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성   명 근무처명 주소 전화번호

박영미 김해약국 서울 종로구 종로 206 2267-151

허인영 현대약국 서울 종로구 통일로246-10무악현대상가 723-3939

이숙진 성심약국 서울 종로구 지봉로61 743-2062

이정신 정민약국 서울 종로구 대학로11길 29 763-3248

김인혜 장수약국 서울 중구 퇴계로86길 6 (신당동) 2252-2929

장영순 신성약국 서울 중구 다산로214 2273-1390

지인숙 백화점약국 서울 중구 다산로35길12 2238-3444

왕경란 왕란약국 서울 중구 을지로 44길22 2267-1492

이정화 행복한약국 서울 중구 다산로230 하나빌딩 2235-1145

이병난 삼정약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19길72-1 712-4941

안효숙 원효종로m약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 41길 704-3118

신정순 정화약국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11 774-2399

김영희 영민약국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2 창미 빌딩 1층 466-1377

김채윤 신금호약국 서울 성동구 행당로 1 로타리빌딩 2282-5230

김선유 메디팜한솔약국 서울 성동구 행당로 84 한진타운 종합상가 129 2282-7948

염혜진 기린약국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73 (극동그린아파트상가) 2299-8850

김윤경 보배약국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7길 19 (성수동2가) 461-5666

임순업 우당약국 서울 성동구 연무장7길 6 (성수동2가, 우당약국) 464-5331

박정주 민제약국 서울 성동구 마장로35길 76 현대아파트상가 304 2291-9130

김보현 일진약국 서울 성동구 용답중앙길 80-1 2245-3665

이현숙 신성림약국 서울 성동구 마조로 24 2292-3015

양선희 강변프라자약국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프라임프라자상가 내 1층 3437-3027

조영희 푸른온누리약국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27 466-7675

심혜경 일송약국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606 452-5682

김영숙 화양백화점약국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1 462-0095

한은경 금성약국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2 447-1500

강현주 자양열린약국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73 2201-4754

김은숙 스타시티약국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90 447-7439

김은숙 더샾스타시티약국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2024-1311

이경숙 메디칼온누리약국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5 468-0259

김경홍 건대역약국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18 497-4337

나민정 비전약국 서울 광진구 동일로18길 73 464-8127

조영신 해동약국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57 457-4110

이영희 착한약국 서울 광진구 자양로 43 453- 5775

유옥하 우주약국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39 (장안동) 2249-0908

이진우 하늘약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91 (답십리동) 2214-5180

손장화 복지약국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27 22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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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영 희망약국 서울 중랑구 망우로403 삼부빌딩 3층 433-0429

정희선 면목약국 서울 중랑구 겸재로 194 2209-5955

최경희 이즈약국 서울 중랑구 망우로 411 496-6526

김혜경 보민당약국 서울 중랑구 망우로 217 435-3350

손옥양 손약국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7 439-0833

장문선 태평양약국 서울 중랑구 망우로 413 438-6250

이향숙 양지약국 서울 중랑구 동일로 865 972-6254

김위학 건강제일온누리약국 서울 중랑구 동일로 786 491-1114

김설영 수정온누리약국 서울 중랑구 동일로 933 977-4887

김미숙 준  약국 서울 중랑구 겸재로 180 지층 494-5772

방양선 보람온누리약국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대림@ 상가 210호 3421-0021

권상수 유심약국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217 3422-2755

전영옥 계산약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0길 43 (동선동1가) 925-4551

엄경숙 큰사랑약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6 (동소문동3가) 922-9721

이미선 건강한약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2길 14 (하월곡동) 916-6445

신복희 신세원약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5-2 (길음동) 909-0928

서은아 사랑의약국 서울 성북구 종암로 115 (종암동, 동우빌딩) 922-7111

이성희 아가페온누리약국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4 916-8373

김병주 참약사약국 서울 성북구 종암로 122,시원빌딩1층 943-1226

이지욱 수유온누리 약국 서울 강북구 도봉로324 (번동) 996-9777

이용화 웰빙메디칼 약국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7, 태근빌딩1층 (미아동) 984-2752

이보영 조아 약국 서울 강북구 도봉로13길 13(미아동)
070-7757-

1436

박은경 장수당 약국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9 (도봉동) 3492-8217

이영실 메디칼약국 서울 도봉구 도봉로 677 105호 (방학1동) 3491-5119

김문정 수유대학약국 서울 강북구 삼양로 431-1 (인수동) 991-0361

김오례 화인팜약국 서울 노원구 중계로 160, 204호 (중계동, 화인상가) 971-3008

정혜원 소망약국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53, 305호 세신프라자) 933-3383

김복점 당고개약국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9-1 (상계동) 930-5142

이정숙 한빛약국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4, 111호,사슴아파트2단지상가) 979-0993

정진혜 수성약국 서울 노원구 상계로1길 66, 1층 102호 (상계동) 937-4135

안미나
건강과행복이열리는약

국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2, 113호,114호 삼부프라자 933-9696

김영숙 기쁨약국 서울 노원구 노원로26길 181, 936-0222

최윤아 아름다운온누리약국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70,1층 (상계동) 932-0092

박유경 영신약국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57 936-5316

하지영 진약국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2 107호 935-8266

조영인 평강상록수약국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45 1층 935-6644

연현숙 나현약국 서울 노원구 상계로12길 41 936-7718

김영재 연신내영재약국 서울 은평구 연서로 246, 105호(불광동,타워클리닉) 382-8123

묘예나 유정약국 서울 은평구 연서로 258, (불광동) 355-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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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자 민생약국 서울 은평구 통일로87길 5-10, 1층 (갈현동) 356-5139

우경아 세종약국 서울 은평구 불광로 25, (대조동) 384-1545

윤희경 유성약국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1, 2층 (대조동,이연빌딩) 352-3119

최준환 대우약국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9, (대조동) 387-8626

이원미 대원약국 서울 은평구 진흥로1길 2, (역촌동) 387-8492

채규미 아름다운달과별약국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8, (갈현동) 3157-2088

황정순 이정약국 서울 은평구 갈현로33길 27, (갈현동) 354-2195

남혜숙 화인온누리약국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413 2층 394-3046

이용숙 건강약국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6길 53-61 373-4439

송유경 약손약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409 3217-2771

최혜경 홍인약국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4길48 379-4655

김명수 대유약국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359 379-4416

배혜정 참진온누리약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52 313-1549

박민정 즐거운약국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53 106호 714-7588

김소연 아름다운약국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4길56 3147-0433

박영순 명성약국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87 1층 332-4603

홍성혜 정아약국 서울 마포구 독막로43 336-0486

장진아 하늘약국 서울 마포구 독막로2 2층 322-2365

서수옥 천사약국 서울 마포구 양화로48 332-8008

김희진 서교연세약국 서울 마포구 양화로140 1층 336-8126

최정숙 파마트lg약국 서울 마포구 양화로156 1층 326-1678

장영옥 비온뒤숲속약국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11 1층 332-3250

안혜란 건우약국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05 364-4520

박채정 홍익약국 서울 마포구 양화로136 B1 337-7566

조송미 기쁨약국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82 333-4626

이경희 행복한약국 서울 마포구 신촌로270 308호 393-1137

정희영 참마음온누리약국 서울 마포구 양화로73 3141-0258

이재형 태평양약국 서울 마포구 홍익로 1  1층 322-8344

이민혜 옵티마강화약국 서울 마포구 서강로 137 1층 337-6969

정미경 제일약국 서울 마포구 포은로 68 336-2685

이진순 경남약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2647-3042

이종숙 대우실로암약국 서울 양천구 월정로50길 10 2602-6489

유호성 문화약국 서울 양천구 지양로3길 10-1 2602-5602

최현정 가까운온누리약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9 106호 2650-8828

김미윤 예인약국 서울 양천구 지양로 82 2692-4373

김효숙 한 약국 서울 양천구 월정로 57 2692-7573

여윤정 목동세계로약국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2길 45 8-3, 4호 2644-4680

최옥희 은혜약국 서울 양천구 오목로 193 2698-1635

한정연 제일약국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1길 4 2642-4128

김영희 미림약국 서울 양천구 중앙로 237 2607-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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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내외약국 서울 양천구 신월로 165 2697-5065

장정인 보리약국 서울 양천구 신월로 338 2642-8283

김성윤 신월시장약국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3길 20-1 2602-7613

김영자 월드약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7 1층 6678-2244

이정숙 엄마손약국 서울 양천구 지양로 30 2695-5875

노재호 팜코리아약국 서울 양천구 등촌로 26 2648-8003

박주형' 온누리조은약국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5길 30 106호 2602-6060

김영진 메디팜푸른약국 서울 강서구 강서로 293-1 (내발산동) 2661-2001

임영진 진약국 서울 강서구 화곡로 328 (화곡동) 2690-5574

이영희 메디팜21세기약국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2 (화곡동) 2603-4569

윤지연 까치프라자약국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 (화곡동) 2604-3005

전휴선 발산그랜드약국 서울 강서구 강서로 380 (등촌동) 3663-7510

김선영 곰달래약국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226 (화곡동) 2642-4196

박미라 봄약국 서울 강서구 화곡로 347 (화곡동) 111호 2601-6886

왕국영 한솔약국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7 108호,108호 2659-2425

성희용 새서울약국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9-7 (가양동) 2659-6755

송인석 벼리약국 서울  강서구 허준로 12 (가양동, 엘리트학원)1층 103호 3662-0072

배훈 우정약국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76길 47 (화곡동) 2690-2025

임수열 수팜수약국 서울  강서구 화곡로61길 26 (등촌동) 2659-0053

김수진 해맑은약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66 (방화동) 2661-1837

양은주 화곡메디칼약국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76길 56 (화곡동) 2605-4155

정윤정 메디팜인정약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2 (방화동) 2664-1121

송경희 W스토아청와약국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09 855-1482

권인숙 태영프라자약국 서울 구로구 경인로59길 8, 태영프라자 108호 2068-5733

김수원 아이사랑태평양약국 서울 구로구 새말로 15 삼전솔하임 101호 853-3001

강희자 온누리백제약국 서울 구로구 고척로 212 2619-6150

김승자 태양약국 서울 구로구 경인로 191 2685-1017

이수경 큰사랑약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6길 119 865-1862

박우선 대학약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9-1 864-8304

최은영 메디신약국 서울 구로구 목동남로 32 보광빌딩 1층 2687-0322

안수정 수태평양약국 서울 구로구 고척로 144 2625-2601

정명숙 온누리자혜약 서울 구로구 개봉로 66 2687-2770

노수진 한마을약국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2 한마을아파트상가 1-110호 2613-3006

심연 후문약국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22 851-2811

이명희 이화약국 서울 금천구 독산로 85길 7 856-1228

조현연 삼화약국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로 12-1 803-4167

장현진 한중약국 서울 금천구 독산로 136 804-6985

강민경 수도약국 서울 금천구 가산로 3길 93 855-3052

오경녀 고원약국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68 856-7123

한상희 다보약국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6길 9 802-8788

구로구

(12)

금천구

(16)

양천구

(17)

강서구

(15)



이미례 한마음약국 서울 금천구 금하로 720, 101호 에벤에셀프라자 808-8740

이향주 한울약국 서울 금천구 독산로 133 809-3323

박영경 유아약국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04길 14 804-0785

박종구 녹십자약국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6 805-6743

이태경 굿모닝약국 서울 금천구 독산로 366 852-4910

임영래 명  약국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73 851-5672

박성훈 시민약국 서울 금천구 독산로 139 802-4246

민명기 에벤에셀약국 서울 금천구 금하로 720, 202-203 에벤에셀프라자 896-6789

박웅석 중앙메디칼약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109-1(제이플라츠) 863-1012

이금봉 별장약국 서울 금천구 금하로 24길 40 807-6360

최영순 삼정약국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216호 782-4322

김정기 온누리해경약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8, 108호 783-5816

김미영 우리시장약국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445 842-6969

최은경 범일약국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54 2634-2250

김성오 나눔약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3 832-3225

이은희 엄마약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1길 20 831-7070

강명숙 미성온누리약국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29길 28 대우드림타운1상가 102호 846-5530

박명희 성우약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경련회관타워동 지하109호 718-1454

부성심 예지약국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87 848-2310

오시영 약산약국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08 833-8932

김인숙 늘기쁜약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6 846-3321

김성희 수  약국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90 848-3294

김경우 해뜨는약국 서울 동작구 양녕로 281 (상도동, 상도빌딩 1층) 816-3869

문제란 성대약국 서울 동작구 성대로 11(상도동) 821-1519

김효은 은미약국 서울 동작구 사당로 16길 22(사당동) 521-6950

위명숙 상아약국 서울 동작구 양녕로 26길 22(상도동) 823-7931

최성희 송학대약국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19(노량진동) 814-0639

유소행 정성을다하는약국 서울 동작구 성대로29길 68 6401-0033

이명자 바다의 별 약국 서울 동작구 상도로 172 821-3130

김옥순 은하온누리약국 서울 동작구 사당로2가길 102 상가 119호 3474-7525

김영경 고은약국 서울 동작구 사당로23길 185 532-5384

서정옥 새보라매약국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101호 832-8574

정신영 파랑새약국 서울 동작구 상도로 81 1층 824-5150

최미경 다정약국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9 595-8804

김화명 튼튼약국 서울 관악구 신원로 16 (신림동) 영신상가 856-0528

김지인 왕약국 서울 관악구 대학5길 17 (신림동) 877-1333

김금숙 프라자약국 서울 관악구 봉천로 391 두산아파트상가A동115호 3285-7294

박선애 참사랑약국 서울 관악구 호암로26길 1 (신림동) 882-5618

김보희 평화약국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84 (봉천동) 885-3575

조은희 서강약국 서울 관악구 문성로 219 (신림동) 856-3231

동작구

(12)

관악구

(17)

금천구

(16)

영등포구

(12)



김성순 온누리대산약국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66 (신림동) 853-4967

장광옥 행복이가득한약국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3 (신림동) 865-4703

박상원 늘픔약국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5 (신림동) 877-6995

김윤정 신지약국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5 (신림동) 882-2740

이점련 호호약국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5 (신림동) 882-2633

김종분 편한M약국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8 청암두산위브센트로 101 882-0072

이미봉 성신약국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8 (봉천동) 878-8350

김은해 다나약국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0 (봉천동) 886-4207

안순옥 새롬약국 서울 관악구 신원로3가길 1 (신림동) 862-9083

이은주 온누리수경약국 서울 관악구 난향길 4 (신림동) 864-7311

염희경 행복한약국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9 837-9405

권영희 서초당약국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07 521-9443

이은경 모닝온누리약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1 070-7767-6407

강미선 장수알파약국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8 3487-4233

신수민 조달약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 효성빌딩 지하1층 3476-1779

서기순 정은약국 서울 서초구 방배로33길 47 534-6641

유창하 서초백화점약국 서울 서초구 효령로 279 상경빌딩1층 3474-7575

정연옥 홈케어방배약국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 585-7270

손종옥 자연약국 서울 서초구 효령로 68길 114 582-5717

최순인 방일약국 서울 서초구 방배로13길 31 582-4204

김혜경 요한약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1길 20 552-8817

박인화 스타약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37 3481-6688

문민정 이삼성약국 서울 강남구 일원로 53 (일원동) 3412-1254

이순옥 동호약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6 (대치동, 1층 1호) 567-3935

최경아 에스엠피약국 서울 강남구 광평로19길 15, 110호 (일원동, 목련상가) 2226-1141

이문영 팜엑스약국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H112호 (삼성동, 코엑스몰) 6002-3060

김주현 메디팜보문약국 서울 강남구 삼성로 38(개포동, 개포빌딩 113호) 459-2763

김정란 구마을약국 서울 강남구 선릉로 30 (개포동, 개포빌딩 108호) 576-4469

임신덕 동인프라자약국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3411-3388

김은아 동의온누리약국 서울 강남구 논현로 330 (역삼동, 1층) 501-4397

송은보 가락약국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6 (가락동, 신흥빌딩) 449-8421

김태윤 남매약국 서울 송파구 오금로64길 4 (거여동) 407-8774

홍수연 다사랑약국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26 (풍납동) 477-2590

홍 실 대동약국 서울 송파구 가락로 175 (송파동) 418-6551

황숙경 오층조은약국 서울 송파구 동남로 189 (가락동, 가락쌍용)프라자 5층 443-1606

강미애 지용약국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27 (방이동,성우빌딩) 415-2336

박승아 천호푸른약국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길 62 (풍납동) 476-2106

고순덕 팜코리아약국 서울 송파구 가락로 99 (석촌동) 424-6167

김지숙 한독약국 서울 송파구 중대로 80 GS스퀘어 3층 409-3559

이선 파크리오오렌지약국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파크리오상가 A동 516호 417-1369

관악구

(17)

송파구

(13)

강남구

(8)

서초구

(11)



염인아 시티약국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6 (잠실동,메디씨티빌딩) 1층 3431-4115

유경미 청호봄약국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18 (잠실동,청호빌딩) 403호 3431-7771

정영랑 새웅약국 서울 송파구 삼전로 75(잠실동) 419-3230

신민경 강동태평양약국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3(성내동) 473-3377

윤복순 보은약국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57길30 (천호동) 484-2606

강은주 푸른약국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05(천호동,덕송빌딩) 473-0437

손영재 호원m약국 서울 강동구 성내로 66(성내동,참사랑빌딩) 488-1512

정태원 은혜온누리약국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512-1 (명일동) 481-9191

박미화 성덕약국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72 (천호동) 487-5503

백지원 나눔약국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03(명일메디컬빌딩) 485-9654

이지혜 베스트약국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25, 104호,둔촌메디컬센터) 474-2447

최명희 온누리부부약국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7, 104호 둔촌동현대아파트 487-6703

이효숙 길성약국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27 (길동) 477-4518

강동구

(10)

송파구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