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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소개
영양시장은 1918년 개시한 전통과 뿌리가 있는 시장입니다. 당초 영양시장은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과 내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물교환의 형식 으로
발달된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지역 중심 시장입니다. 산나물, 건고추, 과일 등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딧불
이 생태공원, 선바위 관광지, 일월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시장규모 : 부지면적 : 9,025 / 점 포 수 : 92동

시장 연혁
1918년 개시
1997년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2004년 환경개선사업 추진(1차)
2006년 환경개선사업 추진(2차)

상인회 조직
상인회장 : 조기승
부회장 : 김항호
감사 : 황숙향, 김수용
이사 : 김한기, 장순철, 김미순, 라금자, 천세영, 박현숙, 권금주,
전순연, 홍순자
사무국장 : 이현숙

점포현황
계 건어물류 음식료품 신발,의복 음식점 기타

92 10 12 20 10 40

상가운영시간
영양 장날 : 4일과 9일

운영 시간
시 기 개점시간 폐점시간

하 절 기 06 : 00 20 : 00

동 절 기 07 : 00 19 : 00

공설시장 입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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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welfare
https://www.yyg.go.kr/www/welfare/region_economy
https://www.yyg.go.kr/www/welfare/region_economy/traditional_market


 

 

연번 상호명 취급품목 연락처

1 풍연상회 식료품 682-9960

2 영양생선가게 어물

3 주희네양품 의류 683-3782

4 제일청과 과일 683-3558

5 대흥상회 건어물 683-3089

6 청영상회 가오리찜, 어물 682-1586

7 성원상회 가오리찜, 어물 683-2669

8 칠보닭집(건어물) 닭 683-3105

9 만복닭집 생닭, 통닭 682-0212

10 시장통닭 통닭 683-3089

11 대흥상회 건어물 683-3089

12 영남식육점 쇠고기, 돼지고기 683-2751

13 칠보닭집 닭, 가오리찜 683-3105

14 영양잡화 잡화

15 입암상회 건어물 683-3432

16 석보상회 건어물 683-1946

17 태양식품 음식료품 682-7366

18 영진상회 채소, 산나물 682-1711

19 일월신발 신발 683-2044

20 양평상회 잡화

21 산에들에 농수산물

22 세운상회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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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만물상회 농산물 683-2015

24 덕신침구 이불 683-2576

25 서울수선 수선

26 여로미용실 미용 682-1920

27 주목옹기 옹기

28 아모레화장품 화장품

29 도화상회 의류

30 시온양장 의류

31 샘미용실 미용

32 아름다움공방 공방

33 갈매기식당 칼국수, 비빔밥 683-6834

34 시장식당 식당

35 뷰티센터 미용

36 동양고무 신발

37 경북상회 잡화

38 영양공구사 공수, 전기톱 683-3198

39 태흥잡곡상회 쌀, 가축사료 683-2889

40 시장식당 식당

41 서울방앗간 쌀

42 성실지업사 도배장판 683-3697

43 강영피복 의류

44 대흥양품 의류 683-2377

45 나드리양품 신발

46 정&준 의류

47 대영포목 각종의류 682-1875

48 영신상회 피복, 가방 683-2453

49 유명치킨 식당 682-0027

50 진양상회 신발 683-2061

51 담미용실 미용 683-1637

52 우리신발 신발 682-0683

53 삼영지업사 벽지,장판,마루 683-2133

연번 상호명 취급품목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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