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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순두부

소재지 : 복산길 6번길 44(옥암동)
연락처 : 061-283-4500
품목 및 가격

순두부 백반 9,000원
청국장 백반 9,000원
해물두부 전골(소) 28,000원

영업시간 : 10:00~22:00
주차가능 여부:가능
비고 : 가게 위생상태가 매우 청결하고 종업원들도 친절함.

L벧엘헤어뉴스

소재지 : 고하대로 642번길 8(산정동)
연락처 : 010-7611-6561
품목 및 가격

컷트(경로) 8,000원
일반파마(경로) 25,000원
염색(경로) 15,000원

영업시간 : 09:00~21:00
주차가능 여부:가능
비고 : 경로, 학생은 가격을 할인해 주고 있음

국제이발관

소재지 : 열린길 51번안길 9(죽교동)
연락처 : 061-242-1873
품목 및 가격

이발(면도 포함) 12,000원
이발(면도미포함) 10,000원

영업시간 : 09:00~21:00
주차가능 여부:가능
비고 : 오랫동안 이용업에 종사하여(70대) 친절하고 경로우대
할인도 실시하고 있음

홍가네만두분식

소재지 : 삼일로 12(창평동)
연락처 : 061-242-6705
품목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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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가격

바지락 칼국수 7,000원
물냉면 7,000원
콩국수 7,000원

영업시간 : 10:00~21:00
주차가능 여부:가능
비고 : 칼국수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항상 주방을 깔끔하
게 유지하고 친절함

광양숯불갈비

소재지 : 노적봉길21(측후동)
연락처 : 061-242-5282 / 010-3510-8691
품목 및 가격

산채 비빔밥 6,000원
육개장 8,000원
돼지숯불갈비(200g) 12,000원

영업시간 : 10:00~21:00
비고 : 주인 내외가 직접 경영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
으며 나물을 구례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음

종가집

소재지 : 노적봉길 22(죽동)
연락처 : 010-9958-8772
품목 및 가격

청국장 8,000원
비빔밥 7,000원

영업시간 : 10:00~20:00
배달가능 여부 : 가능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부부가 직접 요리하고 운영하여, 음식맛이 좋고 가게가
매우 청결함

푸른솔아구집

소재지 : 번화로 8-1(중앙동3가)
연락처 : 061-244-8381
품목 및 가격

백반 10,000원
아구찜(소) 30,000원
준치 회무침 11,000원

영업시간 : 09:00~21: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여 깨끗하고 음식이 맛깔나 한번 방
문한 손님은 계속 찾고 있음

남향크리닝 (http://www.mokpo.go.kr)



남향크리닝

소재지 : 만호로 25-2
연락처 : 061-244-4647
품목 및 가격

ㅀ
신사복(상/하) 6,000원
여성복(상/하) 6,000원

영업시간 : 08:00~21:00
배달가능 여부 : 가능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부부가 직접 운영하여 친절하고 가게가 청결하게 관리되
고 있음

하나둘미용실

소재지 : 수강로 6(수강동1가)
연락처 : 061-243-5182 / 010-4662-5182
품목 및 가격

일반컷트(여성) 6,000원
파마 25,000원
염색 20,000원

영업시간 : 09:00~21:00
비고 : 미용실이 수강동 항동시장에 소재하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편이며, 친절하고 깔끔하며 가격이 저렴함

손가네분식

소재지 : 남해로 8-1(산정동)
연락처 : 061-242-3375
품목 및 가격

김밥 2,000원
칼국수 6,000원

영업시간 : 10:00~21:00
배달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주변업소에 비해 20% 저렴하며 맛이 뛰어나 단골 손님들
이 많이 찾고 있음

원조가락지

소재지 : 영산로 258번길 8-2(용당동)
연락처 : 061-274-7026
품목 및 가격

칼국수 8,000원
수제비 8,000원
팥죽 8,000원

영업시간 : 11:00~19:00
배달가능 여부 : 가능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여 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이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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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여 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이 깨끗하
고 맛깔남

연산순대국밥

소재지 : 후광대로105번안길 21(옥암동)
연락처 : 061-285-4012
품목 및 가격

국밥 8,000원
머리수육 15,000원
곱창전골(중) 20,000원

영업시간 : 10:00~22: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순대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 매우 위생적임

차우차우

소재지 : 당가두로 22-1(옥암동)
연락처 : 061-262-4500
품목 및 가격

자장면 6,000원
해물짬뽕 8,500원
탕수육(소) 18,000원

영업시간 : 11:00~21:00
배달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내부위생 상태가 매우 청결하고, 종사자들이 친절함

시골집순두부

소재지 : 연산로 140(연산동)
연락처 : 061-274-9999
품목 및 가격

순두부 백반 9,000원
청국장 백반 9,000원
해물두부 전골(소) 26,000원

영업시간 : 10:00~22: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가게 위생상태가 매우 청결하고 종업원들도 친절함, 위생
모범업소임

삼국지

소재지 : 하당남부로 108(옥암동)
연락처 : 061-284-8775 / 061-284-8775
품목 및 가격

자장면 6,000원
짬뽕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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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 8,000원
볶음밥 8,000원
우동8,000원

영업시간 : 11:00~21: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배달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낮춰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맛도 좋고 주방이 청결하여 많은 손님들이 찾
고 있음

유달손칼국수

소재지 : 상동로 63, 상가 101호 (상동, 주공1단지아파트)
연락처 : 010-6792-0033
품목 및 가격

팥칼국수 7,000원
콩국수 8,000원

영업시간 : 11:00~20: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압해도에서 직접 농사지은 팥만을 사용함

어락

소재지 : 평화로 45
연락처 : 0507-1492-8790
품목 및 가격

굴비정식 17,000원
장어탕 10,000원

영업시간 : 10:00~23: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굴비정식을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깔끔한 매장과 서비스로 음식제공

건맥스테이

소재지 : 해안로237번길 10-1
연락처 : 0507-1355-6470
품목 및 가격

싱글룸 50,000원
더블룸 65,000원

영업시간

입실 10:00
퇴실 23:00

주차가능 여부 : 불가
비고 :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기반 숙소 1층은
펍으로 운영되며 투숙객들에게 서비스 제공

예향밥상 (http://www.mokpo.go.kr)



예향밥상

소재지 : 수문로60번길 7-3
연락처 : 061-247-8989
품목 및 가격

한식뷔페 6,000원

영업시간 : 11:30~20: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엄선된재료로 조리, 일주일에 한번 반찬을 어르신에게 무
료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

유달산추어탕

소재지 : 노적봉길 22-1
연락처 : 061-270-7030
품목 및 가격

추어탕 8,000원
순두부찌개 7,000원

영업시간 : 09:00~20: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국내산 미꾸라지와 재료를 가지고 조리, 판매. 직장인들
이 주고객이며 지역맛집에 선정

옛날짜장

소재지 : 산정로 20-1
연락처 : 061-272-1872
품목 및 가격

옛날짜장 5,500원
잔치국수 5,500원

영업시간 : 10:00~01: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고 깔끔한 음식을 제공 26년을 한
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대함

남도먹거리방

소재지 : 삼일로13번길 2-1
연락처 : 061-242-9895
품목 및 가격

순대 8,000원
순대국밥 8,000원

영업시간 : 11:40~21:30
주차가능 여부 : 불가
비고 : 20년 노하우로 맜있는 밑반찬과 음식을 제공 종사자들이
친철하고 가게 또한 청결한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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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순대

소재지 : 삼일로13번길 4
연락처 : 061-243-9424
품목 및 가격

순대 8,000원
순대국밥 8,000원

영업시간 : 10:00~22:00 (주문 21:00)
주차가능 여부 : 불가
비고 : 남교동 중앙시장에서 3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
식을 청결한 서비스로 제공

유달아구찜

소재지 : 해안로 201, 성진드림상가 10호
연락처 : 061-242-1535
품목 및 가격

아구탕 10,000원
아구찜 10,000원

영업시간 : 09:00~21: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선창아구찜상가거리의 원조맛집 단일메뉴를 저렴한 가
격으로 판매

돈내고돈먹기

소재지 : 영산로 18-4
연락처 : 061-242-3737
품목 및 가격

짱둥어탕 10,000원
김치찌개 8,000원

영업시간 : 08:00~20: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증도산 짱뚱어로 조리, 매일 7~8가지 신선한 반찬 제공하
고 있음

톳빔

소재지 : 옥암로96번길 3
연락처 : 0507-1340-9424
품목 및 가격

톳비빔빕 10,000원
톳육개장 11,000원

영업시간 : 11:00~22:00
(http://www.mokpo.go.kr)



영업시간 : 11:00~22:00
주차가능 여부 : 가능
비고 : 건강식 톳과 엄선된 재료로 톳과 관련된 다양한 음식을
제공 점차 입소문을 타고 있음

경남식당(글사랑반점)

소재지 : 산대로2번길 3-2
연락처 : 061-272-8111
품목 및 가격

자장면 5,000원
짬뽕 7,000원
볶음밥 7,000원

영업시간 : 09:00~20:00
주차가능 여부 : 불가
비고 : 35여년 동안 부부가 같이 운영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맞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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