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 프라이데이』경품별 안내사항『골든 프라이데이』경품별 안내사항

경품명  15만원 무료식사권(축협 지정식당 사용)

◦후원업체 : 창원시축산농협

◦경품권사용처 ⇒ 당첨자 임의선택 가능 

  ‣ 원효 한우촌(의창구 북면 천주로 1372-5)

  ‣ 우정한우촌(마산합포구 진전면 의산삼일로 13)

◦경품권수령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 해당 업소 방문, 경품권 제시 후 무료식사(15만원 한도)

경품명  사진작품

◦후원업체 : 창동예술촌

◦경품내용

  ‣ 사진작품(제목 : 광야 1/ 작가명 : 라상호) _ 2회차 경품

  ‣ 사진작품(제목 : 광야 2/ 작가명 : 라상호) _ 4회차 경품

◦경품수령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 사무실(창원상공회의소 건물 1층) 방문수령

경품명  서양화

◦후원업체 : 창동예술촌

◦경품내용

  ‣ 서영화(제목 : Song of life/ 작가명 : 정은숙) _ 2회차 경품

  ‣ 서영화(제목 : 숲으로의 초대장/ 작가명 : 김현숙) _ 3회차 경품

  ‣ 서영화(제목 : Composition Look at line/ 작가명 : 진미정) _ 4회차 경품

  ‣ 서영화(제목 : Missing U/ 작가명 : 윤귀화) _ 5회차 경품

◦경품수령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 사무실(창원상공회의소 건물 1층) 방문수령

경품명  우드만년필, 귀걸이, 탁상거울

◦후원업체 : 창동예술촌

◦경품내용

  ‣ 우드 만년필(작가명 : 남동화) _ 3회차 경품

  ‣ 탁상거울(작가명 : 문순덕) _ 3회차 경품

  ‣ 귀걸이(작가명 : 주순희) _ 4회차 경품

◦경품수령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 사무실(창원상공회의소 건물 1층) 방문수령

경품명  영어화상수강료 50%할인권

◦후원업체 : 씨아이씨소프트㈜

◦경품내용 : 업체 운영 화상영어 이용시 수강료 50% 할인

            (인터넷주소 http://hitalking.learningtown.co.kr)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 경품권 확인 후 50% 할인(기존 50% 감면자는 중복사용 불가, 할인기간 종료 후 

     사용 가능)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2.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농산물 교환권(5만원)

◦후원업체 :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

◦경품내용 : 5만원 상당 농산물(쌀) 교환권

◦경품수령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 및 배송지 확인  

  ‣ 농협에서 경품당첨자 자택으로 농산물(쌀) 배달

경품명  머플러

◦후원업체 : ㈜경남도민프로축구단

◦경품내용 : 경남FC 머플러(판매가 25,000원)

◦경품수령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 사무실(창원상공회의소 건물 1층) 방문수령



경품명  창작예술공예품

◦후원업체 : 부림창작공예촌

◦경품내용

  ‣ 친환경마수세미(3개)(박은성 작) _ 1회차 경품

  ‣ 손거울(김지현 작), 다용도꽂이(정인숙 작), 가죽카드케이스(강유미 작)

    플라워 방문걸이(윤성숙 작) _ 4회차 경품

  ‣ 보자기포장(박희숙 작), 프랑스자수핸드타월(2개입)(박인자 작),

    마크라메 행잉(김혜란 작) _ 5회차 경품

  ‣ 수제 인형키링(백선아 작), 북유럽 청어 훅 걸이(권우정 작),

    커플소주잔(2개입)(박은진 작), 옻칠 티스푼(2개)(염영희 작) _ 5회차 경품

◦경품수령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 사무실(창원상공회의소 건물 1층) 방문수령

경품명  학원 수강료 1만원 할인권

◦후원업체 : 창원시학원연합회

◦경품내용 : 창원시내 학원(창원교육지원청 인가학원에 한함) 수강료 1만원 할인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 학원비 결제 시에 경품권 제시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2.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10% 숙박할인권

◦후원업체 : 대한숙박업중앙회 직활마산지회

◦경품제공업소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비 고

마산합포구

초콜렛모텔 마산합포구 동서동6길 7

나인모텔 마산합포구 오동동14길 57

와이모텔 마산합포구 동서동1길 2

궁전모텔 마산합포구 어시장9길 11

ECO모텔 마산합포구 어시장9길 103

NO.25모텔 마산합포구 수산1길 261

블루비치모텔 마산합포구 교방천북길 311

랙스모텔 마산합포구 교방천북길 366

마산회원구

젠모텔 마산회원구 양덕남9길53

아이러브모텔 마산회원구 양덕북20길 3

궁모텔 마산회원구 합성2동 162-29

모텔나인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935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할인권 1매 발송

    (당첨자별 참여업소 무작위 배정 및 발송)  

  ‣ 해당업소 방문, 숙박비 결제 시 할인권 제시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피부관리 할인권(30~50%)

◦후원업체 : 한국피부미용업 창원시의창ㆍ성산ㆍ마산ㆍ진해지부

◦경품제공업소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할인내역 제공수량

의창구

미디헬 장뷰티라인
(의창구 사화로 29, 1층)

바디케어 또는 얼굴케어
30% 할인

15매

샤넬 스킨&바디
(의창구 의안로 32/11, 1층)

바디케어 또는 얼굴케어 
30% 할인

15매

퀸에스테틱
(의창구 의창대로 20)

바디케어 또는 얼굴케어 
30% 할인

15매

마미에스테틱
(의창구 평산로 215번길 2층)

바디케어 또는 얼굴케어 
30% 할인

15매

하얀피부관리실
(의창구 서상로 47-1 1층)

바디케어 또는 얼굴케어 
30% 할인

15매

전은미피부샵
(의창구 도계로 122, 1층)

바디케어 또는 얼굴케어 
30% 할인

15매

성산구

퀸 스킨&바디
(성산구 반지동 288 대동그린상가 106호)

바디케어 또는 얼굴케어 
30% 할인

15매

허다겸피부샵
(성산구 대정로135 대방덕산타운상가 313호)

에너지테라피관리 30% 할인 2매

여우발자국왁싱큐
(성산구 상남동 34-1, 2층)

브라질리언, 겨드랑이,
화장품 30% 할인

1매

대방동스킨케어
(성산구 가양로 124-15)

모공케어 40% 할인 1매

왕쑥원
(성산구 중앙대로 114 MS빌딩3층)

페이스관리 30% 할인
아로마관리 30% 할인 

3매
1매

마산
합포구

꾸밈멀티뷰티샵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 

남부시네마타운 5층)

 겨드랑이왁싱 30% 할인
브라질리언왁싱 30% 할인

인중왁싱 30% 할인

50매
50매
50매

우아S뷰티
(마산합포구 용마로 90 빅스타빌딩 402호)

 전신관리 50% 할인
족욕무료이용

10매
30매

마산
회원구

프롬유에스테틱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본동 3길 43  2층)

30% 할인 30매

킴스뷰티&스파
(마산회원구 양덕동 율림고로 6,  메트로스퀘어 

413, 414호)

 전신관리1회 50% 할인
전신원적외선스파 10% 할인

등관리 30% 할인
겨드랑이왁싱 50% 할인 

30매
30매
30매
50매

향기나라
(마산회원구 양덕동 139호, 3층)

등관리 50% 할인 30매

이희경피부관리실
(마산회원구 양덕동 65-3)

얼굴윤곽관리 30% 할인 50매

리앤스킨케어
(마산회원구 양덕2동 62-25번지 2층)

얼굴윤곽관리 50% 할인 50매

미송스킨케어
(마산회원구 석전동7길 32, 1층)

슈가링 왁싱 50% 할인 5매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할인내역 제공수량

진해구

손수정에스테틱
(진해구 경화동 1179-20)

전품목 30% 할인 30매

흥란스킨케어
(진해구 조천북로 65 상가1층)

전품목 30% 할인 30매

The고운스킨케어
(진해구 진해대로 725 

석동푸르지오상가3층 303호)
전신관리 50% 할인 10매

예린스킨
(진해구 신항로 141, 111호)

전품목 30% 할인 30매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할인권 발송

    (당첨자 거주지 소재 구의 업소 할인권을 제공하되, 업소별 제공 

     할인권 수량 소진 시에는 다른 구 소재의 업소 할인권 임의 발송)

  ‣ 해당 업소를 방문, 할인권 제시 후 서비스 이용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EM 화장품 25%할인권(그외 친환경제품 15%할인권)

◦후원업체 : 창원YWCA(성산구 대정로 20번길 11 여성회관 창원관 1층)

◦경품내용 : 창원YWCA 자체제작 EM 화장품 25% 할인

            (그 외 친환경제품 15% 할인)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 창원YWCA 방문, 해당 제품 구입 시 할인권 제시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09.30.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사우나(대인) 10% 할인쿠폰(10매)

◦후원업체 : 한국목욕업 마산지부

◦경품제공업소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비 고

마산합포구

위즈스파 마산합포구 월영남로 7(해운동)

남부사우나찜질방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월남동5가)

목간사우나 마산합포구 동서동3길 16(신포동1가)

웰빙수파24 마산합포구 자산삼거리로 6(자산동)

호성목욕탕 마산합포구 자산북1길 9(자산동)

놀이터스파타운 마산합포구 북성로 19(추산동, 3층)

불종사우나 마산합포구 오동북19길 5(오동동)

허심청사우나 마산합포구 오동동14길 7(오동동)

신영사우나 마산합포구 3.15대로 132-1(중앙동1가)

황실목욕장 마산합포구 합포동1길 5(산호동)

마산회원구

한일자연사우나 마산회원구 양덕서5길 18, 408동(양덕동)

환금사우나 마산회원구 북성로 106(회원동)

감천옥수사우나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843

국제사우나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248(합성동)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할인권(업소당 10매) 발송

    (당첨자별 참여업소 무작위 배정 및 발송)  

  ‣ 요금 결제시에 할인권 제시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10~20% 할인 이용권(외식업)

◦후원업체 :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합포구ㆍ회원구지부
◦경품내용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할인내역 비 고

마산
합포구

조선통술
(마산합포구 산호북17길 40)

결제금액의 10% 할인

할매대패집
(마산합포구 산호북18길 20)

결제금액의 10% 할인

오즈마법사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19)

결제금액의 10% 할인

마산
회원구

창원횟집
(마산회원구 석전동 16길 10)

20% 할인
(5만원이상 현금결제시)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발송
    (당첨자별 참여업소 무작위 배정 및 발송)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부가서비스 무료제공(소주, 음료 등)

◦후원업체 :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진해구ㆍ합포구지부
◦경품내용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제공수량

진해구

유하일식
(진해구 석동 663-4 세명프라자 301호)

주류(소주 또는 맥주)1병 및 음료수 1병 무료 제공
(최소 2인 이상 1팀당 1매 사용)

100매

해성횟집
(진해구 제황산동 24-2)

주류(소주 또는 맥주)1병 및 음료수 1병 무료 제공
(최소 2인 이상 1팀당 1매 사용)

50매

진해이창민밀면
(진해구 석동 650-12)

만두1인분 무료제공
(최소 2인 이상 1팀당 1매 사용)

500매

초심
(진해구 풍호동 190-4)

주류(소주 또는 맥주)1병 및 음료수 1병 무료 제공
(최소 2인 이상 1팀당 1매 사용)

50매

종로반점
(진해구 이동 542-25)

미니탕수육 무료제공
(최소 2인 이상 1팀당 1매 사용)

100매

시루봉가든
(진해구 자은동 287-6)

주류(소주 또는 맥주)1병 및 음료수 1병 무료 제공
(최소 2인 이상 1팀당 1매 사용)

100매

팔각정
(진해구 회현동 7-1)

주류(소주 또는 맥주)1병 및 음료수 1병 무료 제공
(최소 2인 이상 1팀당 1매 사용)

100매

마산
합포구

케렌시아
(마산합포구 완월동 378-19)

드립커피 300ml 한병 증정
(2만원이상 주문시)

100매

투다리 댓거리점
(마산합포구 해운동 5-84)

황도(7500원) 1개 무료 제공
(2만원이상 주문시)

200매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경품권 2매 발송
    (당첨자별 참여업소 무작위 배정 및 발송)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아메리카노 무료교환권 2매

◦경품내용 

구 분 후원단체명 경품내역 사 용 처 수량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

마산시니어클럽
아이스아메리카노 
무료교환권(2잔)

카페, 아리 문화점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8)

100매

카페, 아리 부림점
(마산합포구 부림지하상가 내)

카페, 아리 합포점
(마산합포구청 지하 1층)

카페, 아리 회원점
(마산회원구청 1층)

카페, 아리 사림점
(의창구 경남도립미술관 내)

카페, 아리 산호점
(마산합포구 여성회관마산관 2층)

카페, 아리 상곡점
(마산회원구 내서문화체육센터 내)

카페, 아리 두월점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60, 2층)

카페, 아리 현동점
(마산합포구 현동주민센터 내)

카페, 아리 신포점
(마산합포구 마산노인종합복지관 내)

카페, 아리 반월점
(마산합포구 반월민원센터 내)

카페, 아리 서성점
(마산합포구 동서동2길 33)

카페, 아리 석전점
(마산회원구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1층)

카페, 아리 중리점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33, 청과동 2층)

카페, 아리 신협점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1)

마산희망지역 
자활센터 

아메리카노 
무료교환권(2잔)

풀카페
(마산합포구 남성로117)

50매

마산지역자활센터 
아메리카노 1잔 + 

크로플세트 무료쿠폰
카페102

(마산합포구 만날고개1길 15, 1층)
30매

나눔일터
아메리카노 

무료교환권(2잔)
부엔까미노 카페

(마산합포구 북성로95, 4층) 
10매

진해구 진해시니어클럽
아이스아메리카노 
무료교환권(2잔)

실버카페 온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입구)

50매

구 분 후원단체명 경품내역 사 용 처 수량

의창구,
성산구

창원시니어클럽
아메리카노 

무료교환권(2잔)

Cafe愛오다 의창구청점
(의창구청 지하)

50매

Cafe愛오다 명서점
(명서주민복지회관 2층)

Cafe愛오다 단감점
(창원단감테마공원 홍보관)

Cafe愛오다 소답점
(의창구 의안로56번길 38, 1층)

Cafe愛오다 도계점
(의창구 원이대로 69번길 20, 도계부부시장 2층)

Cafe愛오다 경남도의회점
(경상남도의회 1층)

창원시 
보호작업센터

아메리카노 
무료교환권(2잔)

(사용기한: 2020.9.30.)

카페쉼표 
(의창구 원이대로 114번길 6)

25매

◦경품수령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무료교환권 발송

    (당첨자 거주지 구 소재 사용처 무료교환권을 제공하되, 사용처별 

     수량 소진 시에는 다른 구 소재의 무료교환권 임의 발송)

  ‣ 해당 업소를 방문, 무료교환권 제시 후 해당 제품 수령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카페쉼표는 9.30.한)



경품명  제과 구입 할인권(10% ~ 20%)

◦후원업체 : 대한제과협회 창원ㆍ마산지부

◦경품제공업소별 할인내역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할인내역 제공수량

의창구

티파니
(의창구 지귀로 8)

 20% 할인 500매

브레드1024
(의창구 북면 동전로 104, 우리마트 지하)

20% 할인 200매

브레드하임
(의창구 남산로 17번길 2(팔용동))

20% 할인 500매

윤상우과자점
(의창구 창이대로 199(봉곡동))

20% 할인 30매

성산구

박배철과자점
(성산구 동산로 115 대동백화점 1층)

20% 할인 200매

프랑스베이커리
(성산구 창이대로 733, 107-2호)

20% 할인 100매

밀로베이커리
(성산구 마디미로 21번길 11)

20% 할인 200매

성원코아베이커리
(성산구 대암로 80)

10% 할인
(중복할인불가)

100매

마산
합포구

정강과자점
(마산합포구 월영동, 동아2차상가)

20% 할인 100매

코아양과
(마산합포구 동성동 229-1)

20% 할인 500매

베네치아 베이커리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3)

20% 할인 500매

로마과자점
(마산합포구 자산삼거리로 34)

20% 할인
(평일사용가능, 포인트적립불가)

200매

마산
회원구

베이커리다솜
(내서읍 상곡리 51-1, 중앙상가 103호)

20% 할인 200매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할인권 1매 발송

    (당첨자 거주지 구 소재 업소 할인권을 제공하되, 업소별 제공 할인권

     수량 소진 시에는 다른 구 소재의 업소 할인권 임의 발송)

  ‣ 해당 업소를 방문, 제품 결제 시에 할인권 제시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떡 구입 할인권(10% ~ 20%)

◦후원업체 : 한국떡류식품협회 창원지회

◦경품제공업소(참여업소 할인권 공동사용)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비 고

의창구

오복떡집 의창구 도계로60번길 9-7(도계동)
낙원떡집 의창구 도계로60번길 13-10(도계동)

흥부떡방앗간 의창구 사림로158번길 18(사림동)
유가네떡집 의창구 읍성로33번길 5(북동)

우리떡방앗간 의창구 의안로44번길 34(소답동)
새소답떡집 의창구 의안로18번길 20(소답동)

낙원떡방앗간 의창구 의안로28번길 2(소답동)
오곡떡집 의창구 읍성로33번길 1(중동)
떡향기 의창구 외동반림로 200, 무학A상가 103호(용호동)

신월떡집 의창구 상남로202번길 40(신월동)
진주떡집 의창구 서상로 28-2(서상동)

성산구

떡마을 성산구 원이대로 774(상남동)

남면떡방앗간 성산구 마디미로 28, 상남재래시장 C-105(상남동)

행복떡집 성산구 용지로127번길 5(중앙동)

중앙떡방앗간 성산구 외동반림로126번길 50, 중앙시장(중앙동)

풍년민속떡방 성산구 대정로35번길 4(가음동)

서울낙원떡집 성산구 대정로35번길 12 삼상상가(가음동)

가음정서울떡집 성산구 대정로35번길 14 남산상가 1층(가음동)

대방떡방앗간 성산구 대정로 135 대방덕산타운(대방동)

황토떡방앗간 성산구 대정로 141(대방동)

시루 성산구 가양로124번길 5-11, 골든프라자(대방동)

동성떡방앗간 성산구 창이대로 733 동성종합상가 지하(사파동)

대동떡방앗간 성산구 동산로 166 대동상가 지하(사파동)

한입에꿀떡 성산구 창이대로 733(사파동)

매화떡집 성산구 삼정로43번길 8(성주동)

부자떡방앗간 성산구 외리로34번길 15(성주동)

광포방앗간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28, 공단상가(내동)

떡앤미 성산구 가음로15번길 38 성원2차아파트광천상가(남양동)

매화떡집 성산구 안민로117번길 5 동부산아이존빌(안민동)

영남떡방앗간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1, 반림상가 지하(반림동)

영천떡방앗간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 17-1(반지동)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할인권 2매 발송

    (10% 할인권 1매 + 20% 할인권 1매/각 할인권 동시 사용불가)

  ‣ 원하는 업소 방문, 제품 결제 시 할인권 제시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권

◦후원업체 : 한국이용사회 창원시마산지부 

◦경품제공업소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할인내역 제공수량

마산
합포구

남성머리방
(마산합포구 문화동7길 36 경남아파트상가)

컷트 또는 이발 또는 
가발 10% 할인

10매

목간이용원
(마산합포구 동서동3길 16)

컷트 10% 할인 10매

향도이용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삼익맨션상가 A동 103호)

컷트 또는 이발 또는 
가발 10% 할인

10매

명성이용원
(마산합포구 자산서11길 35 우성아파트상가)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삼학이용원
(마산합포구 교방시장2길 31 신우빌라)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진양이용원
(마산합포구 북성로 63)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개성이용원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65)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정욱이용원
(마산합포구 산호북2길 22-2)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태양이용원
(마산합포구 산호서3길 11)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마산
회원구

대동이용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5길 28)

컷트 10% 할인 10매

상곡이발소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상곡로 3)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옥수(컷)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843 2층 옥수사우나 내)

컷트 10% 할인 10매

소망이용원
(마산회원구 석전북11길 6)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가고파이용원
(마산회원구 석전서1길 2)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양덕이용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151, 104호)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대중이용원
(마산회원구 양덕북9길 83)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팔도이용원
(마산회원구 합성동7길 10)

컷트 또는 이발 10% 할인 10매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할인권 1매 발송

    (당첨자 거주지가 마산합포구 또는 마산회원구인 경우 해당 구의 

    업소 할인권을 제공하며,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임의 발송)

  ‣ 해당 업소를 방문, 할인권 제시 후 서비스 이용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

경품명  펌ᆞ컷ᆞ염색 할인권

◦후원업체 : 대한미용사회 창원시창원ㆍ마산지부

◦경품제공업소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할인내역 제공수량

의창구

정미랑헤어
(의창구 동읍 용잠로 10)

 30% 할인 30매

꾸밈 미장
(의창구 북면 내감1길 31-20)

 30% 할인 50매

이미향헤어뷰
(의창구 동산로 108 성원목욕탕상가101호)

 30% 할인 30매

샤르망헤어(박옥분)
(의창구 지귀로119번길 9)

 30% 할인 30매

루이헤어살롱
(의창구 사림로 24)

 30% 할인 30매

현희가위소리
(의창구 창이대로205번길 5)

 30% 할인 30매

CW 헤어모드
(의창구 원이대로189번길 30)

 30% 할인 30매

축복미용실
(의창구 외동반림로 206(무학상가)

 30% 할인 30매

오즈미용실
(의창구 원이대로 214번길 16)

 30% 할인 30매

성산구

박광윤뷰티살롱
(성산구 동산로 124)

 30% 할인 50매

이룸미장
(성산구 단정로 22)

 30% 할인
창,마,진 이룸전매장사용가능 

100매

샤르망헤어(이미선)
(성산구 가양로 124번길 13, 205호)

 30% 할인 30매

머리에딴짓하는날
(성산구 대암로 36 한성빌딩)

 30% 할인 30매

가인헤어갤러리
(성산구 가양로 97 개나리4차상가)

 30% 할인 30매

마산
합포구

권민영 헤어
(마산합포구 월영동 동아@상가 206호)

펌.염색 20% 할인 50매

비취머리방
(마산합포구 심온길 109)

펌.염색 15% 할인 50매

마산
회원구

지모 헤어비스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7길 26)

펌.염색 20% 할인 50매

걸앤보이헤어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3길 39-3)

펌.염색 20% 할인 50매

머리하기 조은날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6 삼계스포렉스빌딩 201호)

펌.염색 20% 할인 50매

가위마당
(마산회원구 3.15대로 793)

클리닉.펌.염색20%할인
(기본10만원이상 결제시)  

50매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할인내역 제공수량

마산
회원구

조은헤어
(마산회원구 회원동서로 25)

펌.컷 20% 할인 50매

새론미용실
(마산회원구 북성로 287-1)

펌.염색 20% 할인 50매

연주헤어
(마산회원구 회성시장2길 74)

펌.염색 20% 할인 50매

까꼬뽀꼬헤어샵
(마산회원구 구암서6길 6)

펌.염색 20% 할인 50매

임현애헤어아지트
(마산회원구 구암남16길 54 구암대동타운)

펌.염색 20% 할인 50매

머리만들기
(마산회원구 석전서6길 108)

펌.염색 20% 할인 50매

가위손헤어클리닉
 (마산회원구 석전동5길 2)

펌.염색 20% 할인 50매

진아헤어
(마산회원구 석전북18길 23)

펌.염색 20% 할인 50매

다람헤어
(마산회원구 석전서1길 1)

펌.염색 20% 할인 50매

◦경품사용절차

  ‣ 착한소비붐추진위원회에서 당첨자 주소지로 할인권 1매 발송

    (당첨자 거주지 소재 구의 업소 할인권을 제공하되, 업소별 제공 

     할인권 수량 소진 시에는 다른 구 소재의 업소 할인권 임의 발송)

  ‣ 해당 업소를 방문, 할인권 제시 후 서비스 이용

  ‣ 타인 양도 가능하며, 2020.10.31.까지 사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