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장 시 장 점 포 현 황

《횟   집》 전화번호 취  급  품  목

몽실횟집 721-8584

붕장어, 광어, 우럭, 돔, 농어, 개상어, 참가자미, 자연산, 

각종활어

숙모횟집 721-1666

막내횟집 721-5845

민지횟집 721-1674

대호횟집 722-2342

종근횟집 722-0576

경북횟집 721-4823

등대횟집 722-3046

동백횟집 721-7935

문화횟집 721-0091

차성횟집 722-4519

부일횟집 722-4618

기장횟집 721-5133

해동횟집 721-9816

동해횟집 721-7655

왕상횟집 721-7462

 

붕장어, 광어, 우럭, 돔, 농어, 개상어, 참가자미, 자연산, 

각종활어, 매운탕

유나횟집 722-0779

짜짜횟집 721-9767

대변횟집 721-2311

해광횟집 721-0609

신선횟집 721-8119

《그  릇》

경남그릇 721-6784  각종 그릇 , 아이스박스

《인 삼》

 금산인삼 721-3603 인삼, 각종 건재, 중탕, 

《어 묵》

오뎅공장 721-2505 어묵

《꽃  집》 

시장꽃집 721-4526 화환, 근조화, 부케, 드라이플라워, 조화, 각종화분일체

《건어물》

성화건어물 722-8833

각종건어물 도소매 멸치, 기장 건미역, 건다시마, 각종 견과류
금천건어물 722-7800

대라건어물 723-0344

대변건어물 723-4803



《초  장》 전화번호 취  급  품  목

바다초장 722-8389

초장, 매운탕, 구이(장어, 곰장어), 전복죽, 

멸치무침, 찌개

1번지초장 721-1053

학리초장 721-1171

부경초장 722-1407

가빈초장 723-3267

양지초장 722-6816

경주초장 722-8806

뚱이초장 723-8666

영덕초장 721-9555 초장, 매운탕, 구이(장어, 곰장어)

《제수용품》

부산고기 722-0547 조기, 민어, 돔, 명태, 산적, 제수고기 일절

철마인삼집 722-2177 밤, 대추, 포 등 제수용 일절

지하이모집 721-8094 나물, 제수용 일절

미역할매집 721-9954 미역, 나물, 제수용 일절

《대  게》

대왕대게 724-8822

영덕대게, 수입대게, 털게, 랍스타, 킹크랩, 식사조은대게 724-6200

동해대게직판장 722-8666

《농  산》

대성쌀상회 721-2324 국내산 쌀, 각종 잡곡, 국산천일염

중앙상회 각종 야채, 젓갈

덕이과일 721-1516 각종 과일, 제수용

용석과일 721-9970 각종 과일, 제수용

《수산물》 전화번호 취  급  품  목

통영상회 01048045382 문어, 전복, 어패류 도매

부산수산 722-5033 냉동갈치, 냉동조기, 동태, 냉동오징어 도소매

덕성상회 01099392258 문어, 전복, 어패류 도매

준호엄마집 721-7189 생갈치, 아귀, 조기, 가자미

꽃잎이네 722-7822 아까무스, 고등어, 갈치, 조기, 민어, 각종제수고기

《식육점》

대라식육점 721-3921 한우, 소고기, 돼지고기, 수육, 편육, 

곰거리, 도소매영일식육점 721-2014

반 찬 집 722-6329 각종 반찬

《방앗간》

경주상회 721-2179 참기름, 깨소금, 고추, 미숫가루 

기장상회 721-2537 참기름, 깨소금, 고추, 미숫가루

기성상회 722-5609 참기름, 깨소금, 고추, 미숫가루, 식당재료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