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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배치도

1블럭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1 신안어촌회센타 조준호 010-6476-4128 횟집

2 무안수산어물 곽구길 010-5842-7797 홍어

3 신안어물상회 양경호 061-242-0172 홍어

4 맛있는홍어 송순경 010-2603-3229 홍어

5 광주어물상회 이인형 010-5610-0040 홍어

6 뚱보횟집 문윤심 061-244-4508 횟집

7 부두수산 이상만 061-245-1788 홍어

8 몽탄상회 양지유 010-2078-8898 홍어

9 믿음상회 　 010-3635-5617 홍어

10 하나상회 　 010-8299-3790 홍어

11 제일상회 　 061-244-5643 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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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일상회 　 061-244-5643 젓갈

12 제일식품 　 061-281-7991 젓갈

13 만포수산 박문규 061-244-9988 홍어

14 새목포상회 　 010-3388-5522 젓갈

15 영창상회 김맹호 010-8344-4053 젓갈

16 장원수산 　 061-244-5502 홍어

17 함초소금 　 061-245-1770 소금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2블럭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18 은비상회 박병일 061-245-2254 홍어

19 목포홍어센타 지은 010-3114-7797 홍어

20 나주상회 장현관 010-2927-8232 홍어

21 유달수산 고광호 010-5335-4792 홍어

22 금성수산 채승용 010-9445-2566 홍어

23 진만상회 　 010-8611-2100 홍어

24 암태상회 지형배 010-3609-9557 홍어

25 영암수산 문기현 010-8285-3369 홍어

26 삼향건어물 　 010-2686-6172 건어물

27 믿음수산 　 010-3685-5617 홍어

28 목포믿음수산 　 010-3606-3928 수산

29 홍어마당 신창문 010-7535-0059 홍어

30 흑산도홍어집 신창문 010-3778-4320 홍어

31 흑산어물홍어집 신창문 010-3632-4320 건어물

32 빛고을식품 김성우 010-9606-4941 젓갈

33 협동젓갈상회 전길남 010-3643-2003 젓갈

34 성원상회 　 061-244-9015 젓갈

35 신진상회 　 010-3642-0446 젓갈

36 해남중앙상회 　 061-244-2420 건어물

37 전인상회 윤승수 010-7629-0079 젓갈

38 대인상회 　 061-244-0079 젓갈(http://www.mokpo.go.kr)



38 대인상회 　 061-244-0079 젓갈

39 전인추자식품 윤승수 010-7629-0079 젓갈

40 삼학상회 　 061-243-5585 젓갈

41 신안상회 　 010-6602-7571 젓갈

42 조양상회 　 010-2633-1650 젓갈

43 대운상회 　 010-2664-3868 홍어

44 태우상회 홍기식 010-5772-6331 홍어

45 지도상회 김성호 010-8717-0507 홍어

46 대훈상회 김석배 010-2664-3868 홍어

47 상철상회 　 010-2274-3698 홍어

48 오복상회 　 011-631-1375 홍어

49 송길상회 　 010-3614-0324 건어물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3블럭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50 영미수산 최순임 010-3600-9513 홍어

51 신안수산 장남석 010-2626-5815 홍어

52 신화상회 정윤창 010-3607-3500 홍어

53 흑산홍어집 　 010-3778-4320 홍어

54 중앙수산 이상식 010-5610-2231 홍어

55 동해수산 　 010-6631-0931 홍어

56 현대수산 정경자 010-9472-1937 홍어

57 남진수산 문남진 061-242-4095 홍어

58 동해수산 　 010-6631-0931 홍어

59 덕근수산 최옥란 010-5219-5030 홍어

60 남진수산창고 　 　 　

61 여수상회 배정애 061-242-8265 홍어

62 신안수산창고 　 　 　

63 순임상회 　 061-242-6701 홍어

64 거북수산 　 061-243-7532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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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수양상회 박종주 061-242-5127 홍어

66 호님상회 이근임 061-245-0756 홍어

67 동문수산 김문옥 061-245-4180 홍어

68 백년수산 　 010-4892-3595 홍어

69 신선수산 이성진 061-245-0217 홍어

70 영진수산 이재원 061-242-0701 홍어

71 영암수산 김양옥 061-244-3818 홍어

72 남도고향수산 　 010-9242-0631 홍어

73 진영상회 장유탁 010-2608-0279 홍어

74 삼신상회 　 010-4539-2675 건어물

75 신영광상회 강대훈 010-3631-3985 젓갈

76 영덕상회 정정남 061-244-5175 홍어

77 흑산상회 김근배 010-3999-9545 홍어

78 전남수산 박봉규 061-243-9392 홍어

79 신안참좋은수산 　 010-3485-1333 홍어

80 호남수산 황용철 061-242-6468 홍어

81 목포바다포장 　 010-7175-8843 박스판매

82 덕성수산 김인규 061-243-7897 홍어

83 삼영상회 박영식 061-244-4259 젓갈

84 흥일수산 전성호 061-244-6053 홍어

85 신영광상회 강대훈 061-244-8705 젓갈

86 호남수산 황용철 010-3609-9480 홍어

87 한진수산 김한출 010-7290-8808 홍어

88 만복상회 　 010-3625-8768 홍어

89 한진수산 김한출 010-7298-8808 홍어

90 흑산수산 김성민 061-242-7073 홍어

91 홍어바다수산 　 010-5481-4870 홍어

92 광동상회 양길용 010-4000-5705 건어물

93 희영홍어백화점 황춘호 010-6789-2669 홍어

94 대양상회 　 061-244-1096 홍어

95 도초상회 최점이 010-8610-5434 홍어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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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초상회 최점이 010-8610-5434 홍어

96 목포홍어센타 지은 061-242-0572 홍어

97 천우유통 　 010-8600-3898 건어물

98 대성수산 이대영 010-5631-0334 홍어

99 대흥어물 김창순 010-3269-8999 홍어

100 일로수산 조재림 010-3642-9714 홍어

101 창영상회 최창영 010-3476-7341 홍어

102 성일상회 　 010-2271-4796 홍어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4블럭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103 백경수산 황상문 061-242-0674 홍어

104 홍어사랑 황상문 010-3631-6674 홍어

105 서해수산 최정열 010-9032-9500 홍어

106 수영수산 한인철 010-3601-0658 홍어

107 해변수산 최성길 010-3640-8490 홍어

108 장터어물전 장성욱 010-4650-4613 건어물

109 새신안수산 최현민 061-243-1356 홍어

110 대흥어물수산 김창순 010-3269-8999 홍어

111 덕근수산창고 　 　 　

112 동원수산창고 　 　 　

113 형준수산 　 061-243-0833 홍어

114 청호어물 　 061-243-0623 홍어

115 동원수산창고 　 　 　

116 금성수산창고 　 　 　

117 형제상회창고 　 　 　

118 광문수산창고 　 　 　

119 홍도어물창고 　 　 　

120 제일수산 　 061-242-8622 홍어

121 청경수산 　 061-244-4891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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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임자도홍어집 김종각 061-242-4304 홍어

123 지도수산 김유석 061-245-4294 홍어

124 한진수산 김한출 061-242-2217 홍어

125 특산물판매장 　 061-277-8245 도소매

126 해태수산 송길선 061-243-8143 홍어

127 선화수산 임능택 061-244-3771 건어물

128 선화상회 임능택 061-244-3771 홍어

129 다물도 최용수 010-4603-0501 홍어

130 해양수산 김하경 061-243-3793 홍어

131 관광객쉼터 　 　 　

132 덕근수산창고 　 　 　

133 참좋은수산창고 　 　 　

134 백경수산창고 　 　 　

135 은아수산 김정자 061-243-7820 홍어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5블럭

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136 조도수산 김민조 010-2611-9798 홍어

137 대한수산 김기석 010-4616-1640 홍어

138 해제수산 김은진 010-9280-5636 홍어

139 영진수산 이재원 010-4567-9910 홍어

140 기원상회 서정옥 010-3613-5679 홍어

141 광원수산 　 010-2249-8012 홍어

142 고려수산창고 　 　 　

143 토방수산 허미란 061-243-5647 홍어

144 희망수산 　 061-242-5350 홍어

145 한국빌원룸 　 　 　

146 3.6장여관 　 　 　

147 희영홍어백화점 황춘호 061-244-8158 홍어

148 희영수산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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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호제수산 정해례 061-242-5083 홍어점포호수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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