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평가 (목욕장업)

연번 업종명 업소명 영업자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등급

1 목욕장업 토탈사우나 이상기 중화산동2가 484번지 9호   229-4800 녹색

2 목욕장업 행복한세상 한상익 중화산동2가 31번지 3호  외1필지 282-6668 녹색

3 목욕장업 전주온천 정성진 중화산동2가 784번지 1호   223 -0020 녹색

4 목욕장업 명동사우나 나영수 중앙동1가 31번지 1호  외 3,4  288-1331 황색

5 목욕장업 (주)전주코아리베라호텔사우나 이동근 풍남동3가 26번지 5호  외 1 232-4230 황색

6 목욕장업 삼라목욕탕 김용길 삼천동2가 273번지    227-2776 황색

7 목욕장업 신성목욕탕 권장호 평화동2가 299번지 23호   228-3988 황색

8 목욕장업 양지휘트니스센터 이한선 삼천동1가 415번지 11호    221-3493 황색

9 목욕장업 새롬목욕탕 양형권 서신동 761번지 1호  광진산업@상가 지하 255-0771 황색

10 목욕장업 건강나라핼스보석찜질사우나 국헌호 평화동2가 259번지 33호  외2필지 225-0880 황색

11 목욕장업 삼천탕 송혜옥 삼천동1가 585번지 7호   221-4240 황색

12 목욕장업 남문탕 김경근 전동 166번지 5호   284-7800 황색

13 목욕장업 테마파크 사우나 김재중 삼천동1가 284번지 7호  외2필지 222 -0029 황색

14 목욕장업 티파니힐사우나 이권배 평화동1가 605번지 1호   222-0011 황색

15 목욕장업 전주보석허브사우나평화점 고종윤 평화동2가 870번지 1호   황색

16 목욕장업 지리산사우나 박영심 서신동 805번지  지리산빌딩 401,402호 251-0800 황색

17 목욕장업 전주한옥스파휘트니스 정동석 경원동1가 126번지 18호   232 -0020 황색

18 목욕장업 (주)삼산패밀리랜드 최병열 상림동 580번지  외3필지 제5동 제7동 236 -6333 황색

19 목욕장업 청수탕 구천옥 태평동 145번지 5호   252-6495 황색



20 목욕장업 거북목욕탕 육옥주 태평동 49번지 6호    277-0021 백색

21 목욕장업 무궁화탕 나세찬 동서학동 93번지 1호   284-6923 백색

22 목욕장업 환영탕 라병섭 중앙동4가 65번지   288-5431 백색

23 목욕장업 현대옥싸우나 신현순 효자동1가 133번지 3호   288-8880 백색

24 목욕장업 연일사우나 김휘근 태평동 7번지 9호   253-2255 백색

25 목욕장업 기린대중탕 박민철 중노송동 282번지   288-0137 백색

26 목욕장업 효자프라자탕 유삼순 효자동1가 289번지 3호   226-3009 백색

27 목욕장업 코리아사우나 김경숙 서신동 803번지 1호   277-2500 백색

28 목욕장업 황방산온천탕 최정덕 효자동3가 1451번지   273-6969 백색

29 목욕장업 삼원대중탕 이한신 평화동1가 432번지   287-4788 백색

30 목욕장업 서신롯데보석사우나 두주영 서신동 5번지 1호  외1필지 롯데@상가110동 275-3001 백색

31 목욕장업 린사우나앤핫요가 최동헌 삼천동1가 288번지 9호   B동 101호 236-5200 백색

32 목욕장업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스포츠사우나

서영진 중화산동2가 772번지 2호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229-0130 백색

33 목욕장업 근영대중사우나 도영식 중화산동2가 256번지   백색

34 목욕장업 삼강참숯가마 최용삼 삼천동2가 505번지   901-5566 백색

35 목욕장업 전주보석사우나 고종윤 효자동1가 109번지   백색

36 목욕장업 비엠사우나 임상만 평화동1가 723번지 1호   229 -7200 백색

37 목욕장업 건강황토불한증막 임옥영 원당동 766번지   288 -1100 백색

38 목욕장업 호남목욕탕 서동학 동완산동 264번지   백색

39 목욕장업 그랜드사우나 김옥님 서신동 248번지 8호   253 -5550 백색

40 목욕장업 호수옥사우나 변영호 남노송동 155번지 2호    232-3612 백색

41 목욕장업 영빈탕 엄인숙 전동 5번지 1호   284-1257 평가불가



42 목욕장업 코아사우나 박병숙 서노송동 627번지 3호   285-1100 평가불가

43 목욕장업 서도대중목욕탕 정혜진 효자동1가 454번지 1호   224-7600 평가불가

44 목욕장업 통나무황토헬스타운 윤경준 삼천동1가 744번지 1호   228-3312 평가불가

45 목욕장업 노송목욕탕 김복순 중노송동 412번지    285-4904 평가불가

46 목욕장업 이화목욕탕 이경곤 경원동3가 32번지 22호  외1필지 283-6772 평가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