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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쇼핑 > 음식점 > 목포명인명가

모정명가

신용카드  전화예약  포장여부  1인식사  애완동물  어린이놀이방

목포 음식 명인 중 유일하게 매생이 요리, 가오리찜 두 분야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김순옥 명인의 한정식 전문점. 
당일 예약에 맞춰 가장 신선도가 높은 식재료를 엄선하여 준비한다.
‘기본상’부터 ‘특상’까지 가격대에 따라 회와 생물의 종류가 변경되며 각종 계절 회와 홍어삼합, 가오리찜, 생선구이, 낙지초무침
등 목포의 9미(味)가 한상에 그득하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매생이 코스요리’는 매생이 무침과 덖음, 전, 떡국 등 다양한 매생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운영시간
(점심) 예약제 , (저녁) 17:00-22:00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 명인의 집이면서 가오리찜과 매생이 요리 전문음식점입니다.
가오리찜과 매생이요리 부문에서 명인으로 인정받은 모정명가는
주요 메뉴로 매생이요리와 가오리찜을 비롯한 제철 음식으로 차려낸 계절 밥상이 있습니다.

12:00 :00 ~ 22:00:00

연중무휴

주차시설없음

정보없음

전체 40석

주소 자유로 127 (산정동)

전화 061-274-3456

추천 2

영업시간

휴무일

주차시설

장애인시설

좌석수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목포명인명가

모범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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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amusement
/tour/amusement/restaurant
/tour/amusement/restaurant/mokpomaster


주요 메뉴로 매생이요리와 가오리찜을 비롯한 제철 음식으로 차려낸 계절 밥상이 있습니다.

매생이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는 뜻으로 매생이과에 속하는 해조류 중 하나로 조선 후기 자산어보에 매우 달고 향기롭
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생이는 수분이 95%이상이며 식이섬유와 알긴산이 포함되어 있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뛰어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에 탁훨한 효과가 있습니다. 

모정명가에는 매생이를 이용한 요리로 매생이국, 매생이굴떡국, 매생이전, 매생이 무침, 매생이 죽 등 다영하게 준비되어 있으
며 신선한 재료를 바탕으로 제철에 맞는 음식을 내어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메뉴 
매생이 코스
매생이 전 
매생이 떡국
매생이 탕
자연산 석화탕, 석화물회, 석화 전
가오리찜, 가오리회, 가오리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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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주변정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모정명가

목포시 자유로 127

061-274-3456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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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80283


메뉴정보

기타메뉴 매생이낙지탕( 1인: 13,000 )

목록으로

모정명가 : 목포시 자유로 127 대중교통길찾기

한상차림: 200,000

특상(4인)

한상차림: 150,000

A상(4인)

매생이요리, 매생이떡국, 가오리찜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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