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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쇼핑 > 음식점 > 모범음식점

영란횟집

신용카드  전화예약  포장여부  1인식사  애완동물  어린이놀이방

목포 민어를 전국에 알린 50년이 넘은 ‘영란횟집’.
당시 어머니는 어린 딸 ‘영란’의 이름으로 식당을 열어 한평생 민어 전문점의 기본을 지켰고
지금은 박영란 대표가 어머니의(故 김은초 여사)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막걸리 식초 장 등을 이용한 한결같은 민어 한상을
고수하고 있다.
한여름 보양식으로 알려진 민어로 인해 7, 8월에는 긴 시간 줄을 서는 명소가 되었고
전국 택배로도 민어회나 민어전 등 영란 회집의 민어 맛을 타지에서도 맛볼 수 있는 서비스를 펼쳐고 있다. 

민어요리명가 영란횟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지정 남도음식명가이자 대통령의 맛집으로 소개된 영란횟집은
3대에 걸쳐 40년 째 운영중인 민어전문 향토별미집입니다.

민어회,민어무침,민어죽,민어전, 매운탕,지리 등 민어요리의 모든 것을

10:30:00 ~ 22:00:00

명절휴무

주차시설있음 주차요금 : 무료 / 승용차 : 20 대 가능 / 대형차 : 2 대 가
능 / 주변주차장 : 음식점 옆 도로변 가능
휠체어출입가능

전체 150석

주소 번화로 42-1 (만호동)

전화 061-243-7311

추천 2

영업시간

휴무일

주차시설

장애인시설

좌석수

관심여행담기 홈페이지 추천하기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남도명가

(http://www.mokpo.go.kr)

/tour/amusement
/tour/amusement/restaurant
/tour/amusement/restaurant/model
http://mliving.kr/youngran


위치 및 주변정보

민어회,민어무침,민어죽,민어전, 매운탕,지리 등 민어요리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유달산과 여객선터미널이 가까운목포 중앙동 민어의 거리에 위치하여
목포에 오신 여행객들에게목포의 향수와 민어의 찰진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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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주변정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영란횟집

목포시 번화로 42-1

061-243-7311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메뉴정보

(http://www.mokpo.go.kr)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80187


기타메뉴 광어회( 한상차림: 45,000 ) , 농어회( 한상차림: 45,000 )

목록으로

영란횟집 : 목포시 번화로 42-1 대중교통길찾기

대: 45,000

민어회(접시)

민어회와 함께 토속젓갈류 등을 함께 드
실 수 있는 대표메뉴

대: 150,000

민어회코스요리

민어회와 민어전, 민어무침, 매운탕 등 다
양한 민어요리를 드실 수 있는 메뉴 4인기
준 150,000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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