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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구 구룡포 구룡포농협 하나로마트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76-5 276-4551

2 남구 구룡포 영마트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59-20 281-3350 새마을금고옆(구룡포수협 뒤쪽길)

3 남구 구룡포 참마트(구룡포)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 054)278-6601

4 남구 구룡포 현대마트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21번길22 276-2258 구룡포시장내

5 남구 연일읍 삼흥그릇 남구 연일읍 동문리 322-1 285-3953 연일시장(연일초등학교 동쪽)

6 남구 연일읍 하늘천 남구 연일읍 동문리 338-3 285-2427 연일시장(연일초등학교 동쪽)

7 남구 연일읍 코사형산점 남구 연일읍생지리399형산강변상가111 054)286-2422

8 남구 오천읍 콜마트 원동점 남구 오천읍 냉천로 302번길 22 292-8016 부영1차-냉천 중간지점

9 남구 오천읍 하나마트(준)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54-6 054-291-2297

10 남구 오천읍 빅마트 문덕점 남구 오천읍 문덕로 35 291-5556 심육식당 인근

11 남구 오천읍 행복마트(준) 남구 오천읍 문덕로 63 054-291-0307

12 남구 오천읍 참마트 남구 오천읍 세계길 33 291-6500 오천시장인근

13 남구 오천읍 참마트(문덕) 남구 오천읍 원동로 10 054)293-3114

14 남구 오천읍 오천농협 하나로마트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493 293-8980 오천읍사무소앞

15 남구 오천읍 나이스마트(오천)준 남구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7 054)277-1997

16 남구 오천읍 신천지세일(오천) 남구 오천읍 해병로 241 054)292-6325 제일신천이아파트 뒤

17 남구 대송면 하나마트 남구 대송면 제내길 53번길 3 285-3303 남포항농협 대송지점 옆

18 남구 동해면 약전코사마트 남구 동해면 일월로 172-1 054)284-3323

19 남구 동해면 백년손님마트 남구 동해면 호미로 2493 054)28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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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남구 동해면 스마일스토어 남구 일월로 153 286-0999 영남대자연맨션 인근

21 남구 동해면 동해면 하나로마트 남구 일월로 63 284-5647 동해면사무소 맞은편

22 남구 호미곶면 하나마트(대보)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69 46번길2 054)285-0111

23 남구 상대동 월드마트 남구 문예로 112(대도동) 282-6442 대해성당 앞 블록

24 남구 상대동 월드마트 남구 문예로 57(대도동) 283-4324 대도초등 인근 사거리

25 남구 상대동 콜마트 남구 상공로 145(대도동) 278-8824 동일기업 사거리 인근(상대초등 인근)

26 남구 상대동 원마트 남구 상공로 41 283-4477 남부종합시장

27 남구 상대동 마트오이소 남구 상공로 46번길 3,1층(상도동) 054)292-8253

28 남구 상대동 콜마트(삼촌네 슈퍼) 남구 상대로 124-1(대도동) 273-7864 상도중학교 남쪽 큰도로

29 남구 상대동 상도윌DC마트 남구 상도로 8번길 9 272-7717 백만석 뒷골목

30 남구 상대동 포인트마트 남구 중섬로 89 283-2299 대왕예식장(파티움하우스)앞

31 남구 상대동 대도할인마트 남구 중앙로91번길 20-1 054)274-4721 대해초등학교 2블럭 앞

32 남구 상대동 코사마트 상도점 남구 중흥로 100번길 16(상도동) 284-5022 신흥초등학교앞(시외버스 터미널 앞)

33 남구 상대동 그린마트(상도) 남구 중흥로 126번길 15-1(상도동) 054)282-6322

34 남구 상대동 금수마트 남구 중흥로 152번길 26-6 272-6995 항도초등 인근

35 남구 상대동 평화유통 남구 포스코대로 367번길 17 283-9848 세명기독병윈 뒤 평화종합시장

36 남구 상대동 행복한가게 남구 희망대로 790 272-1400 남구청 앞

37 남구 상대동 홈마트 남구상공로 51-1(상도동) 275-3181 남부종합시장 인근

38 남구 해도동 참플러스 형산 남구 문예로 126번길 14 273-5538 대해성당 2블럭 앞

39 남구 해도동 참마트(해도)-신 남구 상공로 221번길 28(해도동) 054)278-9932 큰동해시장 서쪽 앞블럭

40 남구 해도동 SP플러스(신풍마트) 남구 중앙로 122번길 34 277-3216 큰동해시장

41 남구 해도동 콜마트 남구 중앙로 134번길 29-6 284-8090 큰동해종합시장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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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남구 해도동 광명마트 남구 중앙로 27번길 7(해도동) 054)283-1521 동도교회 인근

43 남구 해도동 홈마트(형산점) 남구 중앙로 30(해도동) 054)274-0809

44 남구 해도동 샤인마트(준) 남구 중앙로 41번길 29(해도동) 276-8643

45 남구 해도동 해도그린마트(신) 남구 중앙로134번길 30-1(해도동) 054-275-8586

46 남구 해도동 리더스마트(해도) 남구 축항로 2(해도동) 054)251-1700 고속터미널 뒤

47 남구 해도동 에스에스마트 남구 해동로 84 054)273-0101 동해종합시장 송도방향 큰도로앞

48 남구 송도동 문할인마트(나들가게) 남구 송도로 20-1 송원빌딩 276-9490 송도교-송도사거리 중간지점

49 남구 송도동 동부마트 남구 송림로 52-2(송도동) 247-6653
송도사거리 북쪽 블럭(유니파크아파트

옆)

50 남구 송도동 금성할인마트 남구 송림로 79번길 26(송도동) 054)243-7605 죽도시장 영포회타운 건너편

51 남구 송도동 송도동K마트 남구 운하로 36번길 12 282-0600 송도중학교앞 송림시장

52 남구 송도동 영할인마트(송도) 남구 축항로 93 054)249-7981

53 남구 청림동 진달래마트 남구 구정길17번길 43-22(인덕동) 054)291-7882

54 남구 청림동 불동네슈퍼 남구 동해안로 5932번길 17 291-0223 OCI 남동쪽 2블럭

55 남구 청림동 참마트 남구 정몽주로 847번길 20-16(청림동) 291-7117 청림 진달래 1차 뒤

56 남구 청림동 대림슈퍼(청림) 남구 청림동 358 1/1 054)292-3642 에스오일(스타2주유소)duvc(청림동 358)

57 남구 효곡동 콜마트 남구 효성로 19(효자동) 272-8890 SK뷰 1차 앞

58 남구 효곡동 풍림마트 남구 효성로 55(효자동) 285-2002
효자풍림아이원앞 사거리(파리바게트 

맞은편)

59 남구 효곡동 R식자재마트 남구 효자동길 3(효자동) 282-2678 효자시장

60 남구 대이동 월드마트(이동) 남구 대이로 155 054)278-7878 경성홈타운3차(이동그린) 맞은편

61 남구 대이동 콜마트(이동) 남구 대이로 55-1 (대잠동) 054)272-9002 시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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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남구 대이동 포인트마트 남구 대이로 7 272-9525 대잠트리니엔앞(시청앞)

63 남구 대이동 성심마트 남구 대잠길 46 (대잠동) 054)274-3655

64 북구 흥해읍 프리미엄마트 북구 흥해읍 남미질로 13 054)261-8424 흥해프라자(흥해남산초등학교앞)

65 북구 흥해읍 학천할인마트 북구 흥해읍 도음로 877번길 5 261-4949 학천삼도미래타운 앞

66 북구 흥해읍 R마트 초곡점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 71번길 6-3 262-1177

67 북구 흥해읍 그린스토아(신) 북구 흥해읍 한동로 17 054)262-2438 대성아파트 앞

68 북구 흥해읍 참마트(흥해) 북구 흥해읍 한동로 64 054)262-1416

69 북구 흥해읍 스마일마트 북구 흥해읍 흥해로 74번길 1-1 262-2840 흥해시장(흥해농협앞)

70 북구 신광면 하나로마트 신광점 북구 토성리 465-5 232-4172

71 북구 기계면 코사마트기계점 북구 기계면 기계로 77 054)249-1777

72 북구 기계면 하나로마트 기동점 북구 기계면 현내리 648-3 243-2012

73 북구 청하면 하나로마트 신포항농협 북구 청하면 청하로 203 232-4172 청하시장 맞은편

74 북구 중앙동 ㈜리플러스중앙지점 북구 덕산동 235-1 256-6100 육거리 CGV영화관 옆

75 북구 중앙동 중앙할인마트(준) 북구 동빈로 54 054)247-3360 중앙초등앞 대각선 블록(내항쪽)

76 북구 중앙동 신흥마트 북구 불종로 13-1 246-6568 용흥 현대1차앞 철길

77 북구 중앙동 EM생활실천협의회 북구 중앙로 369 243-8780 환경관리원 복지관(산림조합옆)

78 북구 중앙동 원마트 북구 중앙상가 7길 17(신흥동) 254-0488 (초원삼계탕맞은편 골목)

79 북구 중앙동 포유플러스마트 북구 학산로 17 241-5838 포항여고 앞

80 북구 양학동 양학플러스 북구 학잠동 105-2 277-9395 학잠주공 2단지 앞

81 북구 양학동 월드마트 북구 학잠동 56-2 282-2000 양학시장앞 4거리

82 북구 죽도동 제일주방(공급업소) 북구 죽도로 76-2 (더 제일주방) 281-8113 5거리-송도교 사이

83 북구 죽도동 케이마트(죽도)준 북구 상대로 35 054-277-6442 수가성 옆(세명고등학교 뒤 큰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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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북구 죽도동 궁전마트 북구 양학천로 60 286-6015 죽도초등학교 우측블럭

85 북구 죽도동 콜마트(중앙점) 북구 죽도로 28 283-0332 구 청룡회관인근

86 북구 죽도동 죽도마트 북구 죽도시장길 4-1 246-3709 죽도시장 개풍약국 옆

87 북구 죽도동 R마트 오광장점 북구 중흥로 151번길 31 277-0706 (세명고-대잠초)

89 북구 죽도동 코사마트서부점 북구 칠성천길 7 054)273-5437 서부시장(옆)

90 북구 용흥동 이레마트 북구 새마을로 94 054)243-8289 용흥우방아파트앞

91 북구 용흥동 플러스마트 북구 철성천길 41 054)277-5182 동해정비 뒷블럭

92 북구 두호동 리플러스(장성지점) 북구 삼흥로 74번길 19 253-2626 장미아파트 앞(북구보건소 인근)

93 북구 두호동 ㈜리플러스 본점 북구 학전로 93 256-7600 우방하이츠 옆

94 북구 장량동 진마트 북구 법원로 129번길 37 255-5444 장성동 삼도뷰엔빌 뒤

95 북구 장량동 리플러스(양덕지점) 북구 법원로 140번길 23(양덕동) 231-6800 법원앞

96 북구 장량동 하나로마트 포항농협 북구 새천년대로 1220 255-0900 장량초등 뒤

97 북구 장량동 굿마트장성(준) 북구 성실로 32(장성동,신아종합상가) 054)243-3131 현진에버빌 2차 옆(장미아파트앞)

98 북구 장량동 리치마트 북구 양덕로 30번길 62-1(양덕동) 254-7547 장량하수처리장앞(축산랜드 뒤쪽)

99 북구 장량동 (주)리플러스 침촌지점 북구 장량로 12 255-6700 (포항온천 맞은편)

100 북구 장량동 성원마트 북구 장량로 17번길 21(장성동) 252-0122 장성경성홈타운뒤

101 북구 장량동 장성DC마트 북구 장량로 32번길 41 274-7445 경성홈타운뒤

102 북구 장량동 진할인마트 북구 장성로 36 231-8818 장흥초등학교뒤

103 북구 환여동 월DC할인마트 북구 삼호로 465 251-6613 환호시장옆(항구초 인근)

104 북구 환여동 코사마트 우정점 북구 해안로 441 246-4204 환호동 입구(방파제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