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업소명 소재지 준수 등급

1 핑크비쥬  홍산남로 77, 1층 (효자동3가) 최우수 녹색

2 그레이스네일  범안2길 12, 1층 (효자동2가) 최우수 녹색

3 김영희헤어샵  효자동1가 652번지  상산타운 상가 1동104호 최우수 녹색

4 김현살롱  온고을로 26, 106호 (서신동,트원폴리스-1) 최우수 녹색

5 디바헤어앤붙임머리도청점  홍산1길 14, 3층일부 (효자동2가) 최우수 녹색

6 레풀  전주객사3길 11-2 (고사동) 최우수 녹색

7 뮤토  봉곡로 117, 2호 (효자동2가) 최우수 녹색

8 바이조조  배학5길 7, 1층 (효자동3가) 최우수 녹색

9 박성호미용군단  평화동1가 707번지   최우수 녹색

10 에스터헤어샾  소대배기로 18-21 (평화동2가) 최우수 녹색

11 예쁘도다  잿뜸2길 8, 1층 (서신동) 최우수 녹색

12 프로헤어모리  삼천천변1길 35 (삼천동1가,외1필지 2층) 최우수 녹색

13 굿데이헤어  봉곡3길 19 (효자동2가) 우수 황색

14 김모진헤어미가  장승배기로 262 (평화동1가) 우수 황색

15 김선영소울메이트  봉곡로 147 (효자동2가) 우수 황색

16 네일이내일이여  메너머2길 31, 1층 (중화산동2가) 최우수 황색

17 다올헤어  거마남로 3 (삼천동1가) 우수 황색

18 루시아뷰티  문학대6길 7, 1층 (효자동3가) 우수 황색

19 륀느뷰티  배학2길 41-3, 1층 (효자동3가) 최우수 황색

20 메쉬뷰티센터  전룡1길 8-4 (서신동,1층) 최우수 황색

21 미소속눈썹  거마중앙로 59, 1층 (삼천동1가) 우수 황색

22 미의창조  현무2길 42 (경원동3가) 우수 황색

23 미지헤어갤러리  전주객사4길 23-6 (고사동) 최우수 황색

24 씨엘뷰티  구이로 2077, 1층 117호 (평화동2가, 평화동골드클래스) 우수 황색

25 아로테뷰티  마전들로 19 (효자동3가, 101호) 우수 황색

26 에스헤어  마전들로 18, 1층 (효자동3가) 최우수 황색

27 여피  전라감영4길 16-16 (중앙동3가,3층) 최우수 황색

28 예나뷰티샵  신봉로 23, 1층 (효자동1가) 최우수 황색



29 오델리  신촌3길 4 (중화산동2가) 우수 황색

30 월드헤어뉴스(롯데점)  새터로 122-13 (서신동) 최우수 황색

31 유온  문학대4길 7-1, 1층 (효자동3가) 최우수 황색

32 윤여정헤어  난전들로 261, 1층 103호 (삼천동1가) 우수 황색

33 이진이스킨클럽  서신로 8 (서신동) 우수 황색

34 전원미용실  전주객사2길 45-8 (다가동4가) 우수 황색

35 전카코스메틱  효자동1가 414번지  롯데@상가 201호 우수 황색

36 정현헤어앤뷰티클럽종합  중앙동3가 95번지 1호  2층 우수 황색

37 헬리아피부관리샵  전주객사3길 34 (고사동,2층) 우수 황색

38 176-7헤어숲  관선5길 24-16, 1층 (남노송동) 일반 백색

39 가새미장  용리로 177, 세창짜임아파트 상가 2동 1층 102호 (삼천동1가) 일반 백색

40 광진미용실  장승배기로 145 (삼천동1가) 일반 백색

41 글로리아헤어  구이로 2094-11 (평화동2가) 일반 백색

42 김나현헤어살롱  서신동 960번지 1호  엘지@ 상가동 103호 일반 백색

43 까망머리방  하거마6길 2 (삼천동1가) 일반 백색

44 나래뷰티팜  문학대2길 31-8 (효자동3가) 일반 백색

45 뚜야헤어  효자로 338, 2층 (중화산동2가) 일반 백색

46 루시아헤어  평화13길 13-6 (평화동2가) 일반 백색

47 모란미용실  흑석로 53 (서서학동,외1필지 푸른맨션상가동 A동108호) 일반 백색

48 벨라헤어  서원로 282 (중화산동2가) 일반 백색

49 뿜뿜토탈뷰티  메너머3길 41, 3층 (중화산동2가) 일반 백색

50 샹드리에헤어드레써  중화산동2가 256번지 23호   일반 백색

51 세희미용타운  태평동 36번지  중앙상가113호 일반 백색

52 에비뉴엘  홍산남로 82 (효자동3가) 일반 백색

53 임마누엘헤어샵  솟대로 13 (삼천동1가) 일반 백색

54 정은아헤어쇼핑  메너머1길 26 (중화산동2가) 일반 백색

55 케이뷰티살롱  온고을로 30-30, 103, 104호 (서신동) 일반 백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