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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브리안연산점 산정로 283, 2층 (연산동) 061)277-2533 한식
북항/연
산권

2 참옻나라 산정로134번길 6 (산정동) 061)274-2255 한식
북항/연
산권

3 달구덕 산정로280번길 12 (연산동) 061)277-9797 한식
북항/연
산권

4 알리앙스웨딩문화원 삼학로 328 (용해동,번지3,4,5층) 061)282-3643 뷔페식
북항/연
산권

5 종원오리농원 양을로 256 (용해동) 061)272-5355 한식
북항/연
산권

6
24시전주명가콩나물국
밥(산정점)

양을로 49-1, 1층 (산정동) 010-8511-4508 한식
북항/연
산권

7 명품오리농원 양을로258번길 15-1 ,1층 (용해동) 061)272-5292 한식
북항/연
산권

8
(주)엔에이치푸드시스
템

연산동 705번지 천년가아파트현장
식당

061)279-6472 한식
북항/연
산권

9
천년묵은김치찌개(연
산점)

연산로 130, 1층 (연산동) 061)276-9977 한식
북항/연
산권

10 베네치아북항점 연산로 135, 2층 (연산동) 061)278-4141 한식
북항/연
산권

11 24시돌솥밥 설렁탕 연산로 138, 1층 (연산동) 061)276-5460 한식
북항/연
산권

12 똑순이해물찜대구뽈찜 연산로 138, 2층 (연산동) 061)273-0770 한식
북항/연
산권

13 시골집순뚜부 연산로 140 (연산동) 061)274-9999 한식
북항/연
산권

14 금강산감자탕 연산로 181 (산정동,외1필지) 061)278-4080 한식
북항/연
산권

15 담양본집갈비 연산백련로 4-14, 2층 (연산동) 061)279-4242 한식
북항/연
산권

16 사랑방 MBC점 영산로 310-3 (용당동) 061)273-2966 식육(숯불구이)
북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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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랑방 MBC점 영산로 310-3 (용당동) 061)273-2966 식육(숯불구이)
북항/연
산권

17 통큰가마솥설렁탕 영산로250번길 37, 1층 (용당동) 061)273-1869 한식
북항/연
산권

18 취만향 영산로270번길 1, 1층 (용당동) 061)276-6617 중국식
북항/연
산권

19 돈나라감자탕 용당로 189, 1층 (용당동) 061)273-9911 한식
북항/연
산권

20 샤브구이앤샐러드바 용당로 191-1, 1층 (용당동) 010-9760-1247 중국식
북항/연
산권

21 바닷장어일번지 용해로 13-1 (용당동) 061)272-0041 한식
북항/연
산권

22 푸줏간 용해지구로 57, 1층 (연산동) 061)278-0890 한식
북항/연
산권

23 바다장어요리명가 원산로85번길 10, 1층 (산정동) 061)273-9295 한식
북항/연
산권

24 다순구미감자탕(본점) 자유로 48 (산정동) 061)244-0404 한식
북항/연
산권

25 해성 죽교천로136번길 2 (산정동) 061)245-1231 회집
북항/연
산권

26 예향정(연산점) 죽산로 32 (산정동,번지1층) 061)273-5200 한식
북항/연
산권

27 낙지엄마횟집
청호로219번길 48-16 (산정동, 북항
씨푸드타운A202,A103)

061)245-1432 회집
북항/연
산권

28 다미횟집
청호로219번길 51, B동 108,207호
(죽교동, 목포신안실크밸리7차단지
내상가)

061)244-0733 한식
북항/연
산권

연번 업소명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주된음식 방면

원도심/유달산권 음식점현황 안내

연번 업소명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주된음식 방면

1 현대국밥 고하대로 10, 1층 (달동) 010-9421-3391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2 지중해 고하대로 1131 (대양동) 061)278-8877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3 한사랑숯불갈비 고하대로 702, 2층 (산정동) 061)277-8595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4
이화수전통육개장(북
항점)

고하대로 730, 1층 (산정동) 010-4621-0202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5 목포촌닭황칠나라 관해로 12-1, 1층 (용해동) 061)274-2030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6 목포항구해물탕 관해로 32 (용해동) 061)273-3354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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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양숯불갈비 노적봉길 21 (측후동) 061)242-5282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8 유달산추어탕 노적봉길 22-1, 1층 (죽동) 061)276-7030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9 명산회참치 동부로 3 (용당동) 061)279-1618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10 영란횟집 번화로 47 (중앙동1가) 061)244-0311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11 목원회센터 북교길 32, 1층 (북교동) 010-3085-5537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12 나누미 북항로 136 (죽교동) 061)244-9884 일식
원도심/
유달산권

13 꿀꿀돼지 북항로 177, 2층 (죽교동) 061)262-8008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14 고맙다 바다야 북항로 178 (죽교동) 061)242-4828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15 지도횟집 북항로 178 (죽교동) 061)245-5520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16 북항활어회어시장 북항로 182 (죽교동) 061)244-0048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17 현대회센터 북항로 184 (죽교동) 061)245-5118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18 자연산횟집 북항로 186 (죽교동) 061)243-6463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19 초록빛바다 회타운 북항로 188 (죽교동) 061)244-9821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20 영신횟집 북항로 188 (죽교동) 061)278-9039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21 큰바다횟집 북항로 190 (죽교동) 061)278-4236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22 북항회.탕센타 북항로 190, 1-3층 (죽교동) 061)244-6001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23 고려삼계탕 산정로 23 (동명동) 061)244-9295 식육(숯불구이)
원도심/
유달산권

24 남해바다장어탕 산정로 3 (동명동) 061)272-7933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25 신푸른바다 회집 수강로 18 (수강동2가,5) 061)244-7775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26 유한회사신포우리식품 수문로 18 ,1,2층 (창평동) 063)546-7501 분식
원도심/
유달산권

27 나무포 수문로 19-1 (죽동) 061)243-8090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연번 업소명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주된음식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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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산권

28 영암 수문로 19-14 (죽동) 061)244-2367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29 유달산숯불갈비
신항로 264, 주1동 1~2층 (달동, 달
동M타운)

010-3030-2275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30 신항식당 신항로276번길 32, 1층 (달동) 061)463-5182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31 흙산흑염소회관 양을로 155-1 (산정동) 061)274-7222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32 신미오리떼 영산로40번길 10, 1층 (중앙동2가) 061)244-0783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33 삿갓촌 영산로75번길 16 ,2층 (명륜동,3) 061)245-2220 호프/통닭
원도심/
유달산권

34 한미르 유달로 112 (유달동) 061)243-7227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35 노인과바다 죽교동 465번지 142호 외23필지 061)247-5588 경양식
원도심/
유달산권

36 태인 청호로19번길 2 (대성동) 061)279-3356
외국음식전문점
(인도,태국 등)

원도심/
유달산권

37 청해횟집 해안로 172 (해안동1가) 061)245-4811 일식
원도심/
유달산권

38 신안비치호텔 해안로 2 (죽교동) 061)243-3399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39 신비포차 해안로 2, 1~2층 (죽교동) 061)243-3347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40 삼학도어부마을횟집 해안로 259 ,1,2,3층 (축복동1가) 061)243-3399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41 인도양 일식 회 해안로 47 (온금동) 061)243-6888 일식
원도심/
유달산권

42 만석궁 해안로148번길 19-1 (해안동1가) 061)245-3667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43 목포가 해안로163번길 6 (해안동3가) 061)243-3947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44 이가본가 해안로165번길 19 (금동2가) 061)244-1009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45 일등가든 해안로249번길 20-1 (보광동3가) 061)242-6007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46 통나무가든 해양대학로 245 (죽교동) 061)243-5658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47 선아횟집포차 해양대학로 59, 3층 (죽교동) 061)281-9777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48 수담일식 해양대학로 77 ,1,2층 (죽교동) 061)247-4700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연번 업소명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주된음식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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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담일식 해양대학로 77 ,1,2층 (죽교동) 061)247-4700 한식
유달산권

49 나폴리 해양대학로 77 ,3층 (죽교동) 061)247-4800 회집
원도심/
유달산권

50
바다양푼이동태탕찜굴
구이(허사도점)

허사로21번길 8-2 (달동) 061)463-8553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51 왕갈비 호남로24번길 13 ,1,2층 (남교동) 061)242-7799 식육(숯불구이)
원도심/
유달산권

52 곰집갈비 호남로58번길 14 (창평동,11,12) 061)244-1567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53 스시앤롤 창평점 호남로58번길 18 (창평동) 061)242-7999 일식
원도심/
유달산권

54 왕궁 호남로64번길 22, 3동 1층 (대안동) 061)247-8700 중국식
원도심/
유달산권

55 독천식당
호남로64번길 3-1 (호남동,13호외2
필지,1층)

061)244-8622 한식
원도심/
유달산권

연번 업소명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주된음식 방면

하당권 음식점현황 안내

연번 업소명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주된음식 방면

1 고려삼계탕 교육로 11 (상동) 061)282-4464 한식 하당권

2
호롱아구찜해천탕(하
당점)

교육로 23, 1층 (상동) 061)287-4553 한식 하당권

3 텃밭 교육로 83-1, 1-2층 (상동) 010-9445-3417 한식 하당권

4 백야드키친 교육로 84, 가동 1층 (상동) 061)283-2966 한식 하당권

5 하당떡갈비전문점 교육로41번길 13 (상동,1층) 061)276-1838 한식 하당권

6 밀밭해물칼국수 대양동 514번지 12호 061)283-1877 한식 하당권

7 울도숯불갈비 대양로 107-1, 1층 (연산동) 061)276-7800 한식 하당권

8 하당수가정포미점 대양로 107-1, 2층 (연산동) 010-2093-8147 한식 하당권

9 광장주막집 미항로 101 (상동,1층) 061)283-9583 한식 하당권

10 아이지오파스타앤 미항로 129 (상동,6층,7층) 061)282-1888 경양식 하당권

11 부촌
미항로 143 (상동,번지글로리아빌딩
1층)

061)287-7705 한식 하당권

12 알통 미항로 151, 1층 (상동) 061)281-0210 한식 하당권

13 온더블랙평화광장점 미항로 165, 2층 (옥암동) 061)281-9930 경양식 하당권

14 장수촌닭 미항로 19 (상동,(1층)) 061)284-6123 한식 하당권

15 대게나라 미항로 191-3 (옥암동) 061)284-0622 경양식 하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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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천골 미항로 197 (옥암동) 061)283-9991 한식 하당권

17 미항횟집 미항로 197-1, 1~2층 (옥암동) 061)287-1221 회집 하당권

18 산수정 미항로 21 (상동) 061)281-5231 한식 하당권

19 다이닝센 미항로 71, 3~4층 (상동) 061)281-9025 기타 하당권

20 옥정 미항로 8 (상동) 061)243-0012 한식 하당권

21 해빔목포비빔밥 미항로 83, 1층 (상동) 061)282-2770 한식 하당권

22
디디치킨호프앤오롯이
닭개장

미항로 87 (상동,,(1층,2층)) 061)283-5750 한식 하당권

23 황금어장 미항로 89 (상동) 061)281-3772 일식 하당권

24 베니스바닷가재 미항로 97, 2층 (상동) 061)287-3338 한식 하당권

25 팬더차이나푸드 백년대로 326, 1층 (상동) 061)285-0018 중국식 하당권

26 한소끔 백년대로297번길 11 (상동) 061)282-7794 분식 하당권

27 행복한세상 백년대로297번길 12 (상동,번지) 061)284-6667 한식 하당권

28 제왕부대찌개 백년대로297번길 14, 1층 (상동) 061)285-9280 한식 하당권

29 놀부정 백년대로297번길 16 (상동) 061)284-4600 한식 하당권

30 콩심목포상동점 백년대로297번길 7 (상동) 061)285-9280 한식 하당권

31 남강일식횟집 백년대로307번길 7-3 (상동) 061)282-9275 일식 하당권

32 여자만아구찜 백년대로323번길 31 (상동,,1층) 061)283-5266 한식 하당권

33 백년회집 백년대로337번길 30 (상동) 010-2234-1748 한식 하당권

34 정도리 백년대로375번길 11 (옥암동) 061)283-4475 한식 하당권

35 옛날 초가집 번영로 138 (상동) 061)284-3711 한식 하당권

36 연탄불고기 복산길 38, 1층 (옥암동) 061)285-9255 한식 하당권

37 재원식육식당 복산길 50 (옥암동) 061)284-3439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38 영해복집(하당점) 복산길 50-1 (옥암동) 061)287-2333 복어취급 하당권

39 김영희강남동태찜 복산길 52 (옥암동) 061)287-7707 한식 하당권

40 산내들 복산길6번길 27, 1층 (옥암동) 061)285-7892 한식 하당권

41 로하스황칠오리전문점 교육로 23, 1층 (상동) 061)287-1738 한식 하당권

42 조선옥삼계탕 복산길6번길 31-1 (옥암동) 061)284-0339 탕류(보신용) 하당권

43 평화숯불민물장어구이 복산길6번길 38 (옥암동) 061)285-8515 한식 하당권

44 고흥식당하당점 복산길6번길 40 (옥암동) 061)285-2928 한식 하당권

45 시골집순두부 복산길6번길 44 (옥암동) 061)283-4500 한식 하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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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동신식육식당 복산길6번길 45 (옥암동) 061)285-3344 한식 하당권

47 로그하우스손칼국수 복산길6번길 48, 1층 (옥암동) 061)287-7897 분식 하당권

48 복어촌 부흥로 113-1 (옥암동) 061)282-8090 복어취급 하당권

49 게수작 부흥로 62 (상동) 061)284-6678 분식 하당권

50 병천순대대패삼겹살 비파로 103, 1층 (상동) 061)284-1441 한식 하당권

51 도원회수산 비파로 11 (상동) 061)285-9000 한식 하당권

52 개성할매순대국 비파로 123, 1층 (상동) 061)281-2655 한식 하당권

53 이바돔감자탕(목포점) 비파로 128 (상동,번지) 061)285-9292 한식 하당권

54 고수사일식 비파로 26 (상동,1층) 061)283-0400 일식 하당권

55 미스터피자(하당점) 비파로 50, 2층 (상동) 061)287-7770 패스트푸드 하당권

56 한국피자헛목포점 비파로 54 (상동) 061)284-6380 패스트푸드 하당권

57 블랑 비파로 61 (상동) 061)284-9908 기타 하당권

58 신화수산 비파로 9 (상동) 061)284-6888 한식 하당권

59 BHC치킨(하당2호점) 비파로108번길 8 ,1층 (상동) 061)287-3335 패스트푸드 하당권

60 애슐리목포하당
비파로43번길 37, 201호 (상동,외2
필지)

061)287-1069 경양식 하당권

61 대박집 비파로43번길 7 (상동) 061)282-9242 뷔페식 하당권

62 디저트퀸 비파로51번길 13, 2층 (상동) 061)281-1999 기타 하당권

63
바빈스커피(목포하당
점)

비파로51번길 33-1, 2층 (상동) 061)287-7798 기타 하당권

64 방파제 비파로51번길 44 (상동) 061)282-8834 한식 하당권

65 에데크회포차 비파로51번길 7 (상동,번지2층) 061)283-2276 한식 하당권

66 덕촌오리숯불구이 삼각로 18 (상동) 061)284-5959 한식 하당권

67 풍어관 삼향천로 106-5 (옥암동) 061)285-2988 회집 하당권

68 샘물참치회센타 삼향천로 12 (옥암동) 061)284-1602 회집 하당권

69 예향한우식육식당 삼향천로 2 (옥암동,외 1필지) 061)242-8892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70 장수옥설렁탕 삼향천로 4, 1층 (옥암동) 010-5635-3116 한식 하당권

71 명품대패삼겹살 삼향천로 8-1 ,1층 (옥암동) 061)284-3788 한식 하당권

72
씨제이푸드빌(주)빕스
목포점

삼향천로91번길 10 (옥암동) 061)284-1993 경양식 하당권

73
목포유람선(스타마리
너호)

상동 1181번지 061)278-7771 경양식 하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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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엄마손한정식뷔페 석현로 27, 1층 (석현동) 010-8601-5742 한식 하당권

75 홍콩대반점 섶나루길 172 (석현동) 061)281-3114 한식 하당권

76 원조의정부부대찌게 신흥로 62-1 (상동) 061)283-5633 한식 하당권

77 떡이야 신흥로 67 (상동) 061)282-9242 탕류(보신용) 하당권

78 유달먹쇠골 신흥로 67 (상동) 061)284-3321 뷔페식 하당권

79 갯내음 신흥로59번길 11 (상동) 061)281-3531 호프/통닭 하당권

80 한사랑한우명가 신흥로69번길 17, 1층 (상동) 061)282-7080 한식 하당권

81 우정식육식당 신흥로69번길 18-1 (상동) 061)281-4646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82 만나순대국밥 신흥로83번길 13-1, 1층 (옥암동) 061)272-3272 한식 하당권

83 어주민물장어탕 신흥로83번길 15-1 (옥암동,1층) 061)285-3390 한식 하당권

84 제이푸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2동 1층
(상동, 목포과학대학2)

061)276-3600 한식 하당권

85 전주기사식당 영산로 519-1 (상동) 061)276-1342 한식 하당권

86 동해덕장 영산로 575, 1동 2층 (상동) 061)279-0052 한식 하당권

87 돌솥밥설렁탕
영산로 635, 102호 (석현동,석현빌
딩)

061)284-3303 한식 하당권

88 별스넥 옥암로 11 ,1층 (상동) 061)283-8014 한식 하당권

89 물반고기반 옥암로 12 (옥암동,외1필지) 061)283-9280 한식 하당권

90 조개사랑 옥암로 15, 1층 (상동) 061)282-7669 한식 하당권

91 미건식육식당 옥암로 164 (옥암동) 061)285-1682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92 청석골 옥암로 173, 1층 (석현동) 061)284-2603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93
24시전주명가콩나물국
밥(석현점)

옥암로 177, 1층 (석현동) 010-3869-2871 한식 하당권

94 유달복집 옥암로 26 ,1층 (옥암동) 061)282-3100 탕류(보신용) 하당권

95 백두천지 옥암로 33, 2층 (상동) 061)284-2580 한식 하당권

96 원할머니보쌈 옥암로 34 ,1층 (옥암동) 061)287-1122 한식 하당권

97 담양숯불갈비 옥암로 65 (상동) 061)284-9711 한식 하당권

98 한양왕숯불갈비 옥암로 75 (상동) 061)285-1800 한식 하당권

99
우리전복전복구이전문
점

옥암로 77 (상동) 061)285-5661 한식 하당권

100 하삼감자탕 옥암로 8 ,1층 (옥암동) 061)281-0892 탕류(보신용) 하당권

101 다담골 옥암로 95 ,2층 (상동) 061)287-2706 경양식 하당권

옥암로 95 (상동,쇼핑천국포르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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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베네치아(목포점)
옥암로 95 (상동,쇼핑천국포르모2
층,1206~1220)

061)283-2720 경양식 하당권

103 황소방 옥암로46번길 31, 1층 (옥암동) 061)283-9227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104
엉터리생고기목포평화
광장점

원형동로 10, 1층 (상동) 061)284-3376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105 어장군 원형동로 16 ,1층 (상동) 061)283-7733 한식 하당권

106 목포장어명가 원형동로 21-2 (상동) 061)285-5542 한식 하당권

107 3대나주곰탕원조집 원형동로 31 (상동,1층) 061)282-3229 탕류(보신용) 하당권

108 하당수가정본점 원형동로 33 (상동) 061)273-4333 한식 하당권

109 시네마즉석뷔페오션
원형동로 53 (상동,1필지 롯데시네
마 8 101-117호,120-122호)

061)242-7999 뷔페식 하당권

110
누리마을감자탕(하당
점)

원형로 11 (상동,번지) 061)287-4124 한식 하당권

111 맛내음왕소금구이 원형로 11-1 (상동) 061)282-4124 한식 하당권

112 장군뷔페 원형로 16 (상동) 061)285-6004 한식 하당권

113 샤브향하당점 원형로 18 (상동) 061)285-7151 탕류(보신용) 하당권

114 홍익돈까스목포점 원형로 31, 1층 (상동) 061)284-3864 경양식 하당권

115 스뽕 원형로 33, 1,2층 (상동) 061)285-9797 한식 하당권

116
가장맛있는족발(목포
하당점)

원형로 34 (상동) 061)285-5849 한식 하당권

117 라라코스트하당점 원형로 34, 2층 (상동) 061)283-3230 경양식 하당권

118 샤브리안 원형로 37-1 ,2층 (상동) 061)282-1482
외국음식전문점
(인도, 태국 등)

하당권

119 대왕갈비탕 원형로 4-1 (상동) 061)283-1716 한식 하당권

120 놀부항아리갈비 원형로 44-2 (상동) 061)287-0577 한식 하당권

121 화통집목포경복궁점 원형서로 1, 1,2층 (상동) 061)285-5204 한식 하당권

122 구장터 원형서로 22 (상동,번지) 061)287-8511 패스트푸드 하당권

123 미스
장미로 25 (상동,번지동성빌딩301
호)

061)285-8004 카페 하당권

124
로니로티(목포장미의
거리점)

장미로 36, 2층 (상동) 061)282-0255 경양식 하당권

125 벽오동 장미로 5, 1층 (상동) 061)284-2249 한식 하당권

126 교동짬뽕장미의거리점 장미로 56 (상동,번지2층) 061)287-2212 경양식 하당권

127 사와일식 장미로 72 ,1층 (상동) 061)283-8861 일식 하당권

128 동해수산(본점) 장미로 97 (옥암동) 061)243-6163 한식 하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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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남악두부원 정의로 26-8, 1층 (옥암동) 061)285-5995 한식 하당권

130 김가네해물한정식 정의로 4-3 (옥암동) 061)283-5777 한식 하당권

131 육일식육식당 중화길 41 (상동,458-2) 061)273-2552 한식 하당권

132 소앤소 통일대로 42-2, 1층 (상동) 061)285-6003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133 유생촌(목포하당점) 통일대로 48-1 (상동) 061)285-5266 한식 하당권

134 뉴이어도참치 통일대로 52 (상동) 061)273-3737 한식 하당권

135 하당 쌈밥 통일대로 91 (옥암동) 061)283-3373 한식 하당권

136 홍보석 통일대로37번길 26, 1층 (상동) 010-6632-3137 한식 하당권

137
최가돈타령숯불돼지갈
비

통일대로75번길 7-1 ,1층 (옥암동) 061)285-3697 한식 하당권

138 천가네볼태기 평화로 100 (상동) 061)285-5777 한식 하당권

139 황칠나라(평화점) 평화로 102, 1층 (상동) 061)281-7600 한식 하당권

140 일식수 평화로 103 (상동,외1필지) 061)247-5505 일식 하당권

141 송옥정 평화로 104 ,1층 (상동) 061)285-8686 한식 하당권

142 선운산풍천민물장어 평화로 112 (옥암동) 061)285-4888 회집 하당권

143 영조 평화로 120-1 (옥암동) 061)285-5727 한식 하당권

144 한양한정식 평화로 126 (옥암동,외1필지) 061)283-8225 한식 하당권

145 강남동태찜탕 평화로 142 (옥암동) 061)284-3195 한식 하당권

146 갓바위민물장어 평화로 27 (상동) 061)284-9083 한식 하당권

147
신촌설렁탕(구총알야
식)

평화로 29, 1층 (상동) 061)285-5000 한식 하당권

148 동원참치일식 평화로 33-1 (상동) 061)277-1227 한식 하당권

149 건정 평화로 38-1, 1층 (상동) 061)285-0331 경양식 하당권

150 천년묵은김치찌개 평화로 38-3, 1층 (상동) 061)277-1227 한식 하당권

151 담은하늘채 평화로 38-7 ,1,2층 (상동) 061)284-6277 경양식 하당권

152 예향회정식 평화로 40 (상동) 061)262-9595 일식 하당권

153 어섬 평화로 49-10, 1층 (상동) 061)285-9300 한식 하당권

154 어부애아들 평화로 53, 1층 (상동) 061)284-0111 한식 하당권

155 해왕궁일식 평화로 55 (상동) 061)282-6364 일식 하당권

156 하나비일식 평화로 55-1, 1층 (상동) 061)262-9595 한식 하당권

157 오늘통닭(하당점) 평화로 58 (상동,외1필지) 061)281-3621 한식 하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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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샹그리아비치호텔 평화로 79 ,1층 (상동) 061)285-0100 경양식 하당권

159
샹그리아비치호텔라운
지

평화로 79 (상동,,8층) 061)285-0100 한식 하당권

160 통뼈감자탕(하당점) 평화로 89 (상동) 061)282-0067 한식 하당권

161 가마솥 평화로 91-4 (상동) 061)282-9066 한식 하당권

162 미가 평화로 92-1 (상동) 061)262-3076 한식 하당권

163 목포해오름
옥암로평화로 94 (상동)번길 31, 1층
(옥암동)

061)287-7979 한식 하당권

164 뼈촌감자탕3호점 평화로 96, 1층 (상동) 061)285-9992 한식 하당권

165 목련한정식 평화로 97 (상동) 061)282-1212 뷔페식 하당권

166 영양돌솥비빔밥 평화로 97, 2층 (상동) 061)285-1933 호프/통닭 하당권

167 킹크랩그린수산 평화로 99 (상동) 061)284-0066 한식 하당권

168 시애틀 평화로101번길 11, 1층 (상동) 070-4962-0014 기타 하당권

169 우수영한우명가 평화로101번길 7, 1층 (상동) 061)287-8892 한식 하당권

170 바다회센타 평화로101번길 9 (상동) 061)282-1475 한식 하당권

171 호아빈 평화로107번길 3 (옥암동) 061)282-0089
외국음식전문점
(인도, 태국 등)

하당권

172 내설악황태해장국 평화로107번길 9-1 (상동) 061)284-0155 한식 하당권

173 우미정 평화로20번길 8, 1층 (상동) 010-7525-1247 한식 하당권

174 옥천 칡 냉면 평화로43번길 4 ,1층 (상동) 061)283-4245 기타 하당권

175
영어조합법인그린수산
그린전복

평화로49번길 1 (상동) 061)287-0085 한식 하당권

176 금모래 평화로49번길 12 ,1,2층(상동) 061)285-3900 한식 하당권

177 향토집 평화로49번길 4 ,1,2층(상동) 061)282-6258 일식 하당권

178 남광주식육식당 평화로49번길 5, 1층 (상동) 061)287-6910 한식 하당권

179 삼겹무한도전 평화로61번길 14-1, 1층 (상동) 061)282-2030 경양식 하당권

180 명가면옥 평화로61번길 18 (상동) 061)287-7577 한식 하당권

181 꽃마름(목포하당점) 평화로61번길 19 ,2층 (상동) 061)287-5115 한식 하당권

182
24시전주명가콩나물국
밥(평화광장점)

평화로61번길 2, 1층 (상동) 061)285-4528 한식 하당권

183 육대장(2호점) 평화로83번길 4, 1층 (상동) 061)285-2321 한식 하당권

184 송월갈비 평화로83번길 5 (상동) 061)287-4777 한식 하당권

185 나미회수산 평화로95번길 1 (상동) 061)282-5666 한식 하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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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모님밥상 평화로95번길 11 (상동) 061)284-8665 한식 하당권

187 진양횟집 평화로95번길 5 (상동) 061)281-4460 한식 하당권

188 양을촌식육식당 하당남부로 94 (옥암동) 061)281-1001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189 매화도먹거리포차 하당남부로61번길 13 (상동) 061)243-3223 한식 하당권

190 미호 하당남부로61번길 16 ,2층 (상동) 010-5170-0400 카페 하당권

191 현대(力)장어 하당남부로61번길 18 (상동) 061)281-5568 탕류(보신용) 하당권

192 신대흥정 하당남부로61번길 34 (상동) 061)284-0880 한식 하당권

193 에덴부페 하당로 103 (상동) 061)283-6221 뷔페식 하당권

194 원조이동갈비 하당로 237 (상동,외1필지) 061)284-2009 한식 하당권

195 별미코다리 하당로 241 (상동) 061)284-9950 한식 하당권

196 포청전 하당로 243 ,1층 (상동,외1필지) 061)283-2006 중국식 하당권

197 포베이목포점 하당로 248 , 1층1호 (상동) 061)284-7112
외국음식전문점
(인도, 태국 등)

하당권

198 락식해물탕 하당로 68-9, 1층 (상동) 061)281-9296 탕류(보신용) 하당권

199 딸기네집케이크 하당로 78, 1층 (상동) 061)282-5665 기타 하당권

200 한국추어탕 하당로241번길 11 (상동) 061)282-5080 탕류(보신용) 하당권

201 일리에스프레소 하당로30번길 1, 1층 (상동) 010-5282-7610 기타 하당권

202 갯뻘마을 하당로44번길 14 (상동) 061)282-0674 한식 하당권

203 정성식육식당 하당로68번길 8 (상동) 061)282-9202 식육(숯불구이) 하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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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사박물관(카페테
리아)

남농로 135, 1층 (용해동) 061)276-7774 한식
평화광장
권

2 주)예술웨딩컨벤션 남농로 9, 3층 (용해동) 061)276-0050 한식
평화광장
권

3 주)예술웨딩컨벤션 남농로 9, 4층 (용해동) 061)276-0050 뷔페식
평화광장
권

4 주)예술웨딩컨벤션 남농로 9, 6층 (용해동) 061)276-0052 뷔페식
평화광장
권

5 주)예술웨딩컨벤션 남농로 9, 7층 (용해동) 061)276-0050 뷔페식
평화광장
권

6 맛나감자탕 남악1로52번길 11-4 (옥암동) 061)285-1889 한식
평화광장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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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조나주곰탕(옥암점) 남악1로52번길 12-4 (옥암동) 061)287-8884 한식
평화광장
권

8 평창메일막국수 남악1로52번길 6-5 (옥암동) 061)287-7742 분식
평화광장
권

9 주왕산삼계탕
남악1로52번길 7 (옥암동,옥암빌딩
1층 109호-117호)

061)247-3939 한식
평화광장
권

10 동경일식 남악2로 60-8 (옥암동) 061)283-2644 일식
평화광장
권

11 녹색한우프라자 남악로 113 (옥암동) 061)285-0214 식육(숯불구이)
평화광장
권

12 보니베뜨(남악점) 남악로 125 (옥암동,2층) 061)287-5060 경양식
평화광장
권

13 아라킹뷔페
남악로 22-14, A동 3층 301호 (옥암
동, 펠리시티몰)

061)261-1800 뷔페식
평화광장
권

14 일번가 당가두로 18-1 (옥암동) 061)285-5900 한식
평화광장
권

15 성원해물탕 삼향천로 41 (옥암동) 061)287-0155 탕류(보신용)
평화광장
권

16 호화대반점2 옥암로46번길 8 (옥암동) 061)283-0980 중국식
평화광장
권

17 육장갈비(하당점) 원형동로 35, 2층 (상동) 061)282-9997 호프/통닭
평화광장
권

18 소담 원형동로 50-2 (상동) 061)284-2045 분식
평화광장
권

19 서가앤쿡 원형로 20, 2층 (상동) 061)281-6622 경양식
평화광장
권

20 전국지(목포하당점) 원형로 27-1, 1층 (상동) 061)281-9020 한식
평화광장
권

21 구팔한우목포1호점 원형로 6-1, 3층 (상동) 061)278-5100 경양식
평화광장
권

22 돼지의전성시대 통일대로37번길 10-1 (상동,1층) 061)282-8713 한식
평화광장
권

23 잇쇼우안 평화로 105 (상동) 061)285-8488 일식
평화광장
권

24 송죽일식 평화로 106 (상동) 061)285-1900 일식
평화광장
권

25 맛집송가 평화로 108, 1층 (옥암동) 061)285-8202 한식
평화광장
권

26 감로 평화로 69, 1층 (상동) 061)288-7010 일식
평화광장
권

27 거멍돌해물탕 평화로 98 (상동,(1층)) 061)284-9252 한식
평화광장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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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8 한천메밀냉면본점 평화로140번길 4-1, 1층 (옥암동) 061)287-0773 한식
평화광장
권

29 나주곰탕염대감 평화로43번길 1, 1층 (상동) 061)285-9988 한식
평화광장
권

30 목포하당점새마을식당 평화로61번길 14-2 (상동) 061)287-7211 한식
평화광장
권

31 미야비 하당남부로61번길 8 (상동) 061)285-2580 일식
평화광장
권

32 유달면옥(본점) 후광대로105번길 8 (옥암동,,2층) 061)285-4432 한식
평화광장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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