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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삶 한우 협동조합

한우, 한돈 판매

생산, 유통, 택배까지 원스톱!

상가정보 > 구역별소개 > 전체

8:00~20:00

연중무휴

한우, 한돈

정보없음

주소 장흥읍 토요시장1길 35

전화 061-862-6688

추천 12

영업시간

휴무일

품목

좌석수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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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주변상가정보(주변 3km 이내)

장흥읍 토요시장1길 35

SNS/블로그 실시간 업데이트
Blog

장흥 삼합 먹으러 장흥 맛집 정남진한우판매장으로~!
장흥 맛집을 찾고 계시다면 다른 맛있는 음식보다 먼저 장흥한우삼합을 드시길 바래요~! 전 4시쯤 정남진한우판매장에 방문했었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편
안히 먹었답니다^^참고하셔요~♡
이 아름다운 세상
Blog

장흥삼합 맛집 장흥 토요시장 정남진한우판매장 식당
사진출처: 네이버 지도뷰 상호는 '정남진 한우 판매장' 2층은 정남진 한우식당 1층에서 고기를 구입하고 2층 식당에서 상차림비를 내고 먹는 형식이에요. 장흥 토
요시장 주차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돼요....
연암홈센터
Blog

[장흥 맛집/장흥 가볼만한 곳/장흥 삼합] 정남진한우식당
다행히 우리 가족이 갈 정남진한우식당은 오픈 중이었다. 식당은 2층에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정남진한우판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한 뒤에 2층에서 식사를 하면된
다. 꽃등심, 부채살, 채끝등심, 갈비살 등 다양한...
맛집과 여행을 사랑하는 구기의 일상 블로그
Blog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장흥삼합맛집 정남진한우식당
식당은 정남진한우식당 1층에서는 한우판매장을 2층에서는 표고버섯과 키조개 상차림비를 받고 식사할수 있습니다 직접 사온 표고버섯으로도 식사할수 있습
니다 부위별로 그날그날 가격에 따라 판매하고...
창밖으로보는 풍경
Blog

[장흥삼합맛집] 장흥토요시장 내 정남진한우판매장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우 가게들이 많죠? ㅎㅎ 공연장 입구 옆에 있는 정남진 한우 판매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정남진이라는 말의 뜻은 아시나
요? 정동진은 아시죠? 광화문의 정 동쪽에 있는...
Han's

댓글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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