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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비고

1 윤순영패션 원귀향 010-9899-1224 의류

1블럭

2 진미네샵 정진미 010-5299-8233 의류

3 심쿵패션 김경희 010-6791-7739 의류

4 빈곳 　 　 　

5 하의패션 고근례 010-7528-2700 의류

6 소미랑침구 노정희 010-4627-1294 이불

7 박성기국수 박성기 010-4999-5357 음식

8 동부유통 한경숙 010-7631-0758 의류

9 예술패션 임창수 010-3267-0816 의류

10 하늘농산 양민성 　 농산물

11 자방모드 서순금 010-8288-2895 의류

12 중앙주단 박정숙 010-3641-7527 이불

13 오렌지 곽화자 010-4720-7237 화장품

2블럭

14 모아라 배재은 010-9992-7612 의류

15 삼순이청과 최효상 010-8827-5445 과일가게

15(2층) OK속옷가게 이선우 010-4222-0434 의류

16 영마트 이홍성 010-6532-0890 잡화

17 미헤어샵 김정희 010-6679-1397 미용실

18 커피시장 임소리 010-4343-5955 음료

19 빈곳 　 　 　

20 빈곳 　 　 　

21 경성홍어집 김성심 010-2807-2363 홍어

22 빈곳 　 　 　

23 도초장어집 허봉자 010-5041-7060 음식

24 국도머리연출 정춘미 010-6644-6283 미용실

25 에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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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에띠임 　 　 　

26 청해건어물 강연호 010-7379-7365 건어물

27 BYC동부시장점 박정순 010-2673-0500 속옷

28 영마트 이홍성 　 　

29 행복한과일 김북성 010-6678-7884 과일가게

30 새마을금고 　 　 　

31 새마을금고 　 　 　

32 새마을금고 　 　 　

33 새마을금고 　 　 　

34 떡만드는집 이형태 010-8601-4835 떡

35 동부건어물 최윤주 010-7152-5228 건어물

36 휴대폰사진즉석인화 　 　 　

37 야니 이영길 010-9998-5085 의류

38 다도의류 육숙희 010-2672-5439 의류

3블럭

39 동부금방 하종환 010-6631-8730 보석

40 라보라 임종무 010-3631-6494 이불

41 모아금방 이은경 010-4355-1567 보석

42 빈곳 　 　 　

43 영광만물상회 오장금 010-2613-0759 그릇

44 삼향만물상회 조병오 010-7757-9293 그릇

45 신영수산 이홍실 010-3619-9890 수산

46 동부호떡분식 　 　 　

47 건강나라 강명희 010-8623-4004 부식

48 월드건강식품전문점 　 　 　

49 흑산홍어백화점 박대환 010-5353-4479 홍어

50 한냉식육판매장 최기옥 010-9025-5177 식육

51 끼미화장품 최경숙 010-6865-7856 화장품

52 동부닭집 김미정 010-2890-2300 축산

53 동부축산 김미경 010-2890-2300 축산

54 제주식육점 고영복 010-3631-2082 식육

55 강화인삼 김수자 010-7777-5364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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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강화인삼 김수자 010-7777-5364 인삼

56 동부분식 서진원 010-4109-6603 분식

57 별난만두 홍수용 010-2910-9052 분식

58 백제당제과점 김승태 010-8625-5018 제과

59 무안수산 이동일 010-9610-5594 수산

60 한사랑식육점 최정필 010-9624-8007 식육

61 글로리아 이영레 010-5181-9272 의류

62 죽나라 정영기 061-274-3358 음식

63 여인방(창고) 　 　 　

64 명품떡볶이(창고) 　 　 　

65 희선이네반찬 이국향 010-2603-8938 김치

66 대양반찬(창고) 　 　 　

67 고루고루상회 박명심 061-279-6090 부식

68 릴리 박희순 010-5547-8015 의류

3블럭 내부 동부쇼핑

69 포시즌 양미숙 010-5606-9220 의류

70 카리스 김유자 010-9442-7993 의류

71 누아블랑 오영기 010-6780-3641 의류

72 로빈 신희경 010-5346-2416 의류

73 여울 신옥란 010-8605-7724 의류

74 향기나 배영숙 010-3920-2099 의류

75 미파 문홍자 010-5651-3357 의류

76 실로암 신화심 010-3244-7866 의류

77 흑마 김길자 010-6630-6951 의류

78 왕성 서미예 010-5475-4740 의류

79 오즈 서덕심 010-2911-8233 의류

80 이지양행 김정자 010-7647-3383 의류

81 에스더 김정숙 010-3093-2357 의류

82 뿌리 한연순 010-5171-1683 의류

83 스마트 최종심 010-3221-8451 의류

84 호산나 장명순 010-9547-2226 의류

85 미모아종합화장품 박희자 010-9441-2757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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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미모아종합화장품 박희자 010-9441-2757 의류

86 맵시나 김인숙 010-6630-0994 의류

87 승희패션 김경숙 010-4629-1866 의류

88 여성시대 강명자 010-5566-8252 의류

89 시크 신미영 010-3444-6150 의류

90 이쁜여우 전애란 010-5504-6341 의류

91 은혜전자 김종수 010-4633-5409 전자

4블럭

92 현대식육점 김용권 010-3977-2410 식육

93 성수동꿀꽈배기동부시장점 마효진 010-9008-5085 분식

94 중앙포차 김영순 010-3270-5833 음식

95 금정수산 심연심 010-9659--8181 수산

96 세븐글로리 이정순 010-4211-6161 의류

97 5대치킨비밀 촤광준 061-272-9992 치킨

98 일로과일 이분례 010-4633-2161 과일

99 소영신발백화점 김명순 010-9222-3438 신발

100 흑산홍어명가 박병옥 010-5630-5991 홍어

101 금동수산 양수진 010-5687-5807 수산

102 삼촌네생선가게 이종혁 010-6601-9736 수산

103 한아름패션 서동현 010-6899-4201 의류

104 해남상회 김준철 010-3636-7516 속옷

105 다모아쇼핑 장철은 010-9865-6552 의류

106 영옥부식상회 임화자 010-2655-5996 부식

107 신안반찬집 김선화 010-2319-8400 반찬

108 안성상회 박정수 010-4660-7709 건어물

109 바다수산 윤희자 010-7604-1044 수산

110 무안곡물상회 박미순 010-9007-5988 농산물

111 카운트다운 김혹수 010-3648-8999 의류

5블럭

112 청마루 이미숙 010-9910-5166 의류

113 청호과일 최덕자 010-2848-3287 과일

114 옷짱의류할인 오명석 010-3431-4574 의류

115 금성프라자1 이정재 010-8607-8942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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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금성프라자1 이정재 010-8607-8942 속옷

116 신세대2080 임재일 010-4607-3100 의류

117 빈곳 　 　 　

118 온누리식당 장혜수 010-3127-4929 음식

119 귀염둥이 김상훈 010-3999-8686 의류

6블럭

120 날개 서향순 010-5519-5378 의류

121 장띠 박경숙 010-9090-3605 의류

122 금성프라자2 이정재 010-8607-8942 속옷

123 본토고기 강민원 010-8006-8929 축산

124 동산과일 박순미 010-2661-7458 과일

125 모두니신발 염정자 010-4755-1541 신발

126 아라수입코너 형경아 010-7557-1009 의류

127 만성수산 이섭심 010-5649-9953 수산

128 현장떡집 정지숙 010-9765-2257 떡

129 봉주수산 이요숙 010-4620-6101 수산

130 해원미용실 이해원 010-6857-2722 미용실

131 마장동소불고기집 김화심 010-4517-6154 음식

132 나나네집 윤해숙 010-2627-5308 음식

133 함평상회 정영배 010-5789-7939 음식

134 목포는항구다장터 배기식 010-4686-2308 음식

135 빈곳 　 　 　

136 동양기물 곽정계 010-2578-2173 그릇

137 총각들수산 박종덕 010-8778-7454 수산

138 동부어묵 김호원 010-6380-4409 분식

139 동부과일 이일순 010-9167-1503 과일

140 태영수산 박태환 010-3511-9883 수산

141 서연농수산 노수민 010-3644-5900 농수산

142 그루빅 김복예 010-3605-5854 의류

143 소리네수산 심애정 010-8786-1267 수산

144 동화식육점 이창환 010-8766-2364 축산

145 동산축산 문광자 061-273-0571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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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동산축산 문광자 061-273-0571 축산

7블럭146 사계절먹거리 홍길호 010-2650-5748 음식

147 빛나먹거리 최용숙 010-8667-5416 음식

148 삼호횟집 이덕심 010-3375-9470 음식

149 에덴수산 김행호 010-7770-1251 수산

150 동부떡집 박종구 010-7171-9320 떡

151 목포전집 오화순 010-7121-2899 전

152 빈곳 　 　 　

153 경희네떡집 장경희 010-2691-2603 떡

154 민속반찬 정영대 010-3789-3458 반찬

155 거성축산 김성희 010-2470-4225 축산

156 에스마트 김미려 061-276-0048 잡화

157 하나축산백화점 김은준 010-8600-6478 축산

158 목포청과 전성경 010-5079-1456 과일

159 청정수산 하미영 010-2601-5966 수산

160 고기천국 지미례 010-4640-2121 축산

161 삼촌네회수산 이종혁 010-6601-9736 수산

162 금동수산 이정선 010-8638-4996 수산

163 유달종합코너 양갑덕 010-2632-6944 잡화

164 빈곳 　 　 　

165 신맛과멋 임금혁 010-6622-2071 분식

166 신안얼음 진춘해 010-5607-3368 얼음

167 동부홍어 윤용수 010-4623-5475 홍어

168 유정 송미애 010-8012-9006 음식

169 홍도아구찜 김정이 061-278-7773 음식

170 동부기물 임광심 010-2307-3055 잡화

171 순심이네 황순심 010-5033-0238 음식

172 해무리 송선애 010-4520-6696 음식

173 정직한버섯 김이엽 010-3902-2701 버섯

174 희망포차 박하영 010-2803-4010 음식

175 친정집방앗간 김유리 010-7794-7855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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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친정집방앗간 김유리 010-7794-7855 농산물

8블럭

176 신토불이아구찜 윤금희 010-9456-8959 음식

177 마포왕족발보쌈 강천수 010-6503-1015 음식

178 장금이네 손정원 010-3993-6485 음식

179 풍년청과 채희원 061-279-3434 과일

180 해남야채상회 정광철 010-4633-5312 부식

181 대양반찬 장하영 010-5377-6950 반찬

182 금성낙지 하태인 010-5529-5966 수산

183 연수상회 정종숙 010-7609-5944 부식

184 현대상회 최병모 010-3286-1115 부식

185 현대어물수산 김삼임 010-3649-9182 수산

186 희진상회 오회원 010-8887-2530 수산

187 유달떡집 홍덕자 010-2681-9605 떡

188 일광식육점 최라숙 010-4619-8027 축산

189 이슬네낙지 이순임 061-274-4625 수산

190 만나식품 심미례 010-7373-1665 두부

191 미경어물 배춘애 010-8608-9969 건어물

192 홍어장군 이시훈 010-7124-7615 홍어

193 동부정육점 박군재 010-8256-9556 축산

194 영미어물 황일심 010-3641-2068 건어물

195 천지수산 문영심 010-3663-0085 수산

196 영락반찬 조상현 010-9984-1781 반찬

197 웰빙김 정경님 010-6414-7884 김

198 미니수산 최용분 010-6300-7599 수산

199 철따라수산 이미란 010-3623-7758 수산

200 대양반찬 장철국 010-2268-5578 반찬

201 흥부네고기천국 최병섭 010-6600-6087 축산

202 억순이찹쌀순대 박은숙 010-9450-1181 분식

203 호남찹쌀순대 디명심 010-2668-2606 분식

204 신안순대 송예지 061-274-9025 분식

205 서울순대 최홍미 010-9428-5766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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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블럭안순대골목206 알찬순대 이명옥 010-8620-2083 분식

207 원조토종순대 김순옥 010-8666-4064 분식

208 운남유달순대족발 윤유남 010-5548-4955 분식

209 빈곳 　 　 　

210 원조찹쌀순대 전성수 061-272-9319 음식

211 나주식육점 오귀수 010-3601-9112 축산

9블럭

212 신안과일 서영길 010-6484-7613 과일

213 다인수산 박중석 010-5484-8110 수산

214 대박상회 김육녀 010-4256-6300 　

215 나라식품 김수길 061-276-6079 분식

216 시장떡볶이 　 061-279-6603 분식

217 김치맛집 천영미 0102853-2010 반찬

218 우리방앗간 고상현 061-279-5652 떡

219 금동회수산 이정선 010-5633-3504 수산

220 언니닭 이유경 010-5330-3643 치킨

221 옛날찹쌀순대족발 안영란 010-4052-1314 분식

222 하의순대 김경엽 010-9443-5883 분식

223 복순네먹거리 　 010-8774-9396 음식

224 목포상회 조정은 010-266-2068 음식

225 민홍어수산 　 010-5529-5966 수산

226 은혜주단 양진복 010-4247-0915 한복

227 미리포차 김미리 010-8274-1898 음식

228 사랑포차 오숙자 010-4191-0475 음식

229 우리순대국밥 김이화 010-9210-5400 음식

230 복음당한약방 김동수 010-5350-1635 한약

231 영락침구 이순자 010-6638-4506 이불

232 사모아패션 김영매 010-5858-3116 의류

233 신토불이약초 강옥심 010-3114-2226 약초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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