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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암순대 주숙희 011-4083-3128 한식

3 진도상회 이옥기 061-279-4301 기물

4 선미주단 남경식 010-7660-6532 한복

5호 미싱자수 남경식 010-7660-6532 포목

6 사무실 　 　 　

7,8 대영호포차 조건식 061-274-4215 포차

9,10 현대횟집 임광오 061-272-0766 횟집

11 보세쑤니 박정숙 　 의류

12 서울한복 장명숙 061-274-4674 한복

13,17,18,19,20 유일상회 강순덕 010-2862-3309 기물

14 리빙진도 김인희 061-273-4303 기물

15,16 초원순대 노영주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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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초원순대 노영주 　 한식

21,22 호성이불 윤영숙 061-274-1475 이불

23,24 승균이네맛집 유승균 061-278-5934 횟집

25,26,39 한일횟집 김금옥 010-9860-7705 횟집

27,38 소리이불 정달상 061-277-2288 이불

28 현대한복 김경택 061-278-3356 한복

29,30 목일상회 김진원 061-273-1255 기물

31,32 철이네통닭 고용관 061-272-6645 분식

34,34 우리신안먹거리 윤성자 061-272-1937 한식

36,36 로즈마리 신오복 010-8618-4362 의류

37 부영한복 정성이 061-276-9718 한복

40 소현네황제참치 박정미 061-278-8797 횟집

41,42,55,56 서해횟집 오을교 010-3624-5308 횟집

45,46 JS유통 김희숙 010-2631-6882 기물

43 시온뜨개방 박휘자 061-277-7343 포목

44,53 조개까는인생 박휘자 061-277-7343 포차

47,48 옷짱 이화순 061-277-8768 의류

49,50 휴대폰할인매장 전명균 010-4900-6000 통신

51 영창양행 천연순 061-462-5501 신발,의류

52 별잔디공방 장민정 0109398-9905 공방

54 찐뷰티 　 010-3723-1088 미용

57,71,72 용횟집 조정숙 010-2374-8370 횟집

58 애간장치킨 김양아 061-246-9282 분식

59,70 두번째인생포차 김수남 　 포차

60 누리다 이민혜 　 포차

61 송포차 조정숙 　 포차

62 엄마랑나랑 조정숙 　 요리교실

63,64 엔디카렌 조선진 010-5444-3538 의류

65,66 영암상회 김순임 061-277-5458 의류

67,68 정직한우 정치숙 061-276-4631 정육

69 깜복 성경숙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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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깜복 성경숙 　 의류

73,74 대성포차 김양아 　 포차

75,86 집으로배달돼지 김수호 061-278-8292 배달

76,85 낙원죽집 강미자 061-278-2110 죽집

77 스타일H 이하란 010-9980-0936 의류

78 원나양행 천복안 061-242-2919 의류

79,80 대박로또 김화옥 061-277-5374 로또

81,82 목포댁간장게장 박현애 010-5817-1200 반찬

83,84 혜성상회 안용임 061-277-6941 침구

87,88 서남유통 김용택 061-279-8421 수산

89,90 태양식품 정화숙 061-272-0141 곡물

91,92 하의침구 박종단 061-277-1009 침구

93,94 에덴침구 홍연자 061-279-4007 침구

95,96 정이동통신 정유라 061-273-2008 통신

97,98 동창상회 조영순 061-278-6569 포목

99 늘푸른오피 배영란 010-9280-0535 의류

100 새로나 허송덕 061-277-2331 포목

101 찬미주단 박명자 061-279-3550 포목

102 중앙수산 최명순 010-8892-7253 수산

103 빈곳 　 　 　

104 두드림 김천순 061-278-8522 반찬

105,106 힘센장어 이승미 061-273-4959 한식

107 미인공방 노미란 010-8601-2681 공방

108 루나네일 　 010-7277-3809 미용

109 신안한복 박원숙 061-274-1662 이불

110 주안옷수선 김성자 010-2334-5969 수선

111,112 제일신발 김채수 061-274-3040 신발

113,114 보디가드 박윤복 061-277-5572 의류

115,116 중앙한복 김유순 010-7629-0304 한복

117,118 아리랑한복 노영주 010-9377-7677 한복

119,120 총각한복 김현화 061-277-6659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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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20 총각한복 김현화 061-277-6659 한복

121,122 세생활침구 박창용 061-272-7189 침구

123 오색이음 박은혜 010-7174-6968 한복

124 맵시한복 김정자 010-9660-5334 한복

125,126 비단이야기 김경숙 010-6660-9277 한복

127,128 드라이하우스 김대식 061-278-2788 세탁

129,130,131 영창신발 최원식 061-277-5887 신발

132 나주한복 이남례 061-276-2520 한복

133 양동한복 김연심 061-273-5501 한복

134 가족반찬 이현서 061-242-3265 반찬

135,136 고향김치 윤현식 010-3635-4835 김치

137,138 원조탕탕이맛집 김성경 061-278-2358 한식

139,140 덕산맛집 전지나 061-273-7730 한식

141,142 토종닭집 김정애 061-273-1900 한식

143,144 화원순대 김연옥 061-272-8897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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