모바일, 지누텔레콤, du드림, 그린
모바일, GM모바일, (주)세현커뮤니케이션즈, 대구아이폰수리 애플마스터, 에스에이치통신, BK통신, 영암중고폰매입 중고폰브라더스, 에이에스에스에이통신, 인사랑2, 원종
미소 텔레콤, 링크모바일, 솔정보통신, 대구모바일, 오라클모바일, 블루나인모바일, 태승모바일 목감점, 디모바일(D모바일), 차오름텔레콤, 아토정보통신, 미소, 엠제이컴
퍼니, 폰아울렛6, TPS텔레콤, 와주정보, 화이트Day, 스팟1호점, 주식회사 글로벌휴먼테크, 유송텔레콤, 덕암 큰소리, 휴대폰창고 스폰서, 모든카통신, 슈퍼스타정보통신,
E.S모바일, 공간모바일, 핸드릭스, 삼촌네텔레콤, 펜타씨에이 선릉점, 친절한 핸드폰가게, 대성네트워크, 짱구네 텔레콤, 대박폰통신, 주연통신, 뉴폰앤폰, 막퍼주는폰가게,
오케이(ok)모바일, 마린스피릿텔, 유니정보통신, 즐겨찾기, 구봉구통신, KASA(카사), 버스모바일 관교점, 주식회사파이어니(광주지점), 예일네트웍스, 차이나폰, 북삼휴대폰
할인마트, 휴대폰베이, 해신텔레콤, S&B 모바일, 피스텔레콤, CH텔레콤(세종), 골드문모바일, 범박통신, 초코렛, 제이와이제이컴퍼니, 플러스이동통신, spbk통신, 주식회사
스폰, 로아통신 휴대폰가게, 태양홀딩스, 싸다요폰, 에스에이통신, 엠(M)통신 문화점, 지케이컴퍼니, 스마트통신 운정역점, 안강텔레콤, 주식회사 가온컴퍼니(수서지점,
카봇통신, 하마통신, HEE모바일, 더케이, 썬 통신, (주)에스피모바일 본오지점, 도래모바일, Y텔레콤, 안산정보, 비욘드프라임, 가이아 모바일, 오라모바일, 휴대폰갤럭시아
울렛, 딱지통신, 캡틴정보통신, 덧니통신, 휴대폰언니, 월아통신, (주)한우리정보통신고강동지점, 주노텔레콤, DS통신, 킹모바일, 휴대폰마트성정4호점, 케이엠정보통신, 성
효컴퓨터통신, 친절한 모바일, P1정보통신, 엠앤씨, 1등폰, 에스엠정보, 메이드통신, 주식회사 이레정보통신, DSMOBILE, 마성홀릭, 마을 텔레콤, 픽스 본오점, 광 네트웍스,
강냉이통신, 재영모바일, 창원탑모바일, 중고폰마켓, 보배모바일, 와이에스텔레콤, 웅스모바일, 팔공산통신, 시우(동인천점), 대박통신(봉담), 모비빅, 유한회사탑플러스, 지
교, 주식회사 지디엠 창동점, C.C통신 2호점, 헬로텔, 레전드모바일, 태풍, 행복한휴대폰, 미추홀통신 5호점, 폰앤통신, 신통방통, 엑스 컴퍼니, 밀리턴트 텔레콤, 제로포모

바일, 멀티샵, w 모바일, 승진텔레콤, 메이트텔레콤, 모바일팩토리 2호점, 행운모바일 사당점, 늘편한통신2호점, 에이치에이치, 휴대폰일번가 성정점, 아원통신, 스마일텔
레콤 오곡점, 휴대폰갤러리2호점, 오션모바일, 스타로드, 셀모바일 두정통계청점, 주식회사 통구2 (송정지점), 백점만점1, 진흥텔레콤, 팡팡휴대폰, 봉이모바일, NEW 네트
워크, YJ 모바일, SONAX 통신, 쌔폰모바일, 모비카페, 아이엔모바일, 한울정보, 하람5호, 그린네트웍스, 케이오모바일, 폰몬스터 3호점, 대산통신, 일등통신 청덕점, 민우
휴대폰아울렛, 바다모바일, TM모바일, 다우 텔레콤, 율텔레콤2호점, 에스더블유텔레콤(SW텔레콤), 홍인, 남창제이엔모바일, 헬리오 통신, 뉴텍컴퍼니, 주식회사 모비덤,
새싹통신, 셀모바일 전주점, 청주대란폰, 폰스텔레콤, 에스브이씨, 비니텔레콤, 트러스트텔레콤, 선물이동통신, 수컴퍼니, FCI커뮤니케이션, 이이모바일(eemobile), (주)모바
일존모란점, 힐탑통신, 제이케이시그니처, 제이에스테크, 쿤, 우리 mobile, 씨에스(CS)텔레콤2호점, 오션컴퍼니, 위너 TFK, 디지털정보통신, 도도정보, S COMPANY, 에스와
이(SY)텔레콤, 불꽃정보통신, 민락텔레콤, 주식회사 씨엘, 주식회사 키플러, 주식회사 디텔레콤, wh모바일, 제이에이치통신, 유니온텔레콤, 엠에스(MS), (주)케이본가(평택
점), 셀모바일 대구점, 제이케이컴즈, 하대텔레콤, 유천JT통신, 셀모바일 구미점, 히든, 우솔네트웍스본점, 듀오통신, 총각네 텔레콤 3호점, J정보통신, 삼거리통신, Woos모
바일, 주은텔레콤, 고래통신 중원점, 이에이치에스텔레콤, 주식회사 리더스모바일, 골든크로스(Golden), 우아한 세계, 이글스통신, 폰365, 행운텔레콤 2호점, 에이치엠 압
구정점, 좋은생각텔레콤특판본점, 오렌지컴퓨터, 갤통신, 신방동 휴대폰아울렛, 성남아이폰수리센터 도매폰, 투나모바일, 폰값껌값+(PLUS), WH모바일 삼송, 핸드폰가게
덕소, 제이( j)모바일, 더블에이치, 가성비, JH 텔레콤, 꽁폰나라, 아산 휴대폰랜드 풍기점, (주)다한, 아재네텔레콤, 휴대폰마켓 쌍용점, 삼다통신, 창고형핸드폰 수원아주대
점, 류컴퍼니, 더폰코리아, 천성통신오식도점, YJ정보통신, 곰돌이통신, 폰사 텔레콤, 맥스모바일 달동점, 이루다정보통신, 다모아 통신, 엠디피모바일(MDP), 주식회사지디
엠용원점, (주)에스티엠 원천지점, (주)유창전자 서울구로지점, (주)리오 서면엔씨점, 주식회사 더블유케이션, 스마트천국 북부점, 설탕텔레콤, 셀폰, ABC폰마트, 수지모바일,
굿쎌폰, 다이음통신소비자협동조합광진, 안의텔레콤, 엘샤다이하단, 대박통신(경산시장점), 폰마루(포남점), 바다컴퓨터통신, 더원 텔레콤, 모바일쇼핑몰, 다대롯데텔레콤,
벨라모바일, 스마트한총각네, 핸드폰 싸다구, 다문화정보통신, 엘샤다이 대티점, 이웃집모바일, 청운모바일, 영보통신 산곡점, 와이제이모바일, 포니포니, 재아텔레콤, 천
세, 국방이동통신, 총각네폰마트, 유(U)모바일, 연두통신, 할인모바일, 명진텔레콤, 행복유통, (주)제스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동아모바일, 티케이통신, 더블.디, 서울정텔
레콤, The 드림텔레콤, 예스(Yes)모바일, 샵앤샵, 자평텔레콤, 빅보스통신, 몽땅, 와인모바일(중동점), 착한휴대폰(갈매직영점), 신길정보통신(거모점), 상승모바일4호점, 스
마트텔레콤입암점, 다율통신, 벌교텔레콤, 플러스텔레콤(서창점), 설탕텔레콤 당근점, 봉돌텔레콤, 티에이치텔레콤, 연놈통신, y-통신, 주식회사 시즈코포레이션, 태지텔레
콤, 스폰서통신, 윈모바일, 와이피통신, 텔앤컴, 한민텔레콤, 아산 총각네텔레콤(음봉점), 가온컴퍼니 망원점, 천사정보통신, 땅폰광안점, 더원텔레콤 사직점, 청솔 관평점,
바르다모바일 내동점, 기둥통신본점, 나인모바일 목동정, 훠이원, 케이에스, 세움통신 서창점, 한 백, 일번가통신, 통큰휴대폰성환점, 대박폰 동탄, 알밤통신, 세영통신,
펀디모바일, 보다모바일, 이경통신, 에이치엠(HM), 국대모바일, 신대박통신, MI4 텔레콤, (주)예스텔레콤 김량장점, 새폰헌폰주식회사, 뚱보네휴대폰 3호점, 띵크코프, 수
용상사, 우남통신, 엘샤다이 지민통신, 마동, 찰스통신, 봉선모바일, 미션모바일, 폰공장, 디에스(D.S)모바일2호점, 나무모바일, 고고 모바일, 한통, 큐엔텔레콤 만덕점, 메
인통신, (주)모바일존 평택역점, 주식회사 폰오션4호점, 도깨비폰, 세인, 미다스, 부라더통신, 88국제여행사, Tikva M, 1등휴대폰, 티벼, 이든텔레콤, 베스트모바일 동백호수
점, KB모바일, 리안통신, 다온정보통신운암점, 해시온모바일, 현준통신, 티와이모바일샵, 이시스헬프, 킴스텔레콤 2호점, 수미정보통신 신길점, 토르폰, 하랑이네천호점,
(주)클릭원, HS통신, 비상대리점, 더블유케이모바일, 유한회사 모닝정보통신, 심쿵모바일, 대야통신, 주호중계점, 마리오모바일, 노마진컴퍼니, 더달콤, 모카, 와이지모바일,
폰킹, 베스트코퍼레이션, 금모래, 테라피네트웍스, 봄통신, 거니모바일, 오색통신, 픽스모바일, castel (카스텔), JN모바일, 레드모바일, 원탑텔레콤, 폰투 정보통신, 국가대표
통신, 에이치모바일 (씨엠모바일), (주)바우닷컴, 아름정보통신, 한강모바일, 엠케이(MK)텔레콤, 에스디 텔레콤, 다슬기통신(하남점), 싸커통신, 큰마을통신, 에이치엠 구성
면세점, 위너통신 상동점, 디씨통신, K&C이동통신, 수퍼브 텔레콤, 휴대폰공장장(논산), 안양도매폰, 153텔레콤, 우리공인중개사무소, 탈렌트샵, 핸드폰마트(다온텔레콤),

비젼콜, 원네트워크통신, 직영, 삼성월곡, 케이모바일(신정시장점), 블루레인, 씨엔모바일 상대원점, 휴대폰FARM, 곤니텔레콤, 디엔 부천남부역점, 아이콘티, 창조모바일,
대박통신남성점, 탄탄컴퍼니, 클래식모바일, 아이비텔레콤, K&M통신 대야점, 디제이모바일 2호점, 검단개발통신, 선하이동통신, J-TOP텔레콤(무실점), MAMA통신, Feel통
신, 벤츠, 주식회사 아이티랩, JB정보통신, 폰사랑김도령, 태호정보통신, 다인, 와이비컴퍼니 신안점, (주)지혜텔레콤 중앙세종점, 다정모바일, 은수모바일(배곧점), 성공텔
레콤, 엔엔에스컴퍼니, 청주폰, 아이간지(목감점), 이음통신 3호점, 비앤비, 자이언츠통신, 휴대폰가게 천안원성점, 네스트 모바일, 에스씨텔레콤, 쿠키정보(남문직영점),
금호한, 믿음6, 티라노월드 성황점, 에스에스모바일 부평점, 티에이치(TH)모바일, 비씨모바일 3호점, 주식회사 라인(LINE), JJ모바일 전북대점, 스마트아이티, 커피에땅모
바일, 푸른 모바일, 해모로, 테크노텔레콤, 영웅폰2호점, 어흥모바일, 진 정보통신, (주)케이모바일송도점, 주식회사 안성네트워크, YM, 엠투에스 텔레커뮤니케이션즈, 몽
키 중고폰, AIMA통신, 베스트모바일 두정2호점, 버스폰(이삭글로벌), 동네방네, 다옴모바일 2호점, 하나로 북항점, e편한모바일, 주식회사 전수진, 현동휴대폰할인마트, 세
계로, 휴대폰아울렛쌍용, 깐돌이컴퍼니, 메우치텔레콤, 라온공인중개사사무소, 무선전화기, 엠엘(ML)통신, 스마트폰판매전문점(갤럭시통신, 주식회사 대연모바일 지점, 람
경통신8호점, 칠칠칠휴대폰 성성점, 리온통신, 사랑합니다, 드림모어, 지니텔레콤 동백점, 제로(Zero)모바일, 수주텔레콤, 행운 모바일, 지선정보통신, 팔평통신 효목점,
엠티에스네트웍스 계양지점, 흥텔레콤, 로아통신, 두리커피엔모바일, 순수휴대폰, 빽스모바일, 봉모바일, 대림모바일(우리동네 폰가게), 주식회사 휴대폰백화점 화정점,
정직한 폰가게 2호점, 엠제이, 우리동네 폰 CAFE, 해피폰카페2차점, DR선운, 폰보안관, 후니워니통신, 행궁폰마트, 미남통신 동명점, 삼촌,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션, (주)
하이풍 천호로데오점, 스마트면목, T&K Mobile, 미남, 지오모바일, 와이드 통신, 석봉통신, 맥스모바일 화봉점, 그레이트모바일, (주)YD컴퍼니 운정점, YL통신, 믿음1, 폰할
인마트(신암점), 153모바일, 공중전화 무거점, 소연통신, 삼백, 향남모바일, 티제이텔레콤, 주식회사 조이투코리아, 복 종합상사, 함흥, 반석텔레콤, 폰엔폰통신, VIP간석점,
휴대폰 프라자(진천혁신점), 더푸름, 브로, 학장아이비젼, 에스케이카페(SK cafe), 디.모바일, 파랑새정보통신, 모바일제이, 최강모바일, 투에스 모바일, 폰 아울렛, 대전제
이티통신, 대박(해든점), 빅브라더통신, 엠통신 전민동점, 토마토텔레콤, LV통신, 주식회사 매직모바일 서구점, S-텔레콤, 까래통신, 스마일정보통신3호점, 가능통신, 나무
모바일, 더원통신, 폰세일, 통텔레콤, 서해텔레콤, 가온누리 태전점, (주)이다글로벌 능동점, 주식회사 광플러스, 텔레피아가흥점, 토미모바일, 정훈통신, 새로고침모바일,
늘푸른텔레콤, 이루다 운양, (주)웅쓰 엡솔지점, 딩동텔레콤, 착한휴대폰 3호점, A1모바일, 미니, 지텔레콤2호점, 참바다텔레콤, 직산휴대폰마트PULS, 승승통신, 굿벨통신,
주식회사 제이제이토날, (주)대우아이테크(어썸본오점, 이광현텔레콤, 아재네텔레콤직산점, 스마트월렛, 폰달인 대전삼성점, 화기애애, 호야, 엘씨엘정보통신, 마이폰정보
통신, 올뉴팔구통신 관저점, 삼백텔레콤, 마이모바일 전주1호점, 통큰휴대폰 배방점, (주)청마, 통신일번지, YB컴퍼니 1호점, 휴대폰마트원성1호점, 주식회사 스마트, 착한
통신동탄점, 더텔레콤카페, 서울OA, 탑정보통신두암, 순천중고폰거래소, 보보모바일, 온새미로 신정점, 대로수통신, 케이지모바일, 휴아컴퍼니, 신천M모바일, 매직모바일,
메이져통신, JYP통신, 사자핸드폰, 해바라기, 제임슨, 윤모바일, 동대문텔레텍, 착한 총각네폰가게, 올뉴팔구통신, 제이티통신, 아이모바일랩, 주주모바일, 유한회사 씨에스,
주식회사 폰탑 경주점, 주식회사 스토어, 달인텔레콤 3호점, 엠에스모바일 2호점, 마름모바일, N샵운서, 내포텔레콤, 행복통신 하당점, 다윗컴퍼니, (주)대진에프씨 구월점,
(주)경원아이티, 엠에스(ms)모바일, 투톱정보통신, 패밀리컴퍼니, 제이투 모바일, 디에이치(DH)모바일, 고니통신, 더좋은휴대폰 쌍용점, 야옹이폰, 대박통신용현점, 더끌린
통신, 주식회사 지디엠 무학자이점, 미도텔레콤, JR모바일, 휴대폰8, 모바일플래너, 태양통신(텔레콤), BIN텔레콤, 정직한폰마트, 365모바일, 친구진해점, (주)어썸아이앤티
중계점, 마하텔레콤 원주점, 카페92도, 통신골목1st, 아쿠아통신, 오케이OK상사, 부경텔레콤(부산대점), 메종드파르팡, 카카오통신4호, 착한통신(청계점), 비에이치킹스텔
레콤, 쿨폰, 이엑스모바일, 히트(HIT)폰, 안텔레콤, 메카모바일, 주식회사 제이디에스티, 스마트한생각&폰쌈, 강릉중고폰백화점, 폰플러스 정보통신, 진우모바일, 건담텔레
콤, 킹모바일우정점, 디앤씨모바일, 폰메이트, 프라임모바일, 마스터모바일 진주점, 휴대폰프라자 DH통신, 구국통신, 기성통신, 모바일일번가, 주식회사 연모바일, 메가폰
인천, 하나로모바일(중산점), 땅파서폰파는집(서동점), 마그마텔레콤, 피에스(PS)컴퍼니, 비지엠(BGM), 여보세요명곡, 천사기획, 병규텔레콤, 싸다통신(혁신점), 휴대폰대통

령 쌍용점, 예빈모바일, 달인텔레콤 길동, 위너TFK(합정점), 엔오엠3호점, 더줌텔레콤, 민투정보통신 3호점, 상주착한통신, 시윤텔레콤, 진진모바일 쌍문점, 휴대폰 카페,
핸드폰이야기, 포니파니공릉, 요다텔레콤, 싸다폰, 포비에스(4BS), 가온컴퍼니 주식회사, 정직한 폰가게, 남문통신, 여주통신(홍문점), 블루 갤럭시, 스마트 한 폰가게, 탑
(TOP), 투투통신, 현호통신, 현진정보통신, DM통신, 에스앤피컴퍼니, 짱통신 평리점, 주식회사 엘케이텔레콤, 원 텔레콤(인제), 새마을유통, 끌림 천호점, S&amp;T텔레콤,
페이컴퍼니, 에스엠모바일 가든점, 꿀텔레콤, 제이경, (주)딥러닝컴퍼니, 주식회사 푸른소나무, 주식회사 청담플러스, 진량중고폰, 베토벤모바일, 해솔, 유코아 팔달, 투유
컴퍼니 성내지점, 상동시장 직영점, 톡앤톡, JS 텔레콤, 퍼스트 아라, 이산통신, 준수상사, 폰하나, 나엘텔레콤, 디와이모바일, 동군텔레콤 계양점, 아시아피플 대구경북,
예스(Yes), 미소 인터네셔날, 연희 모바일, 콩모바일, 유진정보통신 2, 쏭 텔레콤, Jr 모바일, 에스엠트리, 상지통신, 주식회사 오션텔레콤2호점, 주식회사 피에이치원, 정
이통신, 지앤비3, HS정보, 폰시유 오즈점, 휘텔레콤, HK 모바일, 청년 텔레콤, S텔레콤 신원당점, 아지메텔레콤, 사랑텔레콤 두정점, 좋은통신, 휴대폰가게(서문점), 포스모
바일, 오빠네 휴대폰가게, 멜론모바일, 더팔구통신, 개성통신, 007정보통신, 올빛통신, 더엠, (주)휘닉스피플, 주식회사 이상, 진탑(JIN TOP), 다담통신, 린플러스양남, 휴대
폰아울렛본점, 연모바일, 서강컴퍼니본점, 명품, 현대 모바일, 너구리통신, 연휴컴퍼니, 서우텔레콤, 가조천지텔레콤, 12번가텔레콤, 오로라수원중고폰선불폰, 대박폰(가온
텔레콤), 소문통신, 에스에스(SS)텔레콤, 디엔(DN)통신, 규연모바일, 사거리텔레콤 4호, 휴대폰1번가 통정, 싸다구 통신, 아임폰정보통신, (주)와이제이네트웍스대전지점,
대박통신 강동구청점, 시우통신, Y통신, 또치모바일, 에이플러스모바일, 충남통신휴대폰백화점백석6호점, 사이다통신, Ymobilestore, 에스에스모바일(부천점), 휴대폰가게
양심폰, 위너TFK(중동점), 카카오엠모바일, 아펠, 주식회사 태산컴퍼니, 엠에이씨2호점, 엠플레이이호점(M-play2, 오성정보통신, 성안텔레콤, AJ통신, 아이스통신, 이루다
통신, 화이트통신(태전점), 두남자통신, 폰체인지, 드림컴퍼니 지점, 안성JP모바일, 휴대폰가게(구운점), 코민통신, 샤크, 다인텔레콤2호점, K&M통신 간석점, 태흥모바일,
몬스터통신, 엑신, 해피노트, 각인모바일, PK네트웍스, (주)에스제이이엔씨 구래5호, 주식회사 에스디씨통신, (주)모바일스토리, 폰샤이닝, 금찬모바일, 모모(MOMO)Mobile,
세븐모바일2호점, DC폰 프라자 목포점, 지에스모바일(풍년점), 파랑모바일, 더싼통신, (주) 파라오텔레콤 철산점, 일화통신, 세이브모바일, 큰형통신, 유길통신, 친구들, 주
원이네, 그린 맘 통신, 뉴성지모바일, 윤정모바일, 주식회사 허브넷 창원반송점, 주식회사신화(속초점), 류모바일2호, 슈가텔레콤, 애플텔레콤 청주오창점, 이루다컴퍼니
서동점, 애플 모바일, 애플텔레콤 백석5호점, 주식회사 아이티엠네트워크, 우원, 2에이치모바일, 브아이피(VIP) 모바일, 참통신1, 냉정폰마트, 스펙트럼, 엘앤케이 텔레콤,
휴대폰마트 성거점, 주식회사 빅스타컴, 드래곤모바일, 화정통신1호점, 에이스 모바일, 진천화랑휴대폰, 카토대구경북지사. 준통신, 아싸휴대폰, 에스앤티, 공중전화,
You.T&W, 착한휴대폰할인매장(도봉점), 브라더 텔레콤, 루리, Ca텔레콤, 이에스모바일 후생관, 지호통신, Ponisso 모바일, 푸른 통신, 주식회사 아이에이치, (주) 태후, 지
구를지켜라, 부경텔레콤(사직점), 준앤준, 씨에스제이(CSJ)텔레콤, 히트 텔레콤, 솔샘모바일, 비씨모바일 초지점, 위례나우모바일, 제이모바일면세점, 주식회사 본가제이씨
동화점, 효주워니통신, 7모바일, 스마트 텔레콤, 소리샘, 블랙정보통신, 더블유(W) 모바일, 연합텔레콤, 하윤2, 케이플러스, 가재울휴대폰, 친구(명륜점), 휴대폰다드림, 다
온통신(성환), HF모바일, 근, 몽키샵, 세나존(SeNaJoN), 똥샵, 정언텔레콤4, 모아폰, 수폰서, (주)와이에스피컴퍼니, 티모바일 난곡, 지케이정보통신, 베어통신, 부라더 텔레
콤, 총각네 휴대폰, 폰스테이션, 태원정보통신, 메리통신2호점, 셋터정보(안양점), 주식회사 에스엘피컴퍼니, 맹꽁이, 이수네트워크, 비타민폰스토어, 엠정보통신, 이 집(EZIP), 꾸꾸 텔레콤, 코스모스텔레콤, 더조은모바일, 주식회사해놀 사당지점, (주)스카이네트워크, 주식회사 경인, SKG모바일, 티피텔레콤, 가온컴퍼니 신영시장점, 짱가, 휴
대폰119 봉명점, 예스네트워크, 오빠통신 안락점, 동네폰가게, SP양지 (직영점), 모마, 마루텔레콤 금촌점, 뉴서울정보통신, 이루통신, 전화가게(본점), 주식회사 신화, 일
산텔레콤, 원후모바일, 썬, 에이비, 탄탄컴퍼니(2호점), 가나텔, 카페통신, 승승장구텔레콤 본점, 에이치 모바일, 나래정보, 샘텔레콤, 환타통신, 따봉모바일, 전자담배 유
니텔레콤, 레이크 컴퍼니, 드림춘천세븐, 아리랑(하가점), 최고텔레콤, 썬 (SUN), YS텔레콤, 대박착한폰2호점, 주영모바일, 이엔(EN)통신, 폰파라다이스, 라나모바일, 탐진
통신, 모바일365, 여우통신, 하담통신, KR모바일1호점, 앤통신 송현, 우리동네폰가게 탑통신, 마린텔레콤, 에녹(ENOCH), 와이엠 모바일, 웅진텔레콤, 엠비엠원대점, 한길

가야, 폰마블, 포천핸드폰 아울렛, 건희모바일, 폰코디, 폰생폰사(신서점), B&C모바일, 가람텔레콤 탄현점, 히든모바일, 신세계모바일2호, 혁이통신, 한신 폰플러스, 엠더
블유텔레콤, 석무휴대폰, 럭셔리로즈, (주)청마 용전1점, 찰스앤진, 승인통신, 큰사람 아이폰, 더 좋은 휴대폰, 현풍텔레콤, 또바기통신, 한서텔레콤, TOD텔레콤 진주점, 대
명OA, 대전 지온모바일, 디디디모바일3, 휴대폰아울렛(아산점), 뚱보네휴대폰 2호점, 다실통신, 주식회사 지디모바일, 승원, 싸다구텔레콤, 세화폰앤, 더존 모바일 2, 보
성핸드폰, 미남통신 본오직영점, 엘-모바일, 휴대폰대박싼집, 친정폰, 폰오케이, 신영텔레콤, 모바일청춘, 러브정보통신, 정우모바일, 대현모바일, 휴대폰편의점, 유엠모바
일, 케이알(KR)모바일 2호점, 제이원 정보통신, 명진, 모던컴퍼니, 통신마켓, 대전이동통신총판, 쿨_폰, 호박텔레콤, 티엔에스모바일, NS텔래콤, 동일이동통신, 리드모바일,
J.J모바일 화양점, 아이블랙, 뚜비모바일, 와이엔티(핸드폰매장), 아이엠 텔레콤, 신제주텔레콤, 공공통신, 디디모바일 응암점, 쭌 모바일, 광모바일2호, 원곡미래통신, 제이
비(JB)통신(서신), 3K통신, 연주텔레콤, 충남통신휴대폰백화점 장재점, 제이원 장미원점, 지민정보통신, 유엔지텔레콤II, 에스에이치모바일 은계점, 주식회사 전샵, (주)와일
드보어 등촌시장점, 주식회사 인터넷매니저, 주식회사 케이코퍼레이션, 번동월드, 모바일샵동두천점, 씨에스(cs)통신, 간성통신, 슈퍼맨모바일, 다드림모바일, 세종탑, 러
브모바일 가수원점, 주식회사 폰오션3호점, 주식회사 오션텔레콤, 용산텔레콤20호, 빽통신, 거제휴대폰쇼핑몰, 무한통신 동탄점, 세상통신, 머글폰, 큐티모바일, 땅파서폰
파는집(대연점), 하통통신, 제이케이모바일(JK Mobile), 예손통신, 프리미엄 폰 아울렛, (주)모바일제이 신원점, 주식회사 본가제이씨, (주)투지컴퍼니, 에스아이유, 태산, 반
달통신, 현곡Mobile, 칠칠칠휴대폰 직산점, 청춘 모바일, 도봉비케이(BK)통신, 장군정보통신, 삼인 네트윅스, ODI텔레콤, 경텔레콤, 휴대폰가게 내덕2점, 혜원네트워크, 에
스에스지모바일, (주)오름커뮤니케이션 금오혼, 글로리아모바일, 가영통신, 대성텔레콤(평동점), 유코아 북삼점, 콤통신, 홈런모바일, stable, 압구정SD텔레콤, COZY모바일,
아이언모바일, 두드림모바일, 로이코, 미누텔레콤, 도매폰마트(마리텔레콤), 싸이텔레콤, 헬로우 지에스엠, 불당호반점, 신골목통신, 복돼지통신, 제이씨스마트기기, SC모바
일, 마리모바일2호점, 매직모바일 간석점, 다이얼모바일, 참좋은유통, 세하, 북부나이스 드림, 선중텔레콤2, 휴대폰아울렛완주본점, 베스트폰인슈, 새길, 장성정보통신, 원
(ONE)통신, 일루TC2, 일석, 다준다몰, 유진비앤엘(주), (주)부스트모바일, 레드정보통신(본오점), 모바일LTE, 모바일앤카페, 폰프라자 봉곡점, 히든 2호, 에스2텔레콤, 창원
폰사요몰, 대왕, 이케이(EK)통신, 북문로 폰가게, 폰브라더통신, 이천시통신, 리윤모바일, 폰프라자 5호점, 케이미디어, (주)비에이치텔레콤 호평점, 제이에스(JS)통신, 럭키,
명품공인중개사사무소, 대호이동통신, 여우비통신, 드림전기통신, (주)한국통신기기, 프린스통신 3호점, CHANEL통신, 주식회사리오(서면통신1호점), 인텔레콤, 휴대폰11번
가 광명점, 아고라통신, 도니텔레콤, 모바일11번가, (주)태산당 장유점, 핫텔레콤, 에이치엔제이, 바비텔레콤, 지피컴퍼니(GP컴퍼니), 앳츠모바일, 코리아몰, 제이엔, 현진스
마트샵, 민Telecom, 쭌텔레콤 시민회관점, 주식회사 블루도시개발, 킹스모바일, 중고폰몬스터, 디오통신, 리페어 휴대폰가게, 오엠케이컴퍼니, 셀모바일 광주점, 폰더커피,
주식회사 라온글로벌 향남점, 아닐사모바일2, 모은모바일, 펭귄통신, 주식회사 더케이코리아, 삐삐모바일, 태경유통, TR모바일, 신유모바일, 늘봄모바일, 에스비통신, 서현
텔레콤, 대한민국2, 큰곰모바일, 엔젤통신 감삼점, 주식회사 폰앤톡, 크라운텔레콤, 엘샤다이텔레콤 본점, 싸주텔레콤, 휴대폰하우스(복대점), 임서방통신, 젠통신, 부산통
신본점, 리버통신, 투제이통신 칠성점, 부산폰공장, (주)지혜텔레콤 증산점, (주)리더스모바일 금천사거리점, 봉쥬르통신, 탑폰, 엘샤다이 현아텔레콤, 주식회사모바일스마
트고잔지점, 씨피통신, 엘샤다이텔레콤, 트윈스, 엠에스모바일행신점, 문모바일3, 성거휴대폰아울렛, 쿠마텔레콤, 더블현, 감성텔레콤, (주)나무네트웍스 외대역점, 소넴
(SONEM)왕십리, 제이케이(JK)모바일, 엔씨통신마북점, 더샵텔레콤, 차폰이야기, 에스투 네트웍스, 엠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옴니텔커뮤니티, 주식회사 금해, 테마이동통신
인천점, 제이비모바일(JB모바일), 광땡텔레콤, 엘에스, 카(ca)텔레콤, 배틀모바일, 스프린트 통신, 휴대폰아울렛성정점, 폰카페(엠제이통신), 휴대폰가게안성, 정선텔레콤,
가온누리통신, 주식회사 휴대폰백화점소촌점, 바즈라모바일, 예쓰비온디, 피플통신(학장점), 에스엔비텔레콤, 엥프라멘스, 스마일모바일, 서정이노베이션, 정남텔레콤 토
곡점, 비앤아이(B&I)정보통신, 현정보통신3호점, 티나조텔레콤, 에스와이텔레콤, 에스앤에스통신, 마이텔레콤(MAI), 나라모바일 2호점, 상아텔레콤, 백통신, 모바일707(가
경점), 은가비정보통신, (주)참조은씨앤씨 수색점, 리치컴퍼니 봉담점, 승리모바일통신, 쥬빌리텔레콤, 휴대폰쇼핑몰 명륜점, 헬라모바일 거창점, 네츠고통신, 청음정보통

신, SMT모바일, 에스씨엘정보통신 동래점, 빅폰, 픽스통신, 예서 텔레콤, 휴대폰도매센터, 휴대폰 불당점, 니하오 telecom, 홍스 모바일, 비제이통신, 티앤통신, 투맨, 라
라케이, 서포통신, 주식회사예진통신(수원남문점), (주)리오 증산통신2호점, 코지정보통신, 베이스통신, 일등통신(서현점), J폰마트, 도도(DoDo)텔레콤, 에스엔엠텔레콤, 뉴
월드정보통신, 주식회사 승승장구, 지앤비4, 향이텔레콤, 삼현텔레콤, 기가통신, The바른모바일, 주식회사 포스모바일, 폰수리꾼, 피플통신 거제점, 서정 휴대폰세상, 까만
텔레콤, J&J MOBILE, TJ, 에이치와이정보통신, 티앤케이모바일 안림점, 모바일포차, 하애-의정부점, 비에스모바일 반여점, 아이러브 핸드폰(인천점), 총각네텔레콤 백석점,
휴대폰마켓(성정점), 에스티모바일, 신부에스마트, 썬샤인모바일, 싸군통신, 에스비, 베스트컴바인, 비앤에스컴퍼니, 모바일팩토리 세인점, 다올모바일 원흥점, (주)유니스
월봉지점, 루딕, 봉암행복이동통신, 아이폰수리 청춘모바일, 아이체인지폰, 에스엔엘, 5G모바일, 에이모바일 논공, 주식회사 우솔텔레콤, 모바일다이소, 시영텔레콤, 스마
트통신상동점, 반월당로타리전화국, 대광, 동북국제 람경통신, 춘향이 휴대폰, 아몬드 통신, 파인, 동네, 해솔통신, 수정보통신둔전, 삼성모바일 와동점, 잔디, 폰다나와,
제이오네트웍스 동천직영점, 아이애이텔레콤, TnKmobile, 선진정보통신, 휴대폰#, 다판다모바일, (주)드림엔아이 5G통신, 두두정보통신, 로쉬텔레콤, 총각네텔레콤 (성정
점), 유림텔레콤, 엠알, 울산성지아울렛, 우주로정보, 내유통신, 엘엔케이텔레콤, JCO컴퍼니, (주)이다글로벌 동탄점, 킹스맨 모바일, 히트, 황제텔레콤, 씨앤에스, 이정보통
신, 에스디통신, 햄스터텔레콤, 크크모바일, 좋은정보, 엠컴퍼니(Mcompany), 셀모바일 화성향남점, 대한모바일, 솔비통신, 스마트면세점, 별이 텔레콤, 타타모바일, 제이
디, 람경통신9호점, 와이앤(YN)모바일, FUN통신, 주식회사 지디엔씨, 피앤피텔레콤, 성환이텔레콤, (주)스마일패밀리, 주식회사 이룸, 유한회사 말자통신, 진폰명폰통신,
대머리네, 테크노 심곡본동점, 오틸라인터랙티브, 바른청년모바일, 아담통신, HK텔레콤 2호점, 팍리통신, (주)위드어스직영일호점, 어썸모바일, 타임원, 채연시원텔 모라점,
메가폰, 조스타, 비와이 텔 컴퍼니, 송산모바일, (주)본가 봉담점, 주식회사 예스컴퍼니, 주식회사 해비치, 우진정보통신 고강점, 정은, 제이에스모바일 반포점, 에너 글라
임 통신, 서인텔레콤 2호점, 올탑 네트워크, 탑텔레콤 2호점, YS이동통신, 시은모바일 서동탄점, 유한회사 이공일, 에스투 모바일, 후니패밀리연동점, 케이에스모바일, 쭌
통신, 비산통신, 폰팜(PhoneFarm), 동바통신, 희성통신, 제이에이트통신, 엠에스텔레콤 중앙점, 안경아울렛, 동성통신, 대진17호, 이루다, 동남아1호점, 스타모바일 비산점,
탄탄모바일, (주)세명, 엠씨에어컨, 유코아군위, 도도통신청학점, 키다리아저씨, 로스트통신, 총각네텔레콤 대흥점, 아이엔씨 석촌점, 착한통신 향남점, (주)푸르미르, 주식
회사 히든상사, 주식회사 비젼콜, 주)아이엠피, 주식회사 엠플렛폼, 피엘모바일, 이에스모바일 호계점, 실버 텔레콤, 핸드폰헌터, S2네트웍스, 도도모바일, C.K.S.레이블, 정
진모바일, 하랑컴퍼니, 씨앤씨모바일, (주)웅쓰, 폰시유 세종점, 빠른통신, 쥐앤비, 휴대폰빅마트, 투델로 컴퍼니, 내손모바일, 모아통신, 월드텔레콤(해운대신도시점), 형희
태역민호텔레콤2, 별 모바일 남촌점, 주식회사 우승네트웍스, 폰장인, YT통신, 모바일폰 컴퍼니, 불다람쥐, 우정 텔레콤, 우남모바일 하남시청점, 미래, 이에스텔레콤5, 한
양로휴대폰일번지, 혁신텔레콤, 주식회사 퓨처스모바일 테크노, 사이다텔레콤, 트론 모바일, 에이치티모바일, 하늘상사, 금오텔레콤, 다희모바일, 정도통신, 제이엠(JM)텔
레콤, 온누리통신 부송, 케이디컴퍼니, 봉자텔레콤, 새롬정보통신(부평점), 예천텔레콤, 짱코텔레콤, LH모바일7, (주)영진랜드 먹골2호점, (주)리오 정관통신1호점, 주식회사
라온글로벌 병점점, 착한휴대폰 본점, 이.엠(E.M)스토어, 토마토넷*황근복, 제이식스, 베스트샵모바일, 휴대폰DC마트 오남, 인샤인모바일, 태평올빛, 오직주님통신, (주)트
리플에스, 이다글로벌 병점지점, 짱정보통신, 우동통신, 빠세텔레콤(대청점), 가온누리텔레콤, 우리동네 핸드폰, 에스지패밀리류빈통신, 일등모바일 목포점, 오만통신, 올
폰모바일, 체인지텔레콤, 하니통신(범어점), 덕계플러스, 제이앤제이(J&J), 둘리금왕2호점, 테마모바일 장현점, 신산통신, 테마 간석점, 하이스카이, 지유통신, 오케이
mobile, 스팀박스, 썬(SUN)통신(시흥점), 이루다컴퍼니, 티텔레콤 휴천점, 해수텔레콤, 휴대폰스쿨, 엔케이 모바일 2호점, 아바, 드림케어, 올바른휴대폰, 넛지모바일, 영
화텔레콤(선부), 늘찬정보통신, 마피아모바일, 꿀이모바일, 일흥텔레콤, 휴대폰 하우스, 셀모바일 보령대천동점, 동투텔레콤, 제이알 모바일, 쓰리원 석촌호수점, 풍이네
폰가게, 스마트폰365, 모바일텔레콤 고읍점, 센텀모바일, 대로텔레콤, 금강, 비엘, 토리모바일 위례점, 고은, 가온이동통신아울렛, (주)비에이치텔레콤 별내점, 주식회사 이
코텔, 티엠네트웍스, 케이알모바일, 진로모바일, 남원시너지통신, 휴대폰마트 신부점, 신흥통신, 스타통신2, 거미모바일, 훼밀리통신, 보령 쭈야통신, 정훈정보통신, 엔비

에스, 은지대리점, 팜모바일, 핸드폰다이쓰, 주식회사 대박정보통신, JJ모바일 삼천점, 건우통신 2호점, 넘버원휴대폰, 제이투, 순수동규스마트폰, 한국모바일, LH모바일 1
호점, 로미오통신, 528모바일, 브이엔씨-에스, 뚱폰, 엘사다이 장림점, 주식회사 브라더(염창점), 스마트 통신 잠실점, 에스텔레콤5호점, 총각네폰가게 진영점, 쾌남정보통
신(소사), 두정동 할인매장, 주식회사배티시티세븐점, (주)드림컴퍼니, 케이에스스토어, Huns PhoneCafe, 한성중앙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19번통신, 쇼보성, 엔케이(NK)
모바일, 주니MNC, 똑소리텔레콤, 외도휴대폰할인매장, HK텔레콤, SW텔레콤, 피터팬, 내셔널 휴대폰 면세점, Key 텔레콤, 더(The)폰, 해모르통신, 삼우정보통신, 채움, 아
이간지(삼미점), 팔팔(88)정보통신, 세중설비, 시즌3 텔레콤, 수채화 모바일, 한옥통신, 지앤비, 빛고을 정보통신, 어울림모바일, CH Telecom(엄사점), 우주최강모바일, 휴대
폰스마트, 케이에스통신, 꿀모바일, 수내텔레콤, 신 정보통신, 폰친구들, 열린빛의통신, 설렘모바일, 모바일팩토리영창점, 본모바일, 주식회사 스마트샵 혁신점, 라인네트
웍스(흥덕점), 호나텔레콤, 청담통신, 유창, 혁신모바일, 에스제이(SJ)으뜸이동통신, SD통신 목동점, 위너TFK(내발산점), 폰사요몰 중고폰 광주점, 메리통신 3호점, 제이에
이치( jh)모바일, 형제텔레콤 국제신도시점, 갑부텔레콤 2호점, 몬스터 통신, 에이치피시스템(삼정), (주)휴대폰일인창업지원센타, 휴대폰 가게, 이.엠모바일(E.M모바일), KY
통신, 휴대폰마법사, 고양폰, 라온 네트웍스, 빤짝텔레콤, 유노정보통신북수원, 1프로통신, 종텔레콤, 새봄통신, 휴대폰하우스지웰씨티점, 달인정보통신(신계점), 휴마텔레
콤, 내포통신 충남도청점, 문수로모바일, 도매통신, 환희통신, 힘찬모바일, 아산 킹스타텔레콤 둔포점, 별, 재용모바일, 기동통신, 다경tel 라이팅, 이벤트 모바일, 행폰, 폰
데이, 수내통신, 대박(역촌역점), 한아름모바일, 신대통신2호점, 미르모바일, 휴대폰일번가 백석점, 대연2호점, 오케이(OK)스마트폰, 승준텔레콤, 현지모바일, 짱구텔레콤,
다솜텔레콤 수원역점, 주식회사 플러스, 양산프라자, 가든파이브모바일, 폰샵 모바일, 성현통신, 탄현큰마을J, 셀네트웍스, 새우리, 위대한 폰돌이 2호점, 신의휴대폰, 제
이엔3호점, 다올3, JL정보통신, 비케이모바일 아이폰수리, 아토텔레콤, (주)모바일테크, 골든트리정보통신, 써니정보통신, 옴니몰, 민정보, K&M통신 은행점, 사거리 핸드폰
매장, 뽀빠이통신, 37.2통신, (주)더스토리, (주)한강씨엔티, 지구통신 건대점, 잘생긴텔레콤 면목점, 더블 샵, 보리통신, 바른통신 지금점, 충성모바일, 한아텔레콤, 성서텔
레콤, 처음통신, 일루모바일, 한소리텔레콤, 브이엔씨, 울산중고폰매입폰사닷컴공업탑점, 민이네통신, 솔통신, 100점휴대폰, 태민정보통신, 베스트모바일 고성점, 명가정보
통신, 람보통신, 김여사모바일, 함양공짜나라, 주식회사 에스코무역, 항성텔레콤, 철이네통신, 하나통신 삼천점, 승천모바일(갈산점), 케이씨텔레콤, 끼끼통신, 휴대폰마트
배방점, 주식회사 더드림, 퍼스트컴퍼니, 건 텔레콤 I, 단국휴대폰, 명성대박통신 한티점, 마징가텔레콤2호, 아재네텔레콤(직산점), 아라 텔레콤, 탑(TOP) 텔레콤, 주식회
사 오리진이노베이션, 물결통신, 유에스티, 판다통신, 모바일 희, 웅천핸드폰가게, 거상, 모바일면세점 양주자이점, 드림 상뛰에르, DD모바일, 이에스모바일, (주)기하건설
H 모바일, (주)블루스카이프리미엄샵, 태광통신 가야점, 구로천보, 휴대폰 직영특판매장, 루이스통신, 남스타통신, 휴대폰백화점(청호정보통신), 승모바일, 테마이동통신
연수2호점, 영스모바일, 휴대폰가게 서원점, 씨앤오모바일, 주노모바일, 통신프라자, 오삼텔레콤, 에스와이컴퍼니, 폰사요몰 일산점, 승승장구텔레콤 7호점, 판암킹통신,
모바일프렌드, 청군통신 김포하성, 스피드 23호점, 가치컴퍼니, 엠티글로벌춘천, 주식회사대성모바일(월곶지점), 와우인터내셔날(주), 주식회사 폰탑(영도점), 율 모바일,
하중통신, 소유컴퍼니, 좋은사람컴퍼니, 혜라통신, 주식회사 통구 임학역, 주식회사 신화(행구점), 주식회사 한모비, (주)폰앤폰, (주)지에이티, 광민정보통신, 우리동네모바
일카페, 신원 천보, 문화통신 5호점, 세븐텔레콤 울산, 에스에이치(SH)모바일청라점, 쌍둥이폰가게, 웅이정보통신, 대박통신(모라점), 두폰, 스마트폰365DC마트, 제이컴퍼
니 가정점, DJ모바일, LG전자스토어, 휴대폰찌통령, 폰놀이터, 대전 착한통신, 국보통신, 샛별, 인하모바일, 반값통신, (주)한결정보통신 토당점, 착한핸드폰( jmca1우산점),
야무진통신 3호점, (뉴)월드투어, 루키네휴대폰, JK레드통신, E.T 텔레콤, 주식회사 에스피모바일, 매니아89텔레콤, T&amp;C 양산점, 아이티밸리PC방, 더(The) 폰, 로또모바
일, 폰사라폰수리, 백점만점2, 데일리 폰, 레드텔레콤(화원점), 휴대폰마트(쌍용점), 착한남자모바일, 경기모바일2, 이글JH, 유니스 에스모바일, 주식회사 해웅멤버스, 왕십
리핸드폰, 듀폰모바일, 바른청년핸드폰, 이룸컴퍼니주식회사 지점2, YS모바일, 행복한모바일 김포점, 투엘(2L), 이지스통신, 양양중앙통신, 성수모바일, 호수정보통신 2호
점, 아이폰연구소정관점, 비케이모바일2호점, 시은모바일서동탄점, 주식회사 예진통신 수지점, 주식회사 제이엠, 명신텔레콤, 프렌즈모바일 본점, 스피드2, 망기 텔레콤,

조치원통신, 두나통신, 라리모바일, Bro Mobile, 세잎클로버 석우점, 휴대폰마트 쌍용3호점, 크롱, 인터넷나라, 주식회사 폰탑(신다대점), 스팟2호점, (주)케이엠, 광교휴대
폰아울렛, 가을폰, 약수 휴대폰, 찰s 텔레콤, 강철통신, 미소통신(익산), 싸다구텔레콤1호점, 통신골목1번가 중산점, (주)한울통신, 새폰그리고중고폰, 대박MK텔레콤, 연우
모바일(학정점), 이지통신, 지우텔레콤2호점, 에스엠(S.M) 텔레콤, 주연정보통신SM점, 강일텔레콤, 대륙정보통신, 주식회사 매직모바일, 런모바일, 얌앤꼬 모바일, 리얼모
바일존, 영 모바일, 티즐원, 부강, 비전통신 호계점, 나온 모바일, 고니정보통신, 백운통신, 주식회사 부자통신, 카카오 모바일, 천안 HS테크, 엔젤통신성서점, 칼라통신,
주식회사 골드문씨앤씨, 마임텔레콤, 세명통신, 홍모바일, 자바정보통신, 한진텔레콤, 도매폰마트(호두텔레콤), 폰n닥터, 동동이텔레콤, 이채모바일, (주)좋은생각 수원지점,
메이저텔레콤-지점, 호성통신 진북점, 한중통신, 퀸즈모바일종합상사, 네네통신프라자, 중고폰장터, 주식회사플러스 와우리지점, 에스엔에스컴퍼니, 모모바일, 비즈 텔레
콤, JY통신2호점, 현무통신, 지은통신 청천점, 이에스통신, 투게더텔레콤, 대화제이통신, 더폰통신, 아이정보통신, 하담 모바일, 모바일면세점 둔포테크노밸리점, 민쓰모바
일, 성균관텔레콤, 폰싸다구 도담점, 죠이통신, 폰 앤 샵, 퍼플모바일, 쩐 통신, 로또명당 휴대폰마트, 남매텔레콤, 폰온, 삼양통신, 일등통신 동천점, 베스트모바일 청수
지점, 엠디텔레콤, 유리바다통신(행신), 친구(북면점), 군산 제이제이(J.J), 쭌모바일, (주)태성통신 수성점, 팔십육점팔스토어, 올바른모바일, 서연텔레콤, 하니모바일 진해점,
둔내스마트폰컴퓨터수리센터, 좋은날휴대폰매장, 주식회사 씨에이치(아주점), 리치컴퍼니 화서점, 옥계화이통신, 마리모바일샵, 전세계통신, 엘리트통신, 케이티모바일,
민백텔레콤, T텔레콤(풍기점), 대학로텔레콤, 신세계 모바일(2호점), JK컴퍼니, 주식회사 드림컴퍼니 지점3, 에멜씨유 부산 동구 포스점, 우기통신, 해리모바일, 포스통신,
가림통신, 중한통신, m&p mobile, 몽실텔레콤, (주)모바일톡 수암점, (주)유니스 화정지점, 양산클라스(Y.C), 씨티텔레콤, 매직모바일(소래점), 신이동통신, 휴대폰 마트
(D&amp;S), 배짱이정보통신, 에스오와이, 한그루텔레콤, 무영텔레콤, 광대역통신, 멀티모바일, 송천텔레콤, 마리오통신, (주)이다글로벌 천천점, (주)제이에스텔레콤가야점,
주식회사 팔팔브로스, 열정컴퍼니 무실점, 달인정보통신 구성점, 모바일팩토리 경암점, 청춘모바일 유라점, 지평통신, 봉구정보통신, 원 모바일, 대가모바일, 위너TFK 오
정점, 가능 하나텔레콤, 예원준텔레콤, 홍두깨통신, 휴대폰1번지(2호점), 휴대폰 가게빵, 휴대폰다이써, 스피드 모바일, 스마트천국, 알파폰, 이다글로벌 평택지점, 기가스
토어, 비엔에스(BNS) 2호점, 테마 매화점, 주식회사 데쉬모바일, 투에이진해, 당진텔레콤, 솔비정보통신, 오빠네 폰가게, 폰찾사의정부점아이폰수리중고폰, 신호통신, 엘
샤다이 당리점, 동북국제2호점, 엘케이대박통신 다산점, 혜지 모바일, 주식회사굿프랜드기업, (주)더브이아이피, 하람3호, 베로에스프레소사창점, 뉴타운모바일, 이지통신
영등점, 주식회사 굿쎌폰, 붕어의신 낚시카페, 제이원텔레콤, 단비2호점, Y프라자, 진진모바일, Phone82(폰팔이), 스마트폰제작소, 02super모바일, 까비텔레콤, 다올4, 휴대
폰판매점, 두온, 초콜렛통신(봉덕점), 플러스상사, 미노텔레콤, 영구텔레콤, 이지통신나운점(신), 히든 정보통신, 예스통신 주천점, 대구휴대폰, 남촌 텔레콤, (주)기술자들,
정상(대구), 보스(BOSS)정보통신, 진해아이티(IT)통신, 상연모바일, 퍼스트 네트웍스, 춘천극강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