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s
best famous
local restaurants,
2021

부산의 맛
Taste of Busan

2
3

Busan`s
best famous
local restaurants,
2021

부산의 맛
Taste of Busan

4
5

CONTENTS

A

B

C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18 ~ 29p

30 ~ 35p

36 ~ 49p

G

H

I

Busanjingu

Bukgu

Gangseogu

부산진구

GeumJeonggu

Gijanggun

북구

사상구

100 ~ 109p

110 ~ 121p

122 ~ 129p

M

N

O

Yeonjaegu

Yeongdogu

Junggu

연제구

166 ~ 179p

영도구

180 ~ 191p

Sasanggu

중구

192 ~ 203p

D

E

F

Namgu

Donggu

Dongnaegu

남구

동구

동래구

50 ~ 65p

66 ~ 77p

78 ~ 99p

J

K

L

Sahagu

Seogu

Suyeonggu

사하구

130 ~ 139p

P

서구

140 ~ 151p

해운대구

부록

204 ~ 222p

223 ~ 252p

Haeundaegu

Appendix

수영구

152 ~ 165p

A

강서구

Gangseogu

B

C

GeumJeonggu

Gijanggun

금정구

기장군

1 만호갈미샤브샤브

1 농가의하루

1 가마솥생복집

2 명지첫집

2 무심정

2 얼크니손칼국수

Manho Galmi Shabu-shabu

Myeongjicheotjip

3
4
5
6
7

Nongga Uy Haru

Musimjeong

민물가든

Gamasot Saengbokjip

Eolkeuni Sonkalguksu

3

Minmul Garden

방코

4

BANCO

용장어요리전문점

5

Yongjangeo Yori Jeonmunjeom

초밥잘하는 오빠

6

Chobap Jalhaneun Oppa

칸웨이 명지스타필드점

7

Can Wei Myeongji Starfield Branch

8
9

일광대복집
Ilgwang Daebokjip

일광바다
Ilgwang Bada

정약방
Jeongyakbang

최선장
Choeseonjang

탐복
Tambok

해녀할매집
Haenyeo Halmaejip

흙시루
Heuksiru

위생등급 매우우수
Hygiene Grade Excellent

위생등급 우수
Hygiene Grade Very Good

위생등급 좋음
Hygiene Grade Good

18

30

36

D

E

F

Namgu

Donggu

Dongnaegu

남구

동구

동래구

1 곤국

1 고관 함박

1 고가옥

2 광명집

2 고관 해물탕

2 금강만두

Gonguk

Gwangmyeongjip

3
4
5
6
7
8
9

다이닝센 부산본점
Dining Sen Busan

드마히니 더블유스퀘어점
De Marigni W Square Branch

명품외식 육면정
Yukmyeonjeong

쌍둥이돼지국밥
Ssangdungi Dwaejigukbap

오륙도 가원
Gawon(Oryukdo Island)

Gogwan Hambak

Gogwan Haemultang

3
4
5
6
7

미락정
Mirakjeong

스완양분식
Swan Yangbunsik

신발원
Sinbalwon

평산옥
Pyeongsanok

할매국밥
Halmae Gukbap

이층집 564-9

Gogaok

Geumgang Mandu

3
4
5
6
7
8

Second Floor 564-9

초원복국

9

Chowonbokguk

10 한우랑

10

11 해남식당

11

12 호포갈비 문현점

12

Hanwoorang

Haenam Sikdang

Hopogalbi Munhyeon Branch

13
14
15

50

66

16
17

금문
Geummun

내당
Naedang

논두렁추어탕
Nondureong Chueotang

동래별장
Dongnae Byeoljang

미미참족발
Mimicham Jokbal

봉식당
Bong Sikdang

산들바람
Sandeul Baram

소문난동래파전
Somunnan Dongnaepajeon

송화루
Songhwaru

옹기마을
Ongimaeul

원조본가 산곰장어집
Wonjo Bonga Sangomjangeojip

정림
Jeongnim

소문난주문진막국수
Somunnan Jumunjin Makguksu

칠백장식당
Chilbaekjang Sikdang

코모도테이블
Komodo Table

78

G

H

I

Busanjingu

Bukgu

Sasanggu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1 공감식당

1 권가네 맷돌 순두부 전문점

1 고엔

2 다옴 (서면 삼정타워점)

2 남촌

2 김밥 앤 덮밥

Gonggamsikdang

Daom (Samjeong Tower
Branch, Seomyeon)

3
4
5
6

당감밀면

Gwongane Maetdol Sundubu

Namchon

3

Danggammilmyeon

더브릭하우스
The Brick House

버거샵
Burger Shop

소수인
Sosuin

4

북경의 자전거
Beijing Bicycle

식당 3선 덕천점
Sikdang Samseon
Deokcheon Branch

Goen

Gimbap and Deopbap

3
4

돌솟해물뼈찜
Dolsothaemulppyeojjim

풍원장
Pungwonjang

5 심우촌

Simwuchon

6 평창 막국수

Pyeongchang Makguksu

7 함경면옥

Hamgyeong Myeonok

100

110

122

J

사하구
Sahagu

K

L

Seogu

Suyeonggu

서구

수영구

1 대가야

1 디에이블 송도점

1 고향카츠

2 동원장수촌

2 몽실종가 돼지국밥

2 광안국밥

Daegaya

Dongwon Jangsuchon

3
4
5

6

양평칼국수
Yangpyeong Kalguksu

영진돼지국밥
Yeongjin Dwaejigukbap

재성밀면 감천직영점
Jaeseong Milmyeon
Gamcheon Branch

큰집 코다리찜

The 8ble Songdo Branch

Mongsil Jongga Dwaejigukbap

3
4
5
6

Keunjip Kodarijjim

7

식당 토성동
Sikdang Toseong-dong

신흥반점
Sinheungbanjeom

옛날 오막집
Yennal Omakjip

청죽
Cheongjuk

편의방
Pyeonuibang

Gohyangkatsu

Gwangangukbap

3
4
5
6
7
8
9
10

130

140

광안리 부산횟집
Gwangalli Busanhoetjip

꽃물 한식당
Kkotmul Hansikdang

멤버스라운지
Member’s Lounge

스스키노
Susukino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Slice of Life

엄용백 돼지국밥
Eom Yongbaek Dwaejigukbap

오라
Ora

정을 담은 식탁
Jeongeul Dameun Siktak

152

M

연제구

Yeonjaegu

N

O

Yeongdogu

Junggu

영도구

중구

1 가야할매 밀면

1 고을산채

1 김해식당

2 국제밀면

2 도날드 즉석 떡볶이

2 물꽁식당

Gaya Halmae Milmyeon

Gukje Milmyeon

3
4
5
6
7
8
9

동원 숯불 갈비
Dongwon Sutbul Galbi

북경
Bukgyeong

연산 낙지해물탕
Yeonsan Nakji Haemultang

Goeulsanchae

Donald Tteokbokki

3
4
5

웰빙여행
Well-being Yeohaeng

6

옻바다전복 삼계탕
Otbada Jeonbok Samgyetang

참참부자

7

부흥식당

Gimhae Sikdang

Mulkkong Sikdang

3

Buheung Sikdang

선인장 식당

4

Seoninjang Sikdang

석화정

5

Seokhwajeong

영도우

6

부산명물횟집
Busan Myeongmul Hoetjip

이재모피자
Lee Jae-mo Pizza

원조한양족발
Wonjo Hanyang Jokbal

원산면옥
Wonsanmyeonok

Young Dough

함흥보쌈

7

Hamheung Bossam

8

Chamchambuja

할매가야밀면
Gaya Milmyeon

홍익돈까스
Hongik Tonkatsu

팔미초밥
Palmi Chobap

166

180

192

P

해운대구

Haeundaegu

부록
Appendix

1 거대갈비

Geodae Galbi

2 금수복국 본점
Geumsubokguk

3
4
5
6
7
8

9

개미집신도시점
Gaemijip Sindosi Branch

다온
Daon

동백섬 횟집
Dongbaekseom Hoejip

르꽁비브
Le Convive

문스시
Moon Sushi

배가왕 송정점
Baegawang Songjeong
Branch

영변횟집
Yeongbyeon Hoejip

10 원조석대추어탕

Wonjo Seokdae Chueotang

11 예이제
Yeije

12

원조할매복국
Wonjo Halmae Bokguk

13 젠스시

Zen Sushi

14 평안도족발

Pyeongan-do Jokbal

15 한우숯불양곱창
Hanwoo Sutbul
Yanggopchang

204

223

CONTENTS

면요리 Noodles
얼크니손칼국수

41

Eolkeuni Sonkalguksu

44

Jeongyakbang

방코

코모도테이블

25

농가의하루

96

Somunnan Jumunjin Makguksu

34

Daom

56

드마히니 더블유스퀘어점

당감밀면

106

Danggammilmyeon

평창 막국수
Pyeongchang Makguksu

함경면옥
Hamgyeong Myeonok

양평칼국수
Yangpyeong Kalguksu

재성밀면 감천직영점
Jaeseong Milmyeon
Gamcheon Branch

이층집 564-9

57

스완양분식

120

더브릭하우스

136

디에이블 송도점

138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61

170

Gaya Halmae Milmyeon

국제밀면

171

Gukje Milmyeon

웰빙여행

175

Well-being Yeohaeng

원산면옥

201

Wonsanmyeonok

202

배가왕 송정점
Baegawang Songjeong Branch

215

127

멤버스라운지

160

도날드 즉석 떡볶이

185

Donald Tteokbokki

73

Swan Yangbunsik

107

The Brick House

144

퓨전요리 Fusion

162

고관 함박

164

식당 토성동

189

선인장 식당

199

홍익돈까스

The 8ble Songdo Branch

Slice of Life

가야할매 밀면

김밥 앤 덮밥

Member’s Lounge

Second Floor 564-9

119

108

Gimbap and Deopbap

De Marigni W Square Branch

(Samjeong Tower Branch, Seomyeon)

버거샵
Burger Shop

Dining Sen Busan

105

다옴 (서면삼정타워점)

다이닝센 부산본점

98

Komodo Table

Nongga Uy Haru

소문난주문진막국수

Halmae Gaya Milmyeon

스낵 Snacks

BANCO

정약방

할매가야밀면

양식 Western cuisine

오라
Ora

영도우
Young Dough

이재모피자
Lee Jae-mo Pizza

르꽁비브
Le Convive

213

70

Gogwan Hambak

146

Sikdang Toseong-dong

187

Seoninjang Sikdang

Hongik Tonkatsu

203

해산물요리 Seafood
만호갈미샤브샤브

22

Manho Galmi Shabu-shabu

일식 Japanese cuisine
큰집 코다리찜

139

Keunjip Kodarijjim

24

민물가든
Minmul Garden

광안리 부산횟집

26

Yongjangeo Yori Jeonmunjeom

158

Gamasot Saengbokjip

부흥식당

174

42

Ilgwang Daebokjip

석화정

186

43

Ilgwang Bada

김해식당

188

45

Choeseonjang

물꽁식당

196

46

Tambok

부산명물횟집

197

47

Haenyeo Halmaejip

금수복국 본점

198

55

Gwangmyeongjip

개미집신도시점

209

62

Chowonbokguk

동백섬 횟집

156

스스키노

161

참참부자

177

팔미초밥

178

문스시

214

Moon Sushi

210

젠스시

220

Zen Sushi

Gaemijip Sindosi Branch

초원복국

고향카츠

Palmi Chobap

Geumsubokguk

광명집

149

Chamchambuja

Busan Myeongmul Hoetjip

해녀할매집

청죽

Susukino

Mulkkong Sikdang

탐복

126

Gohyangkatsu

Gimhae Sikdang

최선장

고엔

Cheongjuk

Seokhwajeong

일광바다

109

Goen

Buheung Sikdang

일광대복집

소수인
Sosuin

Yeonsan Nakji Haemultang

40

가마솥생복집

연산 낙지해물탕

27

Chobap Jalhaneun Oppa

Gwangalli Busanhoetjip

용장어요리전문점

초밥잘하는 오빠

212

Dongbaekseom Hoejip

71

고관 해물탕
Gogwan Haemultang

영변횟집

216

Yeongbyeon Hoejip

90

산들바람
Sandeul Baram

원조할매복국

219

Wonjo Halmae Bokguk

94

원조본가 산곰장어집
Wonjo Bonga Sangomjangeojip

돌솟해물뼈찜
Dolsothaemulppyeojjim

128

14
15

CONTENTS

한식 Korean cuisine
명지첫집

23

Myeongjicheotjip

무심정

35
48
54
59
64
72
75
76
82
83
85
86

Mimicham Jokbal

영진돼지국밥
몽실종가 돼지국밥
광안국밥
꽃물 한식당
엄용백 돼지국밥

87

정을 담은 식탁

135
137
145
157
159
163
165

Jeongeul Dameun Siktak

88

옻바다전복 삼계탕
Otbada Jeonbok Samgyetang

다온
원조석대추어탕
예이제
평안도족발
Pyeongan-do Jokbal

Eom Yongbaek Dwaejigukbap

Dongnae Byeoljang

미미참족발

118

Kkotmul Hansikdang

Nondureong Chueotang

동래별장

동원장수촌

200
211
217
218

Yeije

Gwangangukbap

Naedang

논두렁추어탕

권가네 맷돌 순두부 전문점 114
심우촌

원조한양족발

Wonjo Seokdae Chueotang

Mongsil Jongga Dwaejigukbap

Geumgang Mandu

내당

97

Yeongjin Dwaejigukbap

Gogaok

금강만두

칠백장식당

190

Daon

Dongwon Jangsuchon

Halmae Gukbap

고가옥

95

Simwuchon

Pyeongsanok

할매국밥

정림

함흥보쌈

Wonjo Hanyang Jokbal

Gwongane Maetdol Sundubu

Mirakjeong

평산옥

93

Chilbaekjang Sikdang

Haenam Sikdang

미락정

옹기마을

184

Hamheung Bossam

Jeongnim

Ssangdungi Dwaejigukbap

해남식당

91

Ongimaeul

Gonguk

쌍둥이돼지국밥

소문난동래파전

고을산채
Goeulsanchae

Somunnan Dongnaepajeon

Heuksiru

곤국

89

Bong Sikdang

Musimjeong

흙시루

봉식당

176

221

중식 Chinese cuisine
칸웨이 명지스타필드점

28

Can Wei Myeongji Starfield
Branch

신발원

74
84

Geummun

송화루

92

Songhwaru

북경의 자전거

116

Beijing Bicycle

신흥반점

147

Sinheungbanjeom

편의방

150

Pyeonuibang

북경
Bukgyeong

명품외식 육면정

58

Yukmyeonjeong

Sinbalwon

금문

구이 On the grill

173

오륙도 가원

60

Gawon(Oryukdo Island)

한우랑

63

Hanwoorang

호포갈비 문현점

65

Hopogalbi Munhyeon Branch

공감식당

104

Gonggamsikdang

남촌

115

Namchon

식당 3선 덕천점

117

Sikdang Samseon Deokcheon
Branch

풍원장

129

Pungwonjang

대가야

134

Daegaya

옛날 오막집

148

Yennal Omakjip

동원 숯불 갈비

172

Dongwon Sutbul Galbi

거대갈비

208

Geodae Galbi

한우숯불양곱창

222

Hanwoo Sutbul Yanggopchang

16
17

Gang
seo
gu
강서구

부산의 맛

Taste of

BUSAN
fantastic

강서구
Gangseogu

A

강서구

Gangseogu
1
2
3
4
5
6
7

만호갈미샤브샤브
Manho Galmi Shabu-shabu

명지첫집
Myeongjicheotjip

민물가든
Minmul Garden

방코
BANCO

용장어요리전문점
Yongjangeo Yori Jeonmunjeom

초밥잘하는 오빠
Chobap Jalhaneun Oppa

칸웨이 명지스타필드점
Can Wei Myeongji Starfield Branch

강서구 Gangseogu

강서구
Gangseogu

구포역
Gupo Station

김해국제공항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가락IC
Garak IC

서부산IC
SeoBusan IC

남해제
2고속지
선
Namh
ae Ex
pressw

3

ay Bra
nc

h2
지하철 2호선
주례역
Jurye Station,
Subway Line 2

낙동강
Nakdonggang River

4

5

명지IC
Myeongji IC

1
명지경제자유구역
Myeongji
Free Economic
Zone

녹산국가산업단지
Nok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6

신호대교
Sinhodaegyo
Bridge

7

2

을숙도
Eunsukdo
Island

낙동강
Nakdonggang River

지하철 1호선
하단역
Hadan Station,
Subway Line 1

을숙도 대교
Eulsukdodaegyo
Bridge

20
21

1

만호갈미샤브샤브

Manho Galmi Shabu-shabu
샤브샤브, 수육, 구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갈미조개를 요리하는 갈미조개 전문.
국물이 맛있기로 유명한 이 곳은 갈미샤브샤브와 갈미수육이 대표메뉴이다.
The restaurant specializes in hen clams and offers a variety of dishes—shabu-shabu,
steamed, and grilled. Also famous for their hearty soup,
hen clam shabu shabu and steamed clams are the top picks.

Best Menu 갈미샤브샤브 Hen Clam Shabu Shabu ₩ 40,000 ~ 80,000
갈미수육 Steamed Hen Clam ₩ 40,000 ~ 60,000
Address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02 / 602 Renault Samsung-daero, Gangseo-gu,
Inquiry +82-51-271-4389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2, 4주 월요일 2nd and 4th Mondays

강서구
Gangseogu

2

명지첫집

Myeongjicheotjip
명지를 상징하는 식재료인 소금과 대파를 활용한 젓갈과 대파김치를 보쌈요리에 곁들였다.
기분이 좋아지는 푸짐한 한상차림의 보쌈정식과 쭈꾸미보쌈이 대표메뉴이다.
They serve bossam (steamed pork) with jeotgal (salted seafood) and green onion kimchi, made
of the most prominent ingredients in Myeongji: salt and green onion. Generous portions of
bossam jeongsik and jjukkumi bossam are their signature dishes.

Best Menu 쭈
 꾸미보쌈 Jjukkumi Bossam (Webfoot Octopus with Steamed Pork) ₩ 39,000 ~ 49,000
보쌈수육 Bossam Suyuk (Steamed Pork) ₩ 32,000 ~ 50,000
보쌈족발 Bossam Jokbal (Steamed Pork and Braised Pig Trotter) ₩ 48,000
Address 강서구 명지국제6로232번길 18 / 18, Myeongji Gukje 6-ro 232beon-gil, Gangseo-gu
Inquiry +82-51-202-9599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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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든

Minmul Garden
30년간 운영해온 생선찜전문점으로, 전통방식인 나무통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20가지 이상의 재료로 만든 양념을 사용하는 이곳은 묵은지 붕어조림과 붕어찜이 대표메뉴이다.
This braised fish restaurant has been operating for 30 years, known for cooking traditionally with
wooden steamers. Using seasoning made from more than 20 different ingredients, their most
famous dishes are braised carp with aged kimchi and braised carp.

Best Menu 묵
 은지붕어조림 Braised Carp with Aged Kimchi ₩ 40,000, ₩ 50,000
붕어찜 Braised Carp ₩ 40,000
Address 강서구 둔치중앙길 5 / 5, Dunchijungang-gil, Gangseo-gu
Inquiry +82-51-971-8428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강서구
Gang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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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코

BANCO
특이한 외관의 이 건물은 화덕에 구운 피자와 파스타를 만드는 곳이다.
신선한 재료와 새로운 조리법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트러플로 향을 낸 피자와 블루치즈를 사용한 피자가 대표메뉴이다.
This restaurant with an eccentric exterior is home to pizzas and pasta baked in the oven.
They use fresh ingredients and new recipes to create rich and light flavors.
Truffle-flavored pizza and blue cheese pizza are the most popular dishes.

Best Menu 풍기 트러플 피자 Fungi Truffle Pizza ₩ 19,000
무화과 블루치즈 피자 Fig and Blue Cheese Pizza ₩ 18,000
Address 강서구 새진목길 51, 1,2층 / 1st and 2nd Floor, 51 Saejinmok-gil, Gangseo-gu
Inquiry +82-51-271-2068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0: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 Monday

24
25

5

용장어요리전문점

Yongjangeo Yori Jeonmunjeom
아주 유명한 장어요리전문 식당으로, 여러 개의 독립된 룸과,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특제 소스를 사용한
바다장어와 민물장어의 구이와 덮밥이 인기메뉴이며, 아나고 회 등 특색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This restaurant is widely known for its special eel dishes, well-equipped with multiple private rooms
and a large parking lot. Grilled sea and freshwater eel with special sauce and rice bowl with grilled
eel are top menu picks. As well as, customers will enjoy fresh raw eel and other authentic dishes.

Best Menu 민물장어양념구이덮밥 Rice Bowl with Grilled Freshwater Eel ₩ 25,000, ₩ 30,000
바다장어양념구이덮밥 Rice Bowl with Grilled Seawater Eel ₩ 18,000, ₩ 22,000
Address 강서구 낙동남로682번길 94 / 94, Nakdongnam-ro 682beon-gil, Gangseo-gu
Inquiry +82-51-941-5030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강서구
Gang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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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잘하는 오빠

Chobap Jalhaneun Oppa
유명한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매장이 된 곳으로, 음식가격과 메뉴구성 등을 푸드트럭 때의 방식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재료와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A famous food truck-turned-restaurant,
their food price and menus are similar to their past operations for an affordable dining experience.
All ingredients and sauces are prepared from scratch.

Best Menu 1번 모둠 (12개) Assorted sushi (12pieces) ₩ 12,900
메로구이, 연어머리 구이 Grilled Toothfish, Grilled Salomon Head ₩ 8,000
Address 강서구 신호산단2로 69 / 69, Sinhosandan 2-ro, Gangseo-gu
Inquiry +82-51-832-5858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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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웨이 명지스타필드점

Can Wei Myeongji Starfield Branch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 내 식당으로 롯데호텔 중식당과 한식당의 책임자로
각종 국제행사를 책임지던 대표가 선보이는 고급 중식레스토랑이다.
어린이 시설이 많아 가족외식하기 좋으며, 중식코스 요리가 대표메뉴이다.
This is a high-end Chinese restaurant inside Starfield Shopping Mall, headed by the owner
who has led Chinese and Korean restaurants at Lotte Hotel and has rich experience hosting
international events. With plenty of accommodations for children, the venue is great for
family dining. The restaurant’s signature is the Chinese course meal.

Best Menu 요리코스1인 Course Meal for 1 ₩ 28,000 ~ 58,000
점심특선코스 Lunch Special Course Meal ₩ 18,000 ~ 22,000
돼지고기탕수육 Sweet and Sour Pork ₩ 20,000
Address 강서구 명지국제6로 168 3층 / 3F, 168 Myeongji Gukje 6-ro, Gangseo-gu
Inquiry +82-51-990-0371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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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하루

Nongga Uy Haru
가정집을 개조한 따뜻한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사계절 모든 메뉴를 신선한 산지 농가재료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세트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면파스타와 자연 치즈로 만든 요리들이 대표메뉴이다.
This is a house renovated into a warm and cozy Italian restaurant. All items on the menu
are made with fresh ingredients from farmhouses. The restaurant offers various set
menus, and signature items include fresh pasta and natural cheese dishes.

Best Menu 하와이안 치즈 듬뿍피자 Hawaiian Pizza with Extra Cheese ₩ 19,000
농가목살스테이크 Farmhouse Shoulder Steak ₩ 25,000
상하이해산물오일생면파스타 Shanghai Seafood Fresh Pasta with Oil ₩ 19.000
Address 금정구 금샘로 335 / 335, Geumsaem-ro, Geumjeong-gu
Inquiry +82-51-514-2088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금정구
Geumjeonggu

2

무심정

Musimjeong
금정산성에 위치한 유명한 사찰음식전문 식당으로 매일 바뀌는 26가지 장아찌류와 함께
제철재료로 만든 재료본연의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오너쉐프가 직접 만든 사찰음식코스, 한정식, 한방닭백숙, 오리백숙 등이 대표메뉴이다.
This is a famous temple food restaurant Geumjeongsanseong Fortress, offering 26
different pickled side dishes and dishes made of seasonal ingredients. The signature
dishes, prepared by the owner-chef, include temple food course meal, hanjeongsik,
chicken soup with herbs, and duck soup.

Best Menu 한정식코스요리(1인) Hanjeongsik Course for 1 ₩ 40,000 ~ 55,000
산채비빔밥 Sanchae Bibimbap (Wild Vegetables with Rice) ₩ 9,000
한방닭백숙 Hanbang Dakbaeksuk (Chicken Soup with Herbs) ₩ 45,000
Address 금정구 북문로 23 / 23, Bukmun-ro, Geumjeong-gu
Inquiry +82-51-517-3352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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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생복집

Gamasot Saengbokjip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복어요리 전문식당으로 유명인사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기도 하다.
수많은 복어요리 식당 중에서도 손꼽히는 식당으로 국물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많은 종류의 반찬이 함께 나온다.
This beloved restaurant among celebrities has been in operation for 16 years. It is one of the best
among all the restaurants that serve pufferfish. The soup is famously delectable, and a whole
assortment of side dishes are provided.

Best Menu 복국(맑은탕) Pufferfish soup (clear soup) ₩10,000 ~ 30,000
복튀김 Fried pufferfish ₩15,000, ₩20,000
Address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27-2 / 327-2, Chaseong-ro, Gijang-eup, Gijang-gun
Inquiry +82-51-722-2995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기장군
Gijanggun

2

얼크니손칼국수

Eolkeuni Sonkalguksu
간단히 준비된 샤브샤브를 먹은 후 직접 면을 넣고 조리해 먹는 칼국수 가격에 비해
푸짐한 재료들이 특징이다. 먼저 샤브샤브를 먹고 그 국물에 칼국수를 만들어 먹고 나면,
점원이 볶음밥을 만들어 준다.
After eating shabu-shabu, you can cook them with noodles. They serve generous portions of
ingredients compared to the price. First, after eating shabu-shabu, eat kalguksu made with that
soup. Then they will make fried rice in the same pot.

Best Menu 얼크니손칼국수 Eolkeuni Sonkalguksu ₩8,000 / 만두 Dumplings ₩4,000
Address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7번길 18 / 18, Chaseong-ro 417beon-gil, Gijang-eup, Gijang-gun
Inquiry +82-51-721-3487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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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대복집

Ilgwang Daebokjip
일광의 대표적인 복어요리 전문식당으로, 넓은 공간의 식당이지만,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1층은 복국전용으로, 2층은 복어 코스요리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온다.
It is a well-known pufferfish restaurant in Ilgwang area. Although the dining room is spacious,
it is always full of people. The first floor is dedicated to pufferfish soup, and the second floor is
dedicated to the pufferfish course menu. A variety of side dishes are served together.

Best Menu 복국 Pufferfish Soup ₩13,000 ~ 30,000 / 코스 Course Meal ₩50,000 ~ 90,000
Address 기장군 일광면 이화로 3 / 3, Ihwa-ro, Ilgwang-myeon, Gijang-gun
Inquiry +82-51-721-1561

Hours 오픈 07:0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기장군
Gijanggun

4

일광바다

Ilgwang Bada
일본과 제주도 부산 등의 여러 호텔에서 근무했던 베테랑 오너쉐프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생선회와 함께 한국식 해산물요리들을 즐길 수 있다. 한식메뉴인 멸치쌈밥과 도다리쑥국이 인기 있다.
A veteran owner-chef who has worked at various hotels in Japan, Jeju, and Busan operates this
place. You can enjoy Korean seafood dishes along with hoe(Sashimi).
Korean menus like anchovy ssambap and dodari (flounder) soup with mugwort are popular.

Best Menu 멸치쌈밥 Anchovy Ssambap ₩10,000 / 도다리쑥국 Dodari Soup with Mugwort ₩15,000
Address 기장군 일광면 기장해안로 1312 / 1312, Gijanghaean-ro, Ilgwang-myeon, Gijang-gun
Inquiry +82-51-724-7188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3: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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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방

Jeongyakbang
직접 준비한 쌀과 직접 만든 면을 사용하는 식당으로 모든 음식은 주문과 동시에 즉석으로 만들어진다.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는 이 곳은 국수와 만두가 인기 있는 메뉴이다.
This restaurant makes its own rice and noodles from scratch. All food is made at the same
time it is ordered. The health-conscious restaurant is popular for its noodles and dumplings.

Best Menu 물국수 Mulguksu (Noodle Soup) ₩4,000 / 만두 Dumplings ₩4,500
Address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92 / 1392, Bansong-ro, Gijang-eup, Gijang-gun
Inquiry +82-51-723-6767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0: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기장군
Gijanggun

6

최선장

Choeseonjang
전복요리 전문점으로, 이 지역 사람들만 안다는 숨겨진 식당이다. 주인인 최선장의 배로 조업해온
신선한 재료들로 요리를 만든다. 전복죽과 직접 조업해온 생선회와 해산물로 구성된 최선장 이라는
메뉴가 인기있다.
It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abalone cuisine, and it is a hidden restaurant that only
locals know. The dishes are cooked using fresh ingredients caught by the owner, Choe
Seonjang (Captain Choi). “Choeseonjang,” the special menu consisting of abalone rice
porridge, hoe, and other seafood is the most popular.

Best Menu 전
 복죽 Abalone Porridge ₩12,000
최선장(생선회,해산물) Choeseonjang (hoe, seafood) ₩50,000
Address 기장군 기장읍 공수해안길 27-1 / 27-1, Gongsuhaean-gil, Gijang-eup, Gijang-gun
Inquiry +82-51-722-6622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0:00 (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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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복

Tambok
가정집을 개조하여 만든 전복전문식당으로, 세심하게 플레이팅된 고급스러운 느낌의 전복요리가 특징이다.
식사시간에는 긴 웨이팅 시간을 감수해야 하지만, 꼭 먹어볼 가치가 있다. 전복죽과 전복밥이 대표메뉴
This house-turned-restaurant specializes in abalone cuisine. It is known for luxurious
abalone dishes that are elaborately plated. You’ll have to wait in a long line for your meal,
but it’s worth a try. Abalone porridge and abalone rice are the most popular dishes.

Best Menu 탐복죽 Tambok Porridge ₩15,000 / 탐복밥 Tambok Rice ₩15,000
Address 기장군 일광면 문오성길 31 / 31, Munoseong-gil, Ilgwang-myeon, Gijang-gun
Inquiry +82-51-727-4213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0: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Day off 월요일 Monday

기장군
Gijanggun

8

해녀할매집

Haenyeo Halmaejip
해산물식당들이 모여 있는 기장 연화리해녀촌에서도 손꼽히는 해산물식당인 이곳은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웨이팅은 기본이다. 전복죽과 전복철판구이가 이곳의 인기메뉴.
It is one of the best seafood restaurants in Yeonhwari Haenyeo Village, where it’s
packed with seafood restaurants. As many people are constantly coming in, waiting is
a must. Abalone porridge and grilled abalone on a hot plate are popular dishes here.

Best Menu 전
 복죽 Abalone Porridge ₩10,000
전복철판구이 Grilled Abalone on a Hot Plate ₩40,000
Address 기장군 기장읍 연화2길 30-1 / 30-1, Yeonhwa 2-gil, Gijang-eup, Gijang-gun
Inquiry +82-51-722-5300

Hours 오픈 9:00(Open) / 마감 20: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1, 3주 수요일 1st and 3rd Wednes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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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시루

Heuksiru
한국전통가옥과 주인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골동품들, 그리고 작은 화원이 특색 있는
이곳은, 손님을 대접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정말 많은 반찬들이 차려진 한정식이 대표메뉴.
Famous for its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antiques, collected by the owner, and a small
flower garden, this is a great place to treat guests. Hanjeongsik (table d’hote of Korean dishes)
with a lot of side dishes is the most popular menu.

Best Menu 흙시루정식 Heuksiru Table d’
Hote ₩15,000
단호박오리구이(3인분) Grilled Duck in Zucchini (3 servings) ₩48,000
Address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51번길 28 / 28, Chaseong-ro 451beon-gil, Gijang-eup, Gijang-gun
Inquiry +82-51-722-1377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 Monday

기장군
Gija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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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국

Gonguk
곰탕전문식당인 이곳은 오래 끓여 부드러운 고기와 맛이 진한 국물이 특징으로,
밥을 말아서 나오지 않고, 갓 지은 솥밥이 따로 제공된다.
Gonguk is a gomtang (beef bone soup) specialty restaurant. Known for their long-boiled
soft meat and rich soup, the rice isn’t submerged in it but is prepared separately and
freshly in a stone pot.

Best Menu 한
 우 곰탕 Hanwoo Gomtang ₩10,000, ₩13,000
한우스지수육 Steamed Hanwoo Tendon ₩20,000
Address 남구 황령대로74번길 51-1 / 51-1, Hwangnyeong-daero 74beon-gil, Nam-gu
Inquiry +82-10-2608-6586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0:30(Closed)
Day off 토,일 Saturdays, Sundays

남구
Namgu

2

광명집

Gwangmyeongjip
20년이 넘게 대를 이어 운영 중인 아구찜/대구뽈찜 전문점으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들로
찜요리를 만들고 있다. 대구뽈찜은 양파가 가득 올려 진 독특한 조리법이 사용되며,
두 가지 찜 요리가 모두 인기 있다.
For over twenty years, this restaurant has been operated by generations of family
members. They specialize in braised monkfish and codfish dishes made with fresh and
quality ingredients. For braised codfish head, their unique cooking style adds heaps of
onions on top. Both braised fish dishes are popular.

Best Menu 아
 구찜 Agujjim (Braised Monkfish) ₩ 31,000 ~ 51,000
대구찜 Daegujjim (Braised Codfish) ₩ 31,000 ~ 51,000
아구탕 Agutang (Monkfish Soup) ₩ 10,000
Address 남구 신선로 458 / 458, Sinseon-ro, Nam-gu
Inquiry +82-51-621-4376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명절 Mondays/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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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센 부산본점
Dining Sen Busan

패밀리레스토랑 다이닝센은 직접 만드는 소스들을 사용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음식들이 제공된다. 행사를 위한 시설과 공간도 잘 준비되어 있다.
Family Restaurant Dining Sen makes its own special sauces, and serves quality food
at a relatively low price. Facilities and space for events are also well prepared.

Best Menu 쇠
 고기 찹스테이크 샐러드 Beef Chopped Steak Salad ₩27,000
목살필라프 Shoulder Pilaf ₩14,500
Address 남구 용호로 88 / 88, Yongho-ro, Nam-gu
Inquiry +82-51-621-8833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2: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남구
Namgu

4

드마히니 더블유스퀘어점
De Marigni W Square Branch

부산의 유명 베이커리 옵스(OPS)에서 만든 두 번째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파리 현지 카페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살린 공간이 특징이며, 소박하고 정성 가득한 프랑스 요리들과
스페셜티 등급의 다섯 가지 브루잉 커피도 맛 볼 수 있는 곳이다.
This is the second French restaurant by Busan’s famed bakery, OPS. Characterized by the
liberal atmosphere that resembles cafes in Paris, the place serves simple yet carefully
created French cuisine and five kinds of specialty coffee.

Best Menu 한
 돈항정살스테이크 Korean Pork Jowl Steak ₩25,000
수제리코타&모짜렐라 샐러드 Fresh Ricotta and Mozzarella Salad ₩12,000
Address 남구 분포로 145 (W스퀘어 2동) / 2-dong, 145, Bunpo-ro, Nam-gu
Inquiry +82-51-621-8118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3: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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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외식 육면정
Yukmyeonjeong

다양한 연회석과 어린이 시설,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큰 규모의 구이전문식당으로
질 좋은 소고기와 신선한 야채들을 제공하고, 최고등급의 위생수준을 인증 받았다.
단체모임이나 가족외식하기 좋은 곳 이다.
Yukmyeonjeong is a large restaurant specializing in Korean barbecue, with various
banquet halls, facilities for children, and a spacious parking lot. They serve
high-quality beef and fresh vegetables and are certified with top ratings in hygiene.
It’s an excellent place for groups and families to dine out.

Best Menu 생진갈비살150g Beef Ribs 150g ₩ 26,000 / 양념갈비300g Marinated Ribs 300g ₩ 26,000 /
갈비살양념구이250g Marinated Ribs 250g ₩ 22,000
Address 남구 황령대로 329 / 329, Hwangnyeong-daero, Nam-gu
Inquiry +82-51-623-6667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남구
Namgu

6

쌍둥이돼지국밥

Ssangdungi Dwaejigukbap
식사시간에는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식당으로, 부산의 수많은 돼지국밥전문점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식당 중 한 곳이다. 아주 부드러운 돼지고기수육이 유명하다.
It is a famous restaurant where you can see a long line during mealtime. Ssangdungi is
one of the most popular dwaejigukbap (pork soup) restaurants in Busan, home of this
local dish. They are famous for the tenderness of their pork meat.

Best Menu 돼지국밥 Pork Soup ₩7,000 / 수육백반 Steamed Pork Set ₩9,000
Address 남구 유엔평화로 35-1 / 35-1, UN pyeonghwa-ro, Nam-gu
Inquiry +82-51-628-7021

Hours 오픈 09:00(Open) / 마감 24: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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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 가원

Gawon(Oryukdo Island)
건축상을 받은 아름다운 외관과 잘 가꾸어진 넓은 잔디정원이 인상적이다.
이 곳은 유명한 한우숯불구이 전문식당으로, 제공되는 음식과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무척 고급스럽다.
It has a beautiful architectural award-winning exterior and a large, well-groomed lawn
garden. Gawon is a famous charcoal-grilled Hanwoo(Domestic beef) restaurant that offers
luxurious food and service.

Best Menu 등심 Sirloin ₩27,000 / 갈빗살 Ribs ₩27,000
Address 남구 백운포로 14 / 14, Baegunpo-ro, Nam-gu
Inquiry +82-51-635-0707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남구
Namgu

8

이층집 564-9

Second Floor 564-9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경양식전문식당으로, 등심 돈가스는 고소한 브로콜리
크림스프와 신선한 생 등심 돼지고기 커틀렛과 계절 샐러드가 함께 나온다. 바삭한 돈가스와
특제소스의 밸런스가 훌륭하다.
With simple and modern decor, this gyeongyangsik (western-inspired cuisine) restaurant serves fresh sirloin tonkatsu with rich broccoli soup and seasonal green salad. The
crispy tonkatsu goes wonderfully with their special sauce.

Best Menu 등
 심돈까스 Sirloin Tonkatsu ₩ 8,000 / 생선가스 Fish Katsu ₩ 9,000원 /
함박스테이크 Hamburger Steak ₩ 9,500
Address 남구 유엔로 217 2층 / 2F, 217, UN-ro, Nam-gu, Busan
Inquiry +82-51-612-5649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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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국

Chowonbokguk
무척 유명한 복어요리전문점인 이곳은 50년 경력의 일식요리사인 아버지와
부산 최초의 특수조리사 복어자격증 소지자인 아들이 2대째 경영하고 있는 곳으로,
언제나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최상급의 복어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Chowonbokguk is a well-known restaurant specializing in pufferfish cuisine.
Started by a father with 50 years of experience as a Japanese restaurant chef, it is
now managed by his son, who was the first to obtain the special cooking license for
pufferfish in Busan. The place is always packed with customers who want to taste
their top-notch pufferfish dishes.

Best Menu 은
 복국 Brown-Backed Toadfish Soup ₩ 12,000 / 참복복국 Tiger Puffer Soup ₩ 33,000
복튀김 Fried Puffer ₩ 30,000 / 복코스요리 Puffer Course Meal ₩ 30,000 ~ 50,000
Address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30 / 30, Hwangnyeong-daero, 492beon-gil, Nam-gu
Inquiry +82-51-628-3935

Hours 오픈 09: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남구
Namgu

10

한우랑

Hanwoorang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으로 모든 메뉴는 국내에서 생산된 질 좋은 재료만 사용해 만들어진다.
한우는 특히 굽는 솜씨에 따라 맛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 곳은 숙련된 점원이 고기를 구워준다.
It’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charcoal-grilled domestic beef(Hanwoo). All dishes are made
with high-quality ingredients produced in Korea. Hanwoo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aste
depending on the grilling skill. This restaurant provides skilled grilling services.

Best Menu 한
 우 특수부위 (100g) Hanwoo Special Cuts (100g) ₩30,000
한우 꽃등심 (100g) Hanwoo Ribeye (100g) ₩21,000
Address 남구 유엔로 171 / 171, UN-ro, Nam-gu
Inquiry +82-51-621-0334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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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식당

Haenam Sikdang
김치요리전문식당인 이곳은 배추산지로 유명한 해남의 배추를 사용하여 오랜 시간 숙성시킨 묵은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다양한 김치요리를 먹을 수 있다. 해남묵은지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This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kimchi cuisine. Using cabbage from Haenam, famous
for its cabbage production, they age their kimchi for a long time. You can eat a variety of
kimchi dishes here. They are particularly proud of aged kimchi from Haenam.

Best Menu 묵
 은지수육한판 Aged Kimchi and Steamed Meat ₩29,900, ₩38,900
옛날김치찌개 Kimchi Jjigae with Aged Kimchi ₩7,500
Address 남구 분포로 145(용호동 W스퀘어) / 145, Bunpo-ro, Nam-gu
Inquiry +82-51-628-2015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남구
Namgu

12

호포갈비 문현점

Hopogalbi Munhyeon Branch
1층의 정육판매점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의 식당에서 구워먹는 방식의 식당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와 수준 높은 청결상태를 자랑한다.
판매점에서는 질 좋은 육류를 취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위의 한우를 직접 고를 수 있다.
Customers buy meat from the butcher on the first floor at this restaurant and bring it up to the
second floor to grill and eat. It is known for the neat decor and cleanliness. The butcher section
has a wide selection of high-quality Hanwoo cuts for customers to choose from.

Best Menu 고기(시세) 1층 고기 구입 후 상차림1인 Meat (Market Price) Bought on 1F, Table Setting
for 1 ₩ 6,000 / 호포갈비탕 Hopo Rib Soup ₩ 12,000
Address 남구 우암로 359 / 359, Uam-ro, Nam-gu, Busan
Inquiry +82-51-639-9200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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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함박

Gogwan Hambak
가격과 맛이 모두 기분 좋은 함박스테이크전문점으로 저렴한 가격에 비해
질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음식과 소스는 수제로 만들어 내고 있으며,
무척 독특한 레시피를 선보이고 있는 식당이다.
This tasty and affordable hamburger steak restaurant uses quality ingredients that are
sourced at a low cost. All the food and sauces are made here with their distinct recipes.

Best Menu 뚝
 배기함박스테이크 Hamburger Steak in a Stone Pot ₩ 5,500
옛날돈까스 Old-Fashioned Tonkatsu ₩ 6,000
고관쫄면 Gogwan Jjolmyeon (Spicy Cold Noodles) ₩ 5,500
Address 동구 중앙대로349번길 14 / 14, Jungang-daero 349beon-gil, Dong-gu
Inquiry +82-51-911-8484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동구
Donggu

2

고관 해물탕

Gogwan Haemultang
2대에 걸쳐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해물탕전문점으로, 매일 새벽 주인이 직접 자갈치시장에서
구매해 오는 26가지 신선한 재료로 해물탕을 만든다. 이곳의 주방장은 26년째 꾸준히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
This is a famous specialty store that has been operating for 30 years over two generations.
The owner purchases 26 fresh ingredients daily from the Jagalchi market in the morning
to make haemultang (seafood soup). The chef has been in charge of the kitchen for 26 years.

Best Menu 해물탕 Seafood Pot ₩38,000 ~ ₩60,000 / 대하구이 Grilled Prawns ₩15,000
Address 동구 중앙대로349번길 38 / 38, Jungang-daero 349beon-gil, Dong-gu
Inquiry +82-51-463-7585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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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락정

Mirakjeong
점심시간이 되면 인근의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이 곳은 솥밥으로 유명한 가정식식당이다. 재철 재료로
직접 만든 반찬들을 제공하며, 일상적으로 만나는 소박한 메뉴들이지만, 무척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다.
Mirakjeong, a home-style restaurant known for its stone pot rice, is filled with workers
from nearby offices at lunchtime. They offer side dishes made with seasonal ingredients,
and the simple menu items seem ordinary yet have impressive flavors.

Best Menu 생
 선구이 Saengseon Gui (Grilled Fish) ₩ 8,000
된장찌개 Doenjangjjigae (Soybean Paste Stew) ₩ 7,000
고대삼겹볶음 Godae Samgyeop Bokeum (Stir-fried Pork Belly) ₩ 16,000
Address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3 / 12-13, Jungang-daero 180beon-gil, Dong-gu
Inquiry +82-51-466-1547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0: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동구
Donggu

4

스완양분식

Swan Yangbunsik
샐러드에 쓰는 마요네즈까지 모든 소스를 직접 만들고, 아침마다 전용 망치로 등심을 두드려 편다.
까다로운 조리방식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며 만든 돈까스는 아주 오래전 돈까스가 특별한 음식이었던
그 때의 맛을 기억나게 한다.
All the sauces here, including the mayonnaise in salad, are made from scratch. Every
morning, sirloin cuts are pounded with a special hammer. The pork cutlet is made with a
commitment to the most demanding cooking method. It reminds you of the taste from
back in the days when tonkatsu was a special dish.

Best Menu 돈까스 Tonkatsu ₩6,000 / 오므라이스 Omurice ₩6,000
Address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7-5 / 7-5, Jungang-daero 236beon-gil, Dong-gu
Inquiry +82-51-634-2846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0:00(Closed)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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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원

Sinbalwon
부산차이나타운의 양대 만두전문점 중 하나인 유명한 식당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길게 줄이 서있는 곳이다. 중국빵과 만두를 전문으로 하는 이곳의 만두는
두께감이 느껴지는 푹신한 만두피와 풍부한 육즙의 고기만두가 대표음식이다.
This famous restaurant is one of the two major dumpling shops in Busan Chinatown.
You will find long lines of people regardless of the time. Specializing in Chinese bread and
dumplings, this shop’s thick and fluffy dumplings, mainly the juicy meat dumplings, are popular.

Best Menu 고기만두 Meat Dumplings ₩6,000 / 군만두 Grilled Dumplings ₩6,000
Address 동구 대영로243번길 62 / 62, Daeyeong-ro 243beon-gil, Dong-gu
Inquiry +82-51-467-0177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0:00(Closed)
Day off 3주 화요일 3rd Tuesdays

동구
Donggu

6

평산옥

Pyeongsanok
4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100년 전통의 돼지수육전문식당으로 돼지수육과
수육 삶은 육수에 말은 국수가 유명하다. 국내산 신선한 고기로 만드는 육수는 맑은 국물 색과 담백하지만
진한 맛을 낸다. 100년을 이어온 자부심에 어울리는 맛이다.
Run by a family for four generations, this restaurant with a 100-year tradition is known
for the steamed pork meats and noodles served with the soup from cooking meat.
Made with fresh, domestic meat, the clear broth is nourishing and rich. The taste is
nothing short of their longstanding history.

Best Menu 수
 육 Steamed Pork ₩ 9,000 / 국수 Noodles ₩ 3,000 /
열무국수 Yeolmu Guksu (Cold Noodles with Young Radish) ₩ 4,000(여름한정 Summer only)
Address 동구 초량중로 26 / 26, Choryangjung-ro, Dong-gu
Inquiry +82-51-468-6255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1:00(Closed)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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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국밥

Halmae Gukbap
60년 전통의 돼지국밥전문점으로 식사시간에는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유명한 식당이다.
대부분의 돼지국밥들과는 다른 맑은 국물이 특징이며, 대충 썬 것 같은 돼지수육은 예상 외로 부드러운 맛이다.
돼지국물과 고기가 따로 나오는 수육백반이 특히 인기 있다.
This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pork soup with 60 years of tradition. It’s so famous that
you have to wait longer than 30 minutes during meal times. Unlike most other pork soup, their
dwaejigukbap has clear broth, and the roughly sliced pork meat is incredibly tender.
The steamed meat set, which serves the pork broth and meat separately, is especially popular.

Best Menu 따로국밥 Ddaro gukbap ₩6,000원 / 수육백반 Steamed meat set ₩7,000원
Address 동구 중앙대로533번길 4 / 4, Jungang-daero 533beon-gil, Dong-gu
Inquiry +82-51-646-6295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0: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Tourist city
Busan
남포동
Nampo-dong

Dong
nae
gu
동래구

부산의 맛

Taste of

BUSAN
fantastic

동래구
Dongnaegu

78
79

F

동래구 Dongnaegu

동래구

Dongnaegu
1

고가옥

2

금강만두

3

금문

4
5
6
7
8
9
10

Gogaok

Geumgang Mandu

Geummun

11
12
13

내당
Naedang

14

논두렁추어탕
Nondureong Chueotang

15

동래별장
Dongnae Byeoljang

16

미미참족발
Mimicham Jokbal

봉식당
Bong Sikdang

산들바람
Sandeul Baram

소문난동래파전
Somunnan Dongnaepajeon

17

송화루
Songhwaru
미남역
Minam Station

옹기마을
Ongimaeul

11

원조본가 산곰장어집
Wonjo Bonga
Sangomjangeojip
사직역
Sajik Station

정림

1
2

Jeongnim

소문난주문진막국수
Somunnan Jumunjin Makguksu

칠백장식당
Chilbaekjang Sikdang

코모도테이블
Komodo Table

15
사직종합운동장
Sajik Sports Complex

동래구
Dongnaegu

3
6

4

8
온천장역
Oncheonjang Station

10

명륜역
Myeongnyun Station

5
명장역
Myeongjang Station

동래역
Dongnae Station

14
13
수안역
Suan Station

낙민역
Nangmin Station

충렬사역
Chungnyeolsa Station

12

16
동래역
Dongnae Station

안락역
Allak Station

9
7
원동IC
Wondong
IC

17

80
81

1

고가옥
Gogaok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으로, 주방에서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만들고,
강원도에서 직접 공수해온 재료들을 써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곤드레 정식이 대표메뉴로, 제철재료들로 만든 반찬이 함께 제공된다.
It is a Korean restaurant run by a family, with the mother cooking in the kitchen.The
restaurant is famous for making healthy food using ingredients delivered directly from
Gangwon-do. Gondeure set meal served with seasonal ingredients is their signature dish.

Best Menu 정식 Jeongsik (table d’
hote) ₩9,000 / 곤드레정식 Gondeure Jeongsik ₩10,000
Address 동래구 사직북로 16-5 1층 / 1F, 16-5, Sajikbuk-ro, Dongnae-gu
Inquiry +82-51-505-3222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0: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3주 일요일 3rd Sundays

동래구
Dongnaegu

2

금강만두

Geumgang Mandu
찾기 힘든 골목에 위치해 미식가들만 찾아가는 숨은 가게였던 이 가게는
현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자리의 큰 점포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만두가 맛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곳은 매우면서도 깔끔한 맛의 육개장이 더욱 유명한 특이한 식당이다.
This shop was located in a small alley, which made it a hidden gem that only gourmet
foodies visited. Currently, it is moved to a large store in a busy street. Their dumplings are
certainly delicious, but it’s interestingly more famous for the refreshing yukgaejang soup.

Best Menu 충
 무세트(충무김밥+만두국) Chungmu Set (Chungmu Gimbap+Dumpling Soup) ₩9,000
육개장 Yukgaejang ₩9,000
Address 동래구 사직북로5번길 11 / 11, Sajikbuk-ro 5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02-8784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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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문

Geummun
화교 2세인 오너쉐프가 운영하는 30년 전통의 중국식당으로,
고급스러운 실내와 넓은 규모의 연회석을 가지고 있어 모임장소로 인기 있는 곳이다.
이 곳은 특히 코스요리가 유명하며, 수준 높은 중국요리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This is a 30-year-old Chinese restaurant run by the owner-chef, who is a second-generation
Chinese immigrant. It is a popular place for gathering with a luxurious interior and large
banquet seats. The restaurant is especially famous for its course meals, and high-quality
Chinese cuisine is relatively affordable.

Best Menu 코
 스요리(1인) Course meal (per person) ₩40,000 ~ ₩75,000
금문특미자장 Geummun Jajang ₩7,500
Address 동래구 온천장로119번길 57 / 57, Oncheonjang-ro 119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55-4987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동래구
Dongnaegu

4

내당

Naedang
온천장에 위치한 농심호텔 한정식전문점으로 정원과 연못이 있는 전통가옥의 형식으로 지어진
고급스러운 한식당이다. 음식 역시 무척이나 고급스러우며, 보증된 맛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주로 격식 있는 연회나 모임 등의 장소로 많이 찾는다.
It’s a Hanjeongsik restaurant at Nongshim Hotel in Oncheonjang. This classy restaurant is
a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ith a garden and a pond. The food is also very luxurious,
and with a guaranteed taste, it is often visited for formal banquets and gatherings.

Best Menu 무궁화코스 Mugunghwa Course ₩ 120,000 / 죽코스 Juk Course ₩ 85,000원
Address 동래구 금강공원로20번길 23 / 23, Geumganggongwon-ro 20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50-2335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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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추어탕

Nondureong Chueotang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음식을 주인이 직접 만들고 있는 추어탕전문점으로,
손님이 미안할 정도의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의 대표메뉴 추어탕은 다른 곳보다
조금 맑은 국물이 특징으로 담백한 맛을 낸다.
In order to provide good food at low prices, all dishes are made by the owner. This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chueotang (loach soup), and the prices are very affordable.
The restaurant’s signature soup is characterized by a slightly clearer soup than others.

Best Menu 추어탕 Chueotang ₩6,000 / 논고동무침 Tossed Shellfish ₩10,000
Address 동래구 명륜로139번길 42-5 / 42-5, Myeongnyun-ro 139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53-5769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08:00(Open) / 마감 20:3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동래구
Dongnaegu

6

동래별장

Dongnae Byeoljang
3,000여 평의 넓은 정원으로 인해 공원 같은 느낌을 주는 이 곳은 부산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
일본식주택이기도 하며, 전통궁중요리를 만드는 식당이다. 한국을 방문한 국빈급 인사가 찾기도
할 만큼 유명한 곳으로, 칠절판, 궁중 신선로, 궁중 떡갈비 등의 특별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With a large garden of a thousand square meters, it almost feels like a park. The architecture
is a modern Japanese-style house, and the restaurant specializes in traditional court cuisine.
This famous restaurant has served national dignitaries visiting Korea. You can enjoy special
dishes such as chiljeolpan, royal sinseonro, and royal ddeokgalbi.

Best Menu 점심정식 Lunch set ₩30,000 ~ ₩40,000 / 저녁정식 Dinner set ₩55,000 ~ ₩120,000
Address 동래구 금강로123번길 12 / 12, Geumgang-ro 123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52-0157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 Mondays

86
87

7

미미참족발

Mimicham Jokbal
십 년째 한 자리에서 부부가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족발요리전문점으로, 족발조리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식당. 족발 삶을 때 들어가는 재료들은 주인이 직접 산에서 채취하고
동의대학에 중금속 검사를 거쳐 사용하고 있다. 식어도 굳지 않고 부드러운 족발로 유명하다.
This restaurant specializes in jokbal (braised pork hocks), and has been operated by a
couple for a decade. It has a patented method on pork hock cooking. The ingredients used
steaming pork hocks are collected directly from the mountains and used after heavy metal
inspection from Dong-eui University. It is famous for staying tender even after it cools down.

Best Menu 족발 Jokbal ₩ 28,000 ~ ₩ 38,000 / 냉채족발 Naengchae Jokbal ₩33,000 ~ ₩43,000
Address 동래구 안락로 137 / 137, Allak-ro, Dongnae-gu
Inquiry +82-51-531-1235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동래구
Dongnaegu

8

봉식당

Bong Sikdang
한식당을 운영했던 어머니와 프렌치 쉐프인 아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는 유니크한 식당으로,
한식과 양식이 결합된 퓨전코스요리를 만들고 있다.
이 곳의 음식은 간단하게 ‘예쁘고, 맛있다’ 라는 두마디로 표현이 가능하다.
The mother who had run a Korean restaurant and her son, a French chef, are jointly
cooking at this unique restaurant, serving fusion courses of Korean and western
cuisine. The food here can be expressed in two words: “beautiful and delicious”.

Best Menu A
 코스 (1인) A Course (1 person) ₩39,000 / B코스 (1인) B Course (1 person) ₩29,000
Address 동래구 온천장로119번길 26 / 26, Oncheonjang-ro 119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56-9911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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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바람

Sandeul Baram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해물찜 전문점으로 찜 요리를 주문하면 해물파전, 찜, 낙지 야채 칼국수가
코스처럼 나오는데 맛과 양이 모두 만족스럽다. 밥은 솥밥으로 제공되며, 보쌈과 해물찜이 특히 인기 있다.
Sandeul Baram is a local cuisine restaurant in operation for 20 years. If you order a braised
dish, it will be served as a course of seafood Pajeon(pancake), braised seafood, and noodles
with octopus and vegetables. It’s satisfactory in terms of both taste and portions. Rice is
served in a stone pot, and their bossam and braised seafood are especially popular.

Best Menu 해
 물찜/꽃게찜 (2인) Braised seafood/Braised crab for 2 people ₩35,000
해물찜/꽃게찜 (3인) Braised seafood/Braised crab for 3 people ₩45,000
Address 동래구 안락로 71 / 71, Allak-ro, Dongnae-gu
Inquiry +82-51-524-3425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동래구
Dongn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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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동래파전

Somunnan Dongnaepajeon
‘백종원의 3대천왕’이라는 유명 요리버라이어티쇼에 출연했던 곳으로,
금강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파전전문점이다. 오징어,새우, 홍합 등 다양한 해물과
돼지고기 위에 계란이 올라가 있는 파전은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한다.
It appeared on the famous cooking variety show called, “Baek Jong-won’s Top 3 Chef King.”
Located in front of Geumgang Park, this is a famous specialty store for Dongnaepajeon
(pancake). A variety of seafood such as squid, shrimp, and mussels, as well as pork, is
topped with an egg. They say it tastes best to dip it in vinegar gochujang sauce.

Best Menu 동래파전 Dongnae Pajeon ₩12,000 / 빈대떡 Bindaeddeok ₩10,000
Address 동래구 금강공원로 55 / 55, Geumganggongwon-ro, Dongnae-gu
Inquiry +82-51-553-5464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1, 3주 월요일 1st and 3rd Mo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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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루

Songhwaru
조리기능장인 중식의 대가 조창현쉐프가 운영하는 중식당인 이곳은,
특이하게 중국요리정식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정식에는 짜장면과 짬뽕이 기본으로 나오며,
공기밥도 서비스로 제공된다. 저렴한 가격에 중국식 코스요리를 먹은 느낌을 준다.
This is a restaurant run by Chef Cho Chang-hyeon, the master of Chinese cuisine.
The shop unusually sells set menus with Chinese dishes. It comes with jjajang
noodles or jjambbong and rice is served for free. It treats you to a Chinese course
meal at a reasonable price.

Best Menu 탕수육정식 Sweet and sour meat set ₩9,000 / 칠리새우정식 Chilli shrimp set ₩10,000
Address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07번길 9 / 9, Asiad-daero 207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04-5415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30(Closed)
Day off 화요일 Tuesdays

동래구
Dongn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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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마을
Ongimaeul

이 지역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소박한 식당으로, 보리밥과 칼국수 전문식당이다.
다양한 나물과 양념 그리고, 된장찌개를 넣어 비벼먹는 보리밥과 함께 쉽게 보기 힘든 메뉴인
팥 칼국수가 인기메뉴이다.
This rustic restaurant has been loved by the locals, and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barley rice and kalguksu(noodle). Barley rice, where you mix a variety of vegetable
dishes and seasonings, as well as doenjang jjigae, and red bean kalguksu noodles, a
rare treat, are their popular dishes.

Best Menu 보리밥 Barley rice ₩6,500 / 팥칼국수 Red bean kalguksu ₩6,500
Address 동래구 충렬대로359번길 29 / 29, Chungnyeol-daero 359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24-5595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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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본가 산곰장어집

Wonjo Bonga Sangomjangeojip
동래시장 옆 곰장어골목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으로,
살아있는 곰장어와 붕장어를 직접 구워먹는 곳이다. 곰장어는 통구이, 양념구이,
소금구이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생 곰장어가 없으면 휴업한다는 문구가 믿음을 준다.
This is the most famous restaurant in this gomjangeo alley next to Dongnae Market.
You can grill fresh inshore hagfish and conger here. The eel can be grilled whole, with
sauce, or with salt, without fresh inshore hagfish, the restaurant closes its operation.

Best Menu 소
 금구이 Grilled with salt ₩30,000 ~ ₩70,000
양념구이 Grilled with sauce ₩30,000 ~ ₩70,000
Address 동래구 명륜로98번길 42 / 42, Myeongnyun-ro 98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53-8377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3: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2주 일요일 2nd Sundays

동래구
Dongn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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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

Jeongnim
반찬으로 쓰이는 모든 장아찌는 산야초로 만든 효소로 3년 이상 숙성시켜 만들고,
토속적인 인테리어가 차려지는 음식과 무척 잘 어울린다. 이곳은 약선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정식식당으로,
섬세하게 담겨 나오는 음식들을 먹다보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All the pickles used as side dishes are made with enzymes made from wild herbs and aged
for more than three years. The folksy interior goes very well with the food served. This is a
hanjeongsik restaurant specializing in medicinal food. It feels healthy as you eat delicately
prepared dishes.

Best Menu 정림정찬 Jeongnim Set ₩28,000 / 행복밥상 Happiness Set ₩38,000
Address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31-3 / 31-3, Chungnyeol-daero 237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52-1211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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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주문진막국수

Somunnan Jumunjin Makguksu
프로야구의 성지인 사직야구장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식당으로,
여름에는 정말 오래 기다려야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막국수전문점인 이 곳은 두툼하면서도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돼지수육이 더욱 유명하다.
It’s a very famous restaurant near the Sajik Baseball Stadium, the holy ground of professional
baseball. In summer, you have to wait a long time before enjoying their food. This restaurant is a
top makguksu specialty shop in Busan. It’s also known for the extremely tender steamed pork.

Best Menu 막국수 Makguku ₩8,000 / 수육 Steamed meat ₩18,000, ₩23,000
Address 동래구 사직로58번길 8 / 8, Sajik-ro 58beon-gil, Dongnae-gu
Inquiry +82-51-501-7856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동래구
Dongn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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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백장식당

Chilbaekjang Sikdang
이 지역의 유명한 기사식당으로 다양한 메뉴와 푸짐한 양을 자랑한다.
영화 ‘택시’의 촬영장으로도 유명해 연령층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한
이 곳의 대표메뉴는 영화 속 그 메뉴인 고추장불고기이다
Chilbaekjang Sikdang is a well-known“gisa sikdang,” a restaurant frequented by taxi
drivers. It boasts a wide range of menu items and generous portions. Also famous
as the set of the film“Taxi” people of all ages flock here to eat. The signature dish is
gochujang bulgogi featured in the movie.

Best Menu 고
 추장불고기 Gochujang Bulgogi (Grilled Meat Marinated in Pepper Paste) ₩ 7,500 /
갈비탕 Galbitang (Short Rib Soup) ₩ 7,000 / 따로국밥 Ttarogukbap (Soup with Rice) ₩ 7,000
닭영양탕 Dakyeongyangtang (Nourishing Chicken Soup) ₩ 7,000 /
Address 동래구 미남로 67 / 67, Minam-ro, Dongnae-gu
Inquiry +82-51-502-0700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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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테이블
Komodo Table

주말의 여유를 즐기기 좋은 온천천카페거리의 브런치카페로 다양한 브런치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다.
커다란 통새우와 계란, 아보카도, 올리브 등이 푸짐하게 담겨져 있는 콥샐러드가
인기메뉴로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 곳이다.
Enjoy a relaxing weekend at this brunch cafe on Oncheonjang cafe street. Various brunch
menus are available, including cobb salad with large shrimps, eggs, avocado, and olives.
Both the taste and the atmosphere are great.

Best Menu 콥샐러드 Cobb salad ₩14,900 / 그릴드아보카도샌드위치 Grilled Avocado Sandwich ₩8,900
Address 동래구 온천천로431번길 12-15 / 12-15, Oncheoncheon-ro 431beon-gil, Dongnae-gu
Inquiry +82-10-7533-5478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화요일 Tues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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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식당

Gonggamsikdang
보리를 사료로 키운 돼지를 전문가가 직접 선별, 숙성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직접 구워주는
구이전문점으로, 삼겹살과 구워먹는 치즈가 이 곳의 인기메뉴이다.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
Barley-fed pigs are selected and aged by specialists, then grilled by trained attendants
at this Korean barbecue restaurant. Pork belly and cheese on the grill are their most
popular items. You can also order a variety of side dishes.

Best Menu 선
 별숙성삼겹살130g Select Aged Pork Belly 130g ₩ 7,000
선별숙성목살130g Select Aged Pork Shoulder 130g ₩ 7,000
구워먹는치즈 Cheese on the Grill ₩ 5,000
Address 부산진구 동평로 81 / 81, Dongpyeong-ro, Busanjin-gu
Inquiry +82-51-891-2041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00: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부산진구
Busanj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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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서면 삼정타워점)

Daom (Samjeong Tower Branch, Seomyeon)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한식메뉴를 선보이는 식당으로 남해안멸치로 만드는 육수와 과일을 첨가하여 만든
숙성양념 등 음식준비에 많은 정성을 들인다. 차돌박이가 토핑 된 비빔국수와 비빔밥이 대표메뉴이다.
Daom presents a casual Korean dining experience. The food is prepared with special care,
from their broth made of anchovies from the southern coast to aged marinade mixed with
fruit. Bibimguksu (mixed noodles) topped with beef brisket and bibimbap (mixed rice) are
their signature dishes.

Best Menu 차돌박이비빔국수 Chadolbagi Bibimguksu (Mixed Noodles with Brisket) ₩ 8,500 /
칼국수 Kalguksu (Hand-cut Noodle Soup) ₩ 5,500 / 국수 Noodles ₩ 5,000 /
비빔밥 Bibimbap (Mixed Rice with Toppings) ₩ 6,000
Address 부
 산진구 중앙대로 672, 삼정타워 5층 / 5th floor, Samjeong Tower, 672, Jungang-daero, Busanjin-gu
Inquiry +82-51-520-3778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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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밀면

Danggammilmyeon
지역민들이 추천하는 밀면전문점으로 육수와 면·양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료를 주방장의 독자적인
비법으로 만들어 특징적인 밀면의 맛을 자랑한다. 직접 만드는 손만두도 담백한 맛으로 인기 있다.
This local favorite is a milmyeon (cold wheat noodle soup) joint, known for the distinct taste
of the dish made with the chef’s original recipe from the broth to noodles to seasoning.
Their hand-made dumplings are also famous for the mild flavor.

Best Menu 밀
 면 Milmyeon (Cold Wheat Noodle Soup) ₩ 5,500 / 비빔밀면 Bibimmilmyeon (Cold Mixed
Wheat Noodles) ₩ 6,000 / 손만두4개 Dumplings (4 pieces) ₩ 3,000 8개 (8 pieces) ₩ 5,000 /
손칼국수 Sonkalguksu (Hand-cut Noodle Soup) ₩ 5,000
Address 부산진구 당감로 5 삼익아파트상가 18동 106호 / 18-106, Samik Apt., 5, Danggam-ro, Busanjin-gu
Inquiry +82-51-896-0177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0:30(Closed)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부산진구
Busanj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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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브릭하우스
The Brick House

번잡한 번화가 사이에 예쁜 벽돌집이 보인다.
이곳은 화덕피자가 맛있기로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클래식한 공간과 클래식한 음악 그리고 이탈리안 음식과 어울리는 다양한 와인이 준비되어 있다.
A beautiful brick house stands in the middle of the busy street. The Brick House is an Italian
restaurant known for its tasty wood-fired oven pizza. You can enjoy the classic decor, classical
music, and a wide selection of wine to pair with Italian food.

Best Menu 마르게리타피자 Margherita Pizza ₩ 17,000 / 풍기피자 Funghi Pizza ₩ 25,000 /
포르마지파스타 Fromage Pasta ₩ 22,000 / 라구파스타 Ragu Pasta ₩ 24,000
Address 부산진구 부전로152번길 70, 1층 / 1F, 70, Bujeon-ro 152beon-gil, Busanjin-gu
Inquiry +82-51-805-7749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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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샵

Burger Shop
직접손질하는 1등급 한우 패티와 매일 아침 구운 브리오슈 번으로 만드는 수제버거전문점으로,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독특한 인테리어를 즐기며 다양한 소품들도 구입하고 볼 수 있는 가게이다.
This hand-made burger shop makes burgers with Grade 1 Hanwoo patties and brioche
buns baked fresh every morning. It’s also frequented by many foreign customers. It
features unique decor and also sells various props.

Best Menu 치즈버거 Cheeseburger ₩ 8,900 / 클래식버거 Classic Burger ₩ 8,900 /
베이컨치즈 Bacon Cheeseburger ₩ 9,900 / 멕시칸버거 Mexican Burger ₩ 9,900 /
감자튀김 Fries ₩ 5,000
Address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1, 1층 / 1F, 11, Dongcheon-ro 108beon-gil, Busanjin-gu
Inquiry +82-51-911-4960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0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6

부산진구
Busanjingu

소수인
Sosuin

일식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를 만들고 있는 일본식주점으로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항상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
개성강한 요리들은 술안주로도 식사로도 잘 어울린다.
Sosuin is a Japanese-style bar that offers new Japanese-inspired dishes. Shortly after
its opening, it started becoming packed with customers. Their distinct dishes make great
meals and also pair well with drinks.

Best Menu 시메사바이소베마키 Shime Saba Isobemaki 10,000 ~ 18,000 /
모찌리도후 Mochiri Tofu ₩ 8,000 / 카키올리브 Kaki Olive ₩ 10,000
Address 부산진구 가야대로750번길 17 / 17, Gaya-daero 750beon-gil, Busanjin-gu
Inquiry +82-51-808-4036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8:00(Open) / 마감 01:00(Closed)
Day off 일
 요일, 마지막 주 월요일
Sundays and last Mondays

108
109

Buk
gu
북구

부산의 맛

Taste of

BUSAN
fantastic

북구
Bukgu

110
111

H
북구

Bukgu
1
2
3
4
5
6
7

권가네 맷돌 순두부 전문점
Gwongane Maetdol Sundu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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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Bicycle

식당 3선 덕천점
Sikdang Samseon Deokcheon Branch

심우촌
Simwuchon

평창 막국수
Pyeongchang Makguksu

함경면옥
Hamgyeong Myeonok

북구 Bukgu

북구
Bukgu

금곡역
Geumgok Station

동원역
Dongwon Station

낙동강
Nakdonggang River

율리역
Yulli Station

5

3

1

화명역
Hwamyeong Station

수정역
Sujeong Station

4
덕천IC
Deokcheon IC

7

2
6

남산정역
만덕역
Namsanjeong Station Mandeok Station
숙등역
Sukdeung
Station
덕천역
Deokcheon Station

구포역
Gupo Station

구남역
Gunam Station

112
113

1

권가네 맷돌 순두부 전문점
Gwongane Maetdol Sundubu

택시기사들이 추천하는 믿을 수 있는 식당으로, 20여년을 운영해 온 순두부전문점인 이곳은
가게에서 직접 순두부를 만들어 사용하여, 순두부 자체가 맛있기로도 유명하다.
제철 재료로 만드는 반찬은 셀프로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다.
In operation for over 20 years, it is a restaurant recommended by taxi drivers’ seal of
approval. The shop uses soft tofu made themselves, famous for the delicious taste. Side
dishes made of seasonal ingredients are provided limitlessly through self-service.

Best Menu 순두부청국장 Sundubu cheonggukjang ₩7,000 / 순두부 백반 Sundubu set ₩7,000
Address 북구 용당로5번길 17 / 17, Yongdang-ro 5beon-gil, Buk-gu
Inquiry +82-51-325-4893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1:00(Closed)
Day off 토요일 Saturdays

북구
Bukgu

2

남촌

Namchon
청정지역인 지리산 아래 산청의 흑돼지만 사용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돼지구이전문점이다.
사용되는 흑돼지 자체가 일반적인 돼지고기와 식감과 맛의 차이가 많이 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오겹살 흑돼지 고기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It is a pork specialty shop that uses only black pork from the clean area below Jiri
Mountain. The black pork they serve has an entirely different texture and taste from
the usual pork. They are known for using 5-layered black pork belly with the rind.

Best Menu 흑
 돼지 한마리(800g) Whole black pork (800g) ₩63,000
흑돼지 반마리(600g) Half black pork (600g) ₩45,000
Address 북구 금곡대로8번길 14 / 14, Geumgok-daero 8beon-gil, Buk-gu
Inquiry +82-51-335-9294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114
115

3

북경의 자전거
Beijing Bicycle

본격적인 중국풍의 인테리어가 특색있는 이 중식당은 중국인 쉐프들이 요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용되는 면은 전통방식인 수타로 만들고,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요리들을 만드는 단골 손님이 많은 가게이다.
This Chinese restaurant features authentic Chinese-style interior, with dishes prepared
by Chinese chefs. The noodles are made by traditional hand-pulling method, and with a
variety of dishes, many regulars frequent this place.

Best Menu 짜장면 Jjajangmyeon ₩5,000 / 탕수육 Sweet and sour pork ₩18,000, ₩25,000
Address 북구 용당로5번길 14 / 14, Yongdang-ro 5-beon-gil, Buk-gu
Inquiry +82-51-902-8282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북구
Bukgu

4

식당 3선 덕천점

Sikdang Samseon Deokcheon Branch
숯불구이, 파삼겹구이, 밀면 등을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나이와 취향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 특징으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 가족외식장소로 인기 있다.
메인요리인 숯불구이는 조리되어 제공되어서 먹기 편하다.
This restaurant serves charcoal-grilled meat, green onion with pork belly, and wheat
noodles. It has a large space and is popular as a place for family dining. The main dish
is charcoal-grilled meat, which is convenient to eat as they serve them cooked.

Best Menu 양
 념돼지갈비(330g) Seasoned pork ribs 330g ₩15,000
고추장돼지갈비(330g) Gochujang pork ribs 330g ₩16,000
Address 북구 금곡대로 112 / 112, Geumgok-daero, Buk-gu
Inquiry +82-51-333-0050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3: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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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촌

Simwuchon
금정산 끝자락의 개울 앞에 위치하는 오리고기전문점으로, 주인의 형제들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다. 국내산 한약 재료를 넣고 푹 삶아 만든 백숙과 석쇠에
구운 오리가 제공되는 오리정식이 대표메뉴다.
This is a restaurant specialized in duck dishes located near a pond at the rim of Geumjeong
Mountain. They use ingredients farmed by the owner’s family. Duck set meal, served with
long-simmered duck in oriental herbs and grilled duck is the most popular menu.

Best Menu 오리백숙 Duck soup ₩45,000 / 오리정식 Duck set ₩12,000
Address 북구 산성로 100 / 100, Sanseong-ro, Buk-gu
Inquiry +82-51-332-4535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Day off 1, 3주 화요일 1st and 3rd Tuesdays

북구
Bu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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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막국수

Pyeongchang Makguksu
막국수를 메인으로 한 한식전문점으로, 면으로 만들기 힘든 메밀을 면으로 만드는 숨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막국수의 육수는 국내산 한우로 만들고 계절마다 다른 고명이 올려진다.
여름음식인 막국수지만 따뜻한 육수와 함께 먹을 수 있어 겨울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This is a Korean restaurant that specializes in makguksu, and has hidden know-how of
making noodles with buckwheat, which is a tough technique. The broth of the noodles is
made from domestic beef and served with different toppings each season. Though it’s a
summer dish, many customers visit this place in winter as well to eat it with warm soup.

Best Menu 메
 밀막국수 Buckwheat Makguksu (noodle soup) ₩8,000
메밀비빔막국수 Buckwheat Bibim Makguksu (spicy noodle) ₩9,000
Address 북구 덕천로 21 / 21, Deokcheon-ro, Buk-gu
Inquiry +82-51-336-0707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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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면옥

Hamgyeong Myeonok
22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함흥냉면 전문점으로, 메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직접 만든다.
고구마 전분 특유의 탄력과 쫄깃함을 가진 함흥식 냉면 사리가 특징이며, 진한 육수가 맛있는 물냉면과
숙성된 가오리 회가 올라가는 회비빔면이 인기메뉴이다.
This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Hamheung naengmyeon with 22 years of tradition.
Known for their signature Hamheung style of chewy noodles made of sweet potato starch,
mulnaengmyeon with rich soup stock and hoe bibimmyeon topped fermented stingray hoe
are the most popular dishes.

Best Menu 물냉면 Mulnangmyeon ₩9,000 / 비빔냉면 bibimnangmyeon ₩9,000
Address 북구 금곡대로 21 / 21, Geumgok-daero, Buk-gu
Inquiry +82-51-363-5000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2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Tourist city
Busan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Sa
sang
gu
사상구

부산의 맛

Taste of

BUSAN
fantastic

사상구
Sasanggu

122
123

I

사상구

Sasanggu
1
2
3
4

고엔
Goen

김밥 앤 덮밥
Gimbap and Deopbap

돌솟해물뼈찜
Dolsothaemulppyeojjim

풍원장
Pungwonjang

사상구 Sasanggu

사상구
Sasanggu

삼락IC
Samrak IC
모라역
Mora Station

모덕역
Modeok Station

덕포역
Deokpo Station

사상역
Sasang Station

괘법르네시떼역
Gwaebeop
Renecite station

신라대학교
Silla University

1
3
2

감전역
Gamjeon Station
사상IC
Sasang IC

사상공업지역
일반산업단지
Sasang Industrial Complex

낙동강
Nakdonggang
River

냉정역
주례역 Naengjeong
Jurye
Station
Station

동서대학교
Dongseo
University

4

124
125

1

고엔
Goen

사상구의 번화가에 위치한 일식전문점으로 매일매일 신선한 횟감을 구입하여 주인이
직접 정성스럽게 요리한다. 해산물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위생관리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이곳의 대표메뉴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코스요리이다.
Goen is a Japanese restaurant located in the heart of Sasang-gu. The fresh sashimi
ingredients are purchased every day and prepared with care by the owner-chef. They have
a strict sanitation management system for their seafood treatment. Goen’s signature dish
is the course meal that satisfies both your eyes and mouths.

Best Menu 코
 스요리 Course Meal ₩ 40,000 ~ 100,000 / 일정식 Japanese Set Menu ₩ 30,000 /
회정식 Sashimi Set Menu ₩ 20,000 ~ 25,000
Address 사상구 광장로 88 / 88, Gwangjang-ro, Sasang-gu
Inquiry +82-51-327-1569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2

사상구
Sasanggu

김밥 앤 덮밥

Gimbap and Deopbap
카페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이 식당은 김밥과 덮밥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음식에 재료를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며,
사용하는 모든 소스와 반찬들은 직접 만들고 있다.
This clean and cozy restaurant specializes in gimbap (rice roll) and deopbap (rice bowl).
They give generous portions without sparing, and all the sauces and side dishes are
made here.

Best Menu 김
 밥류 Gimbap (Rice Roll) ₩ 3,500 / 덮밥류 Deopbap (Rice Bowl) ₩ 8,000 /
돈까스 Tonkatsu ₩ 8,000 / 수제비 Sujebi (Hand-Pulled Dough Soup) ₩ 7,000
Address 사상구 백양대로500번길 6 / 6, Baegyang-daero 500beon-gil, Sasang-gu
Inquiry +82-51-932-7511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Day off 일요일, 명절 Sundays,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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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솟해물뼈찜

Dolsothaemulppyeojjim
돌솥에 산처럼 쌓여있는 해물뼈찜의 독특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고기와 해물 야채가 함께 요리되어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찜 요리는 매운맛의 조절이 가능하며
남은 양념에 볶음밥을 먹을 수 있어 더욱 푸짐하다.
The restaurant serves an impressive pot made of stone with heaps of seafood and meat.
This spicy level for this rich-flavored braise can be adjusted, and you can also add rice after
eating the meat to make fried rice for an even fuller meal.

Best Menu 해
 물뼈찜 Haemulppyeojjim (Braised Seafood and Meat) ₩ 35,000 ~ 48,000
감자탕 Gamjatang (Pork Bone Soup) ₩ 28,000 ~ 40,000
Address 사상구 사상로 180, 1층 / 1F, 180, Sasang-ro, Sasang-gu
Inquiry +82-51-583-1253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2: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 Mondays

사상구
Sasanggu

4

풍원장

Pungwonjang
부산의 유명 요식업체인 풍원장의 돼지갈비전문점으로 특제소스와 숯불향이 식욕을 자극한다.
한정식처럼 푸짐하게 차려지는 것으로 유명한 이 곳은 베테랑 쉐프가 직접 준비한 한정메뉴 양갈비,
안심 스테이크도 인기가 있다.
Pungwonjang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pork ribs owned by a well-known restaurant
brand in Busan. Their original sauce and smoky coal will bring up your appetite.
They are famous for the hanjeongsik-style generous setup as well as limited ribs and beef
tenderloin steak prepared by seasoned chefs.

Best Menu 양
 념돼지갈비 Soy Marinated Pork Ribs ₩ 17,000 /
고추장돼지갈비 Gochujang (Red Pepper Paste) Marinated Pork Ribs ₩ 18,000 /
양갈비 스테이크 Ribs ₩ 28,500 / 안심스테이크 Tenderloin Steak ₩ 27,500
Address 사상구 강변대로 420-7 / 420-7, Gangbyeon-daero, Sasang-gu
Inquiry +82-51-323-9279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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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Daegaya
1,2층은 소와 돼지, 3층은 오리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큰 규모의 식당으로 식육코너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물 무쇠 팬에 참숯으로 고기를 구워 육즙과 향이 풍부한 이 곳의 대표메뉴는 한우 특수부위의 모듬 구이
Daegaya is a large restaurant that serves beef and pork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and
duck dishes on the third floor. They also have a tasting section inside.
The meat is cooked to juicy and flavorful bites on a charcoal-fired cast iron surface. The
signature dish is assorted special Hanwoo cuts.

Best Menu 한
 우 특수부위 모둠 100g Assorted Special Hanwoo Cuts ₩ 25,000원 /
생청둥오리구이 Grilled Mallard Duck ₩ 36,000원 / 오겹살100g Pork Belly ₩ 9,000원
Address 사하구 낙동남로 1346 / 1346, Nakdongnam-ro, Saha-gu
Inquiry +82-51-204-9090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사하구
Sahagu

2

동원장수촌

Dongwon Jangsuchon
도자기 장인이 빚어낸 둥그런 뚝배기에 음식을 담아내는 보양음식전문점으로,
모임 등의 장소로도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방녹두백숙이 특히 인기있는 메뉴로
황기 구기자 감초 등의 한약재와 녹두오리를 오래 삶아 보약 같은 국물과 부드러운고기가 특징이다.
This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stamina cuisine, served in an earthen pot called
ddukbaegi made by master potters. It is also a popular place for group gatherings.
Hanbang nokdu baeksuk (herbal duck soup with mung beans) is a particularly popular dish.
It features medicinal herbs such as milk vetch roots, matrimony vine, and licorice, as well as
mung beans and duck boiled for a long time. The soup and the meat are deeply nourishing.

Best Menu 한
 방 녹두 백숙 Herbal Duck Soup with Mung Beans ₩33,000 ~ 48,000
능이백숙 Chicken Soup with Neungi Mushroom ₩65,000
Address 사하구 동매로 117 / 117, Dongmae-ro, Saha-gu
Inquiry +82-51-202-4100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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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칼국수

Yangpyeong Kalguksu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의 식당으로 20년 경력의 칼국수 장인인 주인이
직접 반죽한 숙성면에 국산 배추로 매일 매일 담는 김치가 매력을 더한다.
여름에만 맛 볼 수 있는 냉칼국수, 냉콩칼국수 등의 한정메뉴들도 무척 인기 있다.
At this restaurant located near Dadaepo Beach, the owner-chef with a 20-year experience
in kalguksu (hand-cut noodle soup) makes their own ripened noodle dough and kimchi with
domestic napa cabbage for a delectable dining experience. Cold noodles and cold noodles
with soybeans are their popular summer-only specials.

Best Menu 양
 평칼국수 Yangpyeong Kalguksu (Hand-cut Noodle Soup) ₩ 7,000 /
비빔칼국수 Bibim Kalguksu (Mixed Hand-cut Noodles) ₩ 8,000 /
멸치칼국수 Kalguksu with Anchovies ₩ 7,000 / 고기만두 Meat Dumplings ₩ 4,000
Address 사하구 다대로 680-1 / 680-1, Da-daero, Saha-gu
Inquiry +82-51-265-0907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0: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1, 3주 일요일 1st and 3rd Sundays

사하구
Sahagu

4

영진돼지국밥

Yeongjin Dwaejigukbap
유명한 돼지국밥 전문점 중 한 곳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돼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여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며 수육과 두부, 볶음김치가
함께 나오는 수육백반이 무척 인기 있다.
Yeongjin is one of the most famous dwaejigukbap (pork soup with rice) joints always filled
with guests. The distinct meat odor is removed for a refreshing taste, and their Suyuk
Baekban with steamed pork, tofu, and stir-fried kimchi is very popular.

Best Menu 수육백반 Suyuk Baekban (Steamed Pork Set Menu) ₩ 10,000 / 돼지국밥 Dwaejigukbap
(Pork Soup with Rice) ₩ 7,500 / 순대국밥 Sundaegukbap (Blood Sausage Soup with Rice)
₩ 7,500 / 내장국밥 Naejang Gukbap (Pork Innards Soup with Rice) ₩ 7,500
Address 사하구 하신번영로157번길 39 / 39, Hasinbeonyeong-ro 157beon-gil, Saha-gu
Inquiry +82-51-206-3820

Hours 오픈 09:3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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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밀면 감천직영점

Jaeseong Milmyeon Gamcheon Branch
유명한 식당이 많은 밀면 업계의 신흥강자인 재성밀면의 직영점으로 본점과
차이가 없는 맛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손만두가 무척 인기 있고,
밀가루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한다.
Jaeseong Milmyeon is an up-and-coming powerhouse in the red ocean of milmyeon
(wheat noodles) market in Busan. The directly managed branch maintains the same
flavors as the original shop. Dumplings made freshly at the store every day are very
popular, and all the ingredients are domestic except for the flour.

Best Menu 물
 밀면 Mulmilmyeon (Cold Wheat Noodle Soup) ₩ 6,000 /
비빔밀면 Bibimmilmyeon (Mixed Cold Wheat Noodles) ₩ 6,000 /
손만두 Dumplings ₩ 5,000 / 칼국수 Kalguksu (Hand-cut Noodle Soup) ₩ 5,500
Address 사하구 감천로 61 / 61, Gamcheon-ro, Saha-gu
Inquiry +82-51-204-9925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사하구
Sahagu

6

큰집 코다리찜

Keunjip Kodarijjim
동해의 대포항에서 건조시킨 코다리를 사용하고 돌김을 해남에서 직접 공수하는 등
식재료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으며, 함께 내는 반찬도 무척 깔끔하다.
매운 맛의 해물요리가 생각날 때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They use kodari (dried pollack) from Daepohang Port on the east coast and stone laver
from Haenam, putting extra care into sourcing ingredients. The accompanying side
dishes are also very nice. This restaurant is recommended for spicy seafood.

Best Menu 코
 다리찜 Kodarijjim (Braised Dried Pollack) 대 Large ₩ 42,000 중 Medium ₩ 35,000
소 Small ₩ 28,000 / 황태탕 Hwangtaetang (Dried Pollack Soup) ₩ 7,000
Address 사하구 다송로72번길 53, 2층 / 2F, 53, Dasong-ro 72beon-gil, Saha-gu
Inquiry +82-51-263-1112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매월 마지막 수요일 Last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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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블 송도점

The 8ble Songdo Branch
유명한 양식레스토랑인 디에이블의 분점으로, 가게 전체에서 보이는 멋진 바다풍경 속에서
특별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시그니처 메뉴인 피자는 페스츄리 도우를 사용해 촉촉한 것이 특징이며,
특제소스를 사용해 매콤하면서 고소한 파스타도 인기 있다.
This is the branch of the famous Western restaurant, The 8ble, where you can enjoy a special
meal in the beautiful ocean view anywhere from the inside. The signature pizza is characterized
by moist dough, and the spicy and aromatic pasta made with their special sauce is also popular.

Best Menu 디에이블 파스타 The 8ble Pasta ₩14,900 / 디에이블 피자 The 8ble Pizza ₩18,900
Address 서구 충무대로34번길 47 3층 / 3F, 47, Chungmu-daero 34beon-gil, Seo-gu
Inquiry +82-51-231-9177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서구
Seogu

2

몽실종가 돼지국밥

Mongsil Jongga Dwaejigukbap
감천문화마을 근처에 있는 돼지국밥전문점으로, 청결한 실내와 친절한 점원들이 인상적이다.
사골뼈를 24시간 이상 푹 고아 만든 국물이 유명하고,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량과
고기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The restaurant is located near Gamcheon Culture Village. The interior is neat and friendly
staff provide memorable service. It is famous for the soup made from boiling beef broth for
more than 24 hours. You can choose the amount and the cut of meat to eat with the soup.

Best Menu 돼지국밥 Pork Soup ₩8,000 / 수육백반 Steamed meat ₩10,000
Address 서구 까치고개로197번길 3 / 3, Kkachigogae-ro 197beon-gil, Seo-gu
Inquiry +82-51-256-0133

Hours 오픈 08: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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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토성동

Sikdang Toseong-dong
의외의 장소에 자리하고 있는 아담하고 예쁜 인테리어의 덮밥전문점으로, 간단한 음식,
깔끔한 맛,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한 곳이다. 모든 음식이 인기메뉴이긴 하지만, 손질과 숙성을
거쳐 부드러운 맛의 한입 스테이크 덮밥이 대표메뉴라고 한다.
The petite, charming restaurant is located at an unexpected place, and is famous for its
simple food, refreshing taste, and friendly service. Although all of the dishes are popular,
the main menu is the bite-sized steak bowl with a mild taste through trimming and aging.

Best Menu 한입 스테이크 덮밥 Bite-sized Steak Rice Bowl ₩ 8,000 / 돈카츠정식 Tonkatsu ₩ 7,500
Address 서구 구덕로124번길 27 / 27, Gudeok-ro 124beon-gil, Seo-gu
Inquiry +82-10-4679-1425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0:00(Closed)
Day off 일요일, 공휴일 Sundays, Public holidays

4

서구
Seogu

신흥반점

Sinheungbanjeom
2대째 운영 중인 신흥반점은 서구에서 55년 동안 화교 가족들이 운영해오고 있는 곳으로,
중국 현지의 식당 같은 분위기의 가게에서 다양한 중국요리를 맛 볼 수 있다.
짬뽕국물과 깐풍기가 이 곳에서 추천하는 인기 메뉴이다.
Sinheungbanjeom has been managed by two generations of a Chinese family for the
past 55 years in Seo-gu. You can taste various Chinese dishes in an authentic atmosphere. Jjamppong soup and spicy garlic chicken are the recommended dishes.

Best Menu 짬
 뽕 Jjamppong (Spicy Noodle Soup with Seafood) ₩ 7,000 /
자장면 Jajangmyeon (Black Bean Noodles) ₩ 6,000 /
깐풍기 Spicy Garlic Chicken ₩ 30,000 / 삼선볶음밥 Seafood Fried Rice ₩ 8,000
Address 서구 충무대로 284-1 / 284-1, Chungmu-daero, Seo-gu
Inquiry +82-51-242-6164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30(Closed)
Day off 1, 3주 일요일 1st and 3rd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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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오막집

Yennal Omakjip
195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내장구이전문점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이 곳의 내장구이는 전통만큼이나 각별한 맛을 자랑하는데 함께 제공되는 장아찌와
나물들을 곁들여 먹으면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Established in 1958, Yetnal Omakjip is a longtime local favorite for grilled beef innards.
Their amazing grilled meats prove their history and taste even better with pickles and
tossed vegetables offered on the side.

Best Menu 특
 양150g Tripe 150g ₩ 32,000 / 대창160g Large Intestines160g ₩ 30,000
곱창160g Small Intestines160g ₩ 30,000g / 양념갈비280g Marinated Beef Ribs 280g ₩35,000
Address 서구 구덕로274번길 14 / 14 Gudeok-ro 274beon-gil, Seo-gu
Inquiry +82-51-243-6973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2, 4주 월요일 2nd and 4th Mondays

서구
Seogu

6

청죽

Cheongjuk
입구까지 이어진 근사한 정원이 멋진 일식코스요리전문점으로, 이 지역에서는 상견례 등 격조 있는
모임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비교적 비싼 가격의 식당이지만, 맛과 서비스 모두
충분히 만족스러운 곳이라고 한다. 일본식코스요리가 대표메뉴.
With a beautiful garden that extends to the entrance, this Japanese restaurant
specializes in course meals. It is a popular place for classy gatherings. Although it
is relatively expensive, guests find it satisfying in both taste and service. Japanese
courses are their main presentation.

Best Menu 점심코스 Lunch Course ₩25,000 ~ ₩30,000 / 저녁코스 Dinner Course ₩35,000 ~ ₩120,000
Address 서구 망양로 23 / 23, Mangyang-ro, Seo-gu
Inquiry +82-51-247-8555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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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방

Pyeonuibang
빨간 간판이 눈에 띄는 이 곳은 3대째 이어오는 중국만두전문점으로,
하루에 40인분 한정에, 30분전에 미리 전화로 주문해야 한다는 삼선만두가 유명한 곳이다.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삼선만두는 각종야채와 새우가 가득 차 육즙이 흘러넘친다.
Flashing a striking red signboard, Pyeonuibang is a Chinese dumpling shop operated by the
third generation of owners. It is famous for samseon dumplings, which are limited to 40 servings
per day, and must be ordered by phone 30 minutes in advance. Made at the time of order, juicy
samseon dumplings are filled with various vegetables and prawns.

Best Menu 찐
 만두 Steamed Dumplings ₩ 6,000 / 군만두 Fried Dumplings ₩ 6,000 /
탕수육 Sweet and Sour Pork ₩ 18,000 / 새우볶음밥 Fried Rice with Shrimp ₩ 7,000
Address 서구 대신공원로 13-5 / 13-5, Daesingongwon-ro, Seo-gu
Inquiry +82-51-256-2121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0:30(Closed)
Day off 월요일 Mondays

Tourist city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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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카츠

Gohyangkatsu
조용한 골목에 있는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돈카츠전문점으로
육즙이 가득한 두툼한 돈카츠는 저온에서 한번 고온에서 한번 조리하여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나폴리탄 파스타와 돈카츠가 올라간 냉소바도 인기 있다.
Located in a quiet alley, this simple and cozy tonkatsu restaurant serves thick, juicy
cutlets that are cooked twice—once at low temperature, again at high temperature—for
a crispy and soft texture. Napolitan pasta and cold soba topped with tonkatsu are also
popular dishes.

Best Menu 로스카츠정식 Sirloin Tonkatsu Set ₩ 12,000 / 모듬카츠정식 Assorted Tonkatsu Set ₩ 15,500
카츠산도 Katsu Sandwich ₩ 14,000
Address 수영구 수영로510번길 43, 1층 / 1F, 43, Suyeong-ro 510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757-1202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0:3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수영구
Suyeonggu

2

광안국밥

Gwangangukbap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위치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돼지국밥전문점으로
특유의 진한 육수와 부드러운 고기가 특징이다. 당일 만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 식사를 즐길 수 있다.
Located in front of Gwangalli Beach, this pork soup restaurant is popular among
tourists. It’s known for the thick broth and soft meat. Fresh, same-day cooked food is
served, and customers are welcome 24 hours a day.

Best Menu 돼
 지국밥 Dwaejigukbap (Pork Soup) ₩ 7,500 / 얼큰국밥 Spicy Soup and Rice ₩ 8,000
수육 Steamed Pork ₩ 25,000 ~ 30,000 /
순대전골 Sundae Jeonggol (Blood Sausage Hot Pot) ₩ 20,000 ~ 30,000
Address 수
 영구 광안로62번길 39 대우아이빌 1층 /
1F, Daewoo I Ville, 39, Gwangan-ro 62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757-0720

Hours 24시간 운영 24 hours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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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부산횟집

Gwangalli Busanhoetjip
APEC 지정 음식점으로 선정되었던 횟집으로 광안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다.
푸짐하고 다양한 회와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코스요리가 전문으로 특히 광안대교의 야경과 함께하는
식사는 무척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This APEC-designated restaurant has a view that captures Gwangalli Beach at a glance.
They specialize in course meals with generous portions of raw fish and dishes. Enjoy a
special dining experience with the night view of Gwangandaegyo Bridge.

Best Menu 불꽃모듬1인 Assorted Bulkkot Set for ₩ 70,000
부산횟집스페셜1인 Busanhoetjip Special for 1 ₩ 55,000
바다모듬1인 Assorted Sea Set for 1 ₩ 45,000 / 어방모듬1인 Assorted Eobang Set for 1 ₩ 35,000
Address 수영구 민락수변로 29, 4층 / 4th Floor, 29, Minnaksubyeon-ro, Suyeong-gu
Inquiry +82-51-753-8881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3: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수영구
Suyeonggu

4

꽃물 한식당

Kkotmul Hansikdang
금련산 입구에 위치한 한식전문점으로 가게 이름인 꽃물은 물을 타지 않은 진한 국물이라고 한다.
주인이 정성을 들여 직접 만드는 음식은 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다.
Kkotmul is a Korean restaurant at the entrance of Geumnyeonsan Mountain. The name of
the restaurant “kkotmu” means rich broth that isn’t watered down. The owner-chef makes
homely food that tastes mild.

Best Menu 꽃
 물정식 Kkotmul Set ₩ 6,500 / 명태구이찜 Grilled and Braised Pollack ₩ 15,000 /
추어탕 Chueotang (Loach Soup) ₩ 7,000 / 닭찜 Dakjjim (Braised Chicken) ₩ 25,000
Address 수영구 황령산로8번길 17 / 17, Hwangnyeongsan-ro 8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611-2249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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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스라운지

Member’s Lounge
아름다운 광안리 일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뷰 포인트인
15층에 위치한 호텔 라운지로,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와인과
시즌마다 변경되는 매력적인 메인 플래터를 즐길 수 있는 '와인파티'가 유명하다.
This hotel lounge, located on the 15th floor with the best view of the beautiful
Gwangalli area, is known for the wine party that offers unlimited wine and
seasonal platter.

Best Menu 와인파티(1인) Wine Party (for 1) ₩ 29,900원
TWG 애프터눈티세트(2인) TWG Afternoon Tea Set (for 2) ₩ 39,900원
Address 수영구 광안해변로 229, 15층 / 15F, 229 Gwanganhaebyeon-ro, Suyeong-gu
Inquiry +82-51-758-5700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수영구
Suyeonggu

6

스스키노
Susukino

여기에도 사람들이 찾아올까 의문스러운 구석진 곳의 문을 열면 모던한 분위기의 예쁜 가게가 나타난다.
쉽게 접하기 힘든 일본음식 스프카레를 전문으로 하는 이 곳은, 닭육수를 기본으로 17가지 채소,
향신료를 써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다.
A modern, charming restaurant pops up around a quiet corner of the alley. Specializing in Japanese-style soup curry that is hard to find, they make healthy food with
chicken broth, 17 kinds of vegetables, and spices.

Best Menu 스
 프카레 Soup Curry ₩ 9,000 / 함박스프카레 Hamburger Soup Curry ₩ 12,000 /
닭다리스프카레 Soup Curry with Chicken Drumstick ₩ 13,000
Address 수영구 남천동로 20, 1층 / 1F, 20 Namcheondong-ro, Suyeong-gu
Inquiry +82-51-621-2588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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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Slice of Life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피자가 맛있기로 유명한 뉴욕스타일 피제리아로,
정통 뉴욕 피자를 15가지 수제 맥주 탭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평일과 금,토,일요일의 영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시간 확인은 필수
This is a New York-style pizzeria famous among foreigners residing in Busan. You can enjoy
authentic NY pizza with 15 kinds of draft beer. Make sure to check the hours as they open at
different times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Best Menu 뉴
 욕치즈피자 New York Cheese Pizza ₩ 25,800 / 페퍼로니피자 Pepperoni Pizza ₩ 28,400 /
브롱스피자 Bronx Pizza ₩ 31,800 / 스파이시갈릭피자 Spice Garlic Pizza ₩ 31,800 /
화이트피자 White Pizza ₩ 31,800 / 비어 Beer ₩ 7,500 ~
Address 수영구 광안해변로 153, 4층 / 4F, 153, Gwanganhaebyeon-ro, Suyeong-gu
Inquiry +82-51-757-4278
Parking lot 주차불가 No parking

Hours 오픈 17:00(Open) / 마감 01:0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수영구
Suyeonggu

8

엄용백 돼지국밥

Eom Yongbaek Dwaejigukbap
다양한 업종에서 10년 이상의 요리경력을 가진 부산출신 베테랑 쉐프들이 모여 만든 돼지국밥전문점으로,
두부, 부추, 마늘 등과 함께 먹는 수육이 특히 유명하며 육수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돼지국밥과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다.
Veteran chefs with over 10 years of experience in different fields gathered to open this pork
soup restaurant. Known especially for steamed pork eaten with tofu, chives, and garlic, the
restaurant features two kinds of pork soups with different broth and various dishes.

Best Menu 부
 산식돼지국밥 Busan-style Dwaejigukbap (Pork Soup) ₩ 8,500 ~ 10,000
밀양식돼지국밥 Milyang-style Dwaejigukbap ₩ 10,000
돼지수육 Steamed Pork ₩ 29,000 ~ ₩ 39,000
Address 수영구 수영로680번길 39, 1층 / 1F, 39, Suyeong-ro 680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757-8092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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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Ora

홈 파티에 초대받은 기분이 드는 따뜻한 분위기의 이탈리안 가정식 식당으로
일반적인 이탈리아 음식들부터 아란치니, 까르토치오, 뇨끼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현지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다.
This cozy home-style Italian restaurant makes you feel as though you are invited to
someone’s house. They serve general Italian cuisine, as well as a variety of authentic
dishes such as arancini, cartoccio, and gnocchi.

Best Menu 한
 우 모듬스테이크(3-4인) Assorted Hanwoo Steak (Serves 3-4) ₩ 150,000
오라가정식코스(1인) Ora Home-Style Course (for 1) ₩ 60,000
오징어먹물리조또 Squid Ink Risotto ₩ 18,000
Address 수영구 남천서로20번길 56 / 56, Namcheonseo-ro 20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621-1239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Day off 월요일 Mondays

수영구
Suyeonggu

10

정을 담은 식탁

Jeongeul Dameun Siktak
직장인들과 인근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식식당으로
매일 아침 인근의 남천해변시장에서 준비해온 싱싱한 해물을 사용한 된장찌개가 인기메뉴.
두루치기, 낙지볶음을 주문하면 찌개와 생선구이가 함께 제공된다.
This home-style restaurant is beloved among office workers and neighborhood
residents. Their popular dish is doenjangjjigae (soybean stew), made of fresh
seafood sourced daily from Namcheon Beach Market. When you order
duruchigi (stir-fried pork with kimchi) and nakjibokkeum (spicy stir-fried small octopus),
a stew and a grilled fish are served on the side.

Best Menu 김치찌개 Kimchijjigae (Kimchi Stew) ₩7,000 / 된장찌개 Doenjangjjigae (Soybean Paste Stew) ₩7,000
돼지불백 Dwaejibulbaek (Stir-fried Pork Meal) ₩ 9,000(2인이상 / for 2 or more)
옥돔구이정식 Grilled Tile Fish Set ₩ 10,000
Address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14 / 14, Hwangnyeong-daero 489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624-6213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0: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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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할매 밀면

Gaya Halmae Milmyeon
유명한 밀면전문점으로, 밀가루에 옥수수 전분을 섞어,
다른 밀면전문점들보다 더 탄력있는 면이 특징이다. 육수는 돼지뼈와 소뼈에 각종 야채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들고, 사이드 메뉴인 만두도 인기 있다.
This restaurant specializes in milmyeon (wheat noodles), a folk dish in Busan. They
add more corn starch, which makes them more elastic than others. The broth is made
by mixing pork bones, beef bones, various vegetables, and herbs. The side dish of
dumplings is also popular.

Best Menu 물 밀면 Mul Milmyeon ₩6,000, ₩7,000 / 비빔밀면 Bibim Milmyeon ₩6,000, ₩7,000
Address 연제구 월드컵대로145번길 32 / 32, World cup-daero 145beon-gil, Yeonje-gu
Inquiry +82-51-865-8017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0: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연제구
Yeonjaegu

2

국제밀면

Gukje Milmyeon
부산의 수많은 밀면전문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한 곳으로, 소 사골만을 사용한
육수 등 독창적인 방식의 밀면을 만들고 있다. 보통 기계로 잘려진 편육이 고명으로 올려지는데,
이 곳은 손으로 일일이 얇게 찢은 양지머리 고기가 올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restaurants among Busan’s many wheat noodle restaurants.
They present a distinct type of wheat noodles in beef bone broth. Elsewhere, the meat topping
is usually cut by machines, but they are known for hand-pulled thin pieces of brisket.

Best Menu 물밀면 Mul Milmyeon ₩7,000, ₩8,000 / 비빔밀면 Bibim Milmyeon ₩7,000, ₩8,000
Address 연제구 중앙대로1235번길 23-6 / 23-6, Jungang-daero 1235beon-gil, Yeonje-gu
Inquiry +82-51-501-5507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0: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170
171

3

동원 숯불 갈비

Dongwon Sutbul Galbi
한적한 골목길에 숨겨져 있는 이 돼지갈비전문점은 38년간 숯불돼지갈비 한 메뉴로
이 장소를 지켜온 식당이다. 쉽게 찾기 힘든 위치에 있지만 친근하고 꾸준한 맛으로
많은 단골고객들이 찾아오는 곳
This is a hidden spot in a quiet alley specializing in pork ribs. They have stayed in one
place for 38 years with just one dish: charcoal-grilled pork ribs. Despite the remote
location, the restaurant has many regulars for the familiar flavor and steady quality.

Best Menu 돼지갈비230g Pork Ribs 230g ₩ 8,000
Address 연제구 과정로276번길 9 / 9, Gwaseon-ro 276beon-gil, Yeonje-gu
Inquiry +82-51-864-2379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2:0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연제구
Yeonjaegu

4

북경

Bukgyeong
연산동의 중심가골목에 위치한 중식당으로 요리를 전문으로 하여 이 지역 회사원들이 회식장소로도
자주 찾는 곳이다. 모든 메뉴의 수준이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자장면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Located in the center of Yeonsan-dong’s main streets, this Chinese restaurant is a
favorite spot for local office workers’ company gathering. While everything on the
menu is good, it is especially famous for its delicious jjajangmyeon noodles.

Best Menu 자장면 Jajangmyeon ₩6,000 / 짬뽕 Jjambbong ₩7,000
Address 연제구 중앙대로1076번길 11 / 11, Jungang-daero 1076beon-gil, Yeonje-gu
Inquiry +82-51-863-0055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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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낙지해물탕

Yeonsan Nakji Haemultang
해물탕은 원래 푸짐한 해산물들이 담겨 나오는 음식이지만, 이 곳의 해물탕은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싱싱하다는 것을 알 수있는 해산물들이 뚜껑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담겨 나온다.
해물탕이 익을 때쯤 살아있는 낙지를 손질해 넣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Any haemultang is filled with plenty of seafood, but the seafood pot here is packed
with freshest of seafood that even those who don’t know much about ingredients
can tell how fresh they are. When the seafood is almost ready, they add a live octopus
before serving.

Best Menu 해물탕 Seafood pot ₩40,000 ~ ₩75,000 / 산낙지전골 Live Octopus Hot Pot ₩35,000 ~ ₩55,000
Address 연제구 과정로 121 / 121, Gwajeong-ro, Yeonje-gu
Inquiry +82-51-758-8838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일요일 Sundays

연제구
Yeonjaegu

6

웰빙여행

Well-being Yeohaeng
부산시청 근처의 칼국수와 만두전문점으로, 매생이 칼국수, 들깨 칼국수 등
조금 특별한 칼국수와 함께 푸짐한 만두전골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만두는 매일매일 직접만들며, 여름에는 직접 갈아만든 콩칼국수를 판매하기도 한다.
It’s a kalguksu and dumpling restaurant near Busan City Hall. They offer special noodles like
nourishing maesaengi kalguksu and sesame kalguksu, and also dumpling hot pot with generous
portions. Dumplings are made daily, and in summer they sell homemade soy kalguksu as well.

Best Menu 매생이칼국수 Maesaengi Kalguksu ₩6,500 / 고기만두 Meat Dumplings ₩4,000
Address 연제구 중앙대로1043번길 50 / 50, Jungang-daero 1043beon-gil, Yeonje-gu
Inquiry +82-51-864-3455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1:30(Closed)
Day off 토요일 Satur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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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바다전복 삼계탕

Otbada Jeonbok Samgyetang
연산동 중심가골목에 위치한 삼계탕전문점으로, 대표적인 보양음식인 옻나무삼계탕에
전복을 추가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전주로 옻술이 제공되는 이곳은 TV프로그램에도 소개 된 유명한 식당이다.
The restaurant specializes in samgyetang(chicken soup) and serves onnamu samgyetang
(chicken soup with lacquer tree chips), one of the most popular dishes for stamina, with sea
abalone. Lacquer tree wine is also offered as an aperitif. This famous restaurant was also
featured on TV shows.

Best Menu 옻삼계탕 Chicken Soup with Lacquer Tree Chips ₩15,000 / 삼계탕 Samgyetang ₩13,000
Address 연제구 월드컵대로119번길 16 / 16, World cup-daero 119beon-gil, Yeonje-gu
Inquiry +82-51-862-3307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연제구
Yeonj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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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부자

Chamchambuja
연산동 중심가골목에 위치한 일식코스전문점으로, 참치와 자연산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코스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 만큼 회는 물론이며, 음식 하나하나가 높은 수준이다.
점심한정메뉴를 찾는 손님도 많은 곳
This restaurant, located in the main street of Yeonsan-dong, specializes in Japanese
course meals. You can taste tuna and other natural sashimi. Each dish in the course,
including sashimi, is of high quality. Many customers also come for the lunch-only menu.

Best Menu 일식코스 Japanese Course ₩40,000 ~ ₩60,000 / 참치코스 Tuna Course ₩40,000 ~ ₩80,000
Address 연제구 월드컵대로145번길 23 / 23, World cup-daero 145beon-gil, Yeonje-gu
Inquiry +82-51-851-1969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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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미초밥

Palmi Chobap
부산의 대표적인 일식전문점 중 한 곳으로, 상업지역인 이 지역에서도 손님을 대접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30년 경력의 오너쉐프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의 코스요리는 가격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This restaurant is one of Busan’s best-known Japanese food restaurants, a great place for
serving guests in the commercial area. It is run by an owner-chef with 30 years of experience,
and the course meals at this restaurant are satisfying compared to the price.

Best Menu 생선초밥 Sushi ₩30,000 / 코스요리 Course meal ₩50,000 ~ ₩100,000
Address 연제구 월드컵대로119번길 8 / 8, World cup-daero 119beon-gil, Yeonje-gu
Inquiry +82-51-861-7679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available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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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산채

Goeulsanchae
2006년부터 운영해온 한식당으로, 모든 반찬들을 주인이 직접 만든다.
점심에는 제철반찬이 함께 제공되는 산채정식 비빔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으며,
저녁에는 소고기버섯전골과 곱창전골이 인기 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This Korean restaurant has been operating since 2006. All the side dishes are made by the
owner. At lunch, many people come to eat bibimbap, which comes with seasonal side dishes,
and at dinner, beef mushroom hot pot and gopchang (beef tripe) hot pot are popular. You can
enjoy a hearty meal at a reasonable price.

Best Menu 산채정식 Wild Vegetables Set ₩8,000 / 소고기버섯전골 Beef and Mushroom Hot Pot ₩10,000
Address 영도구 대교로2번길 7 / 7, Daegyo-ro 2beon-gil, Yeongdo-gu
Inquiry +82-51-417-4477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3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영도구
Yeongdogu

2

도날드 즉석 떡볶이
Donald Tteokbokki

지역민들에게 추억의 장소인 이 곳은 35년간 운영해온 유명한 즉석떡볶이 전문점으로
해물육수와 고추장 소스를 사용하여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후식으로 판매하는 뻥크림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
A famous nostalgic joint for the locals, Donald Tteobokki is a made-to-order tteobokki shop
that has been in operation for 35 years. They are known for their original flavors with seafood
broth and gochujang sauce. Many also come here for Ppeong Cream, an ice cream sandwich
with ppeongtwigi (rice puff) sold as dessert.

Best Menu 뻥크림 Ppeong Cream ₩ 1,000 /
즉석떡볶이 2인분 Made-to-Order Tteokbokki (for 2) ₩ 8,900 / 3인분 For 3 ₩ 12,100 /
4인분 For 4 ₩ 15,300 / 5인분 For 5 ₩ 19,200
Address 영도구 꿈나무길 267 / 267, Kkumnamu-gil, Yeongdo-gu
Inquiry +82-51-413-9990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0:00(Closed)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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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식당

Buheung Sikdang
영도의 유명한 제주 자리돔전문점으로 싱싱한 자리돔과 직접 만든 양념장의 맛이 무척 잘 어울린다.
당일 판매 할 수 있는 한정된 양만 판매하고 있는 이 곳은 제주갈치 요리로도 유명하다.
This is a popular pearl-spot chromis specialty shop in Yeongdo. The fresh fish goes nicely with
their original sauce. Also famous for their Jeju cutlassfish dishes, the restaurant only sells a
limited number of dishes every day.

Best Menu 자리돔회 Jaridomhoe (Raw Slices of Pearl Chromis) ₩ 25,000 /
자리돔물회 Jaridommulhoe (Raw Slices of Pearl Chromis with Cold Soup) ₩ 10,000
제주갈치국 Jeju Cutlass Fish Soup ₩ 10,000 / 제주갈치찌개 Jeju Cutlass Fish Stew ₩ 10,000
Address 영도구 절영로 104 / 104, Jeoryeong-ro, Yeongdo-gu
Inquiry +82-51-417-0227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2, 4주 일요일 2nd and 4th Sundays

영도구
Yeongdogu

4

선인장 식당

Seoninjang Sikdang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함박스테이크와 카레가 맛있는 식당으로, 건강하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
가게이름처럼 모든 음식과 소스에 ‘노팔선인장’을 첨가하여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A restaurant co-owned by a married couple, they offer tasty hamburger steaks and curry
made of healthy ingredients. As their name suggests (“seoninjang” means“cactus”), every
dish and sauce here adds nopal cactus.

Best Menu 선인장함박 Cactus Hamburger Steak ₩ 11,000 / 선인장치킨카레 Cactus Curry ₩ 10,000
선인장야채카레 Cactus Vegetable Curry ₩ 8,500 / 선인장치킨슈렉 Cactus Chicken Shrek ₩ 11,000
Address 영도구 와치로 15 / 15, Wachi-ro, Yeongdo-gu
Inquiry +82-51-462-6267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 Mo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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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정

Seokhwajeong
18년간 운영해 온 굴요리 전문점으로, 제철 생굴, 굴구이, 굴튀김, 굴파전, 굴김치등 굴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대표메뉴인 굴국밥은 신선한 자연산 굴을 사용하여, 깔끔하고 풍부한 맛으로 인기 있다.
This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oysters for 18 years. You can enjoy a variety of dishes made with
oysters, such as fresh oysters, grilled oysters, fried oysters, oyster pancake, and oyster kimchi. In
particular, an oyster soup made with fresh natural oysters is popular for its refreshing and rich flavor.

Best Menu 굴국밥 Oyster Soup with Rice ₩7,000 / 생굴 Raw oysters ₩15,000
Address 영도구 동삼로42번길 16-11 / 16-11, Dongsam-ro 42beon-gil, Yeongdo-gu
Inquiry +82-70-8913-9989

Hours 오픈 09:0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영도구
Yeongdogu

6

영도우

Young Dough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위치한 피자전문점으로 자체개발한 도우로 만든 테두리가 없는 사각형의
디트로이트식 피자가 대표메뉴이다. 임실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풍부한 치즈의 맛을 즐길 수 있다.
Young Dough is a pizzeria with a wide view of the Busan Port. The signature dish is the square
Detroit-style pizza without the crust, made with their original dough. They use Imsil cheese
generously to give a rich flavor to the pizza.

Best Menu 영
 도우피자 Young Dough Pizza ₩ 18,000 / 불고기피자 Bulgogi Pizza ₩ 18,000
청학동파스타 Cheonghak-dong Pasta ₩ 12,000 / 안심스테이크 Tenderloin Steak ₩ 38,000
Address 영도구 조내기로5번길 2 / 2, Jonaegi-ro 5beon-gil, Yeongdo-gu
Inquiry +82-70-4659-0169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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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보쌈

Hamheung Bossam
냉면전문점으로 시작하여 50여년을 운영 중인 보쌈전문점으로
싱싱한 고기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유명하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냉면도 인기메뉴이며 어떤 메뉴를 주문하든 만족스러운 양이 제공된다.
Originally a naengmyeon (cold noodle soup) restaurant, it has become a bossam
(steamed pork) restaurant and has been in operation for over 50 years. They are famous
for using fresh meat and soft texture. Their longstanding item, naengmyeon, is still
popular, and every order is generously portioned.

Best Menu 모둠보쌈 Assorted Bossam (Steamed Pork)
₩ 23,000 소 Small / ₩ 30,000 중 Medium / ₩ 35,000 대 Large
함흥냉면 Hamheung Naengmyeon ₩ 7,000 / 평양냉면 Pyeongyang Naengmyeon ₩ 7,000
Address 영도구 남항로 42 / 42, Namhang-ro, Yeongdo-gu
Inquiry +82-51-416-2342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2, 4주 수요일 2nd and 4th Wednes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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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당

Gimhae Sikdang
TV프로그램에도 자주 소개되는 유명한 아귀요리전문점으로
1980년부터 생 아귀를 이용한 음식들을 만들고 있다.
푸짐하고 신선한 아귀와 아귀 특수부위를 함께 먹을 수 있으며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식당이다.
This is a famous monkfish restaurant, often introduced on TV, serving dishes made of fresh
monkfish since 1980. Known for the generous portions of fresh monkfish and specialty cuts,
Gimhae Sikdang is also popular among foreign customers.

Best Menu 생아구수육 Steamed Monkfish ₩ 50,000 ~ 75,000 /
아구찜 Braised Monkfish ₩ 28,000 ~ 48,000 / 아구탕 Monkfish Soup ₩ 10,000
Address 중구 자갈치로 51-2 / 51-2 Jagalchi-ro, Jung-gu
Inquiry +82-51-255-8242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09:30(Open) / 마감 21:00(Closed)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중구
Junggu

2

물꽁식당

Mulkkong Sikdang
59년째 3대를 이어 운영해온 전통 있는 아귀요리전문점으로 신선한 아귀를 사용해
아구찜, 수육, 탕을 만든다.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맛의 아구찜이 대표메뉴로 오래되었지만
청결한 가게가 인상적이다.
Handed down to the third generation, this 59-year specialty restaurant uses fresh
monkfish to steam, braise, and make soup. The mild-tasting monkfish is their signature
dish. Despite the old history, the restaurant is very clean.

Best Menu 아구찜 Braised Monkfish ₩ 15,000 ~ 70,000 /
아구수육 Steamed Monkfish ₩ 30,000 ~ 70,000 / 아구탕 Monkfish Soup ₩ 10,000 ~ 15,000
Address 중구 흑교로59번길 3 / 3, Heukgyo-ro 59beon-gil, Jung-gu
Inquiry +82-51-257-3230

Hours 오픈 09:0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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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물횟집

Busan Myeongmul Hoetjip
1946년부터 운영해 온 무척 유명한 횟집으로 여러 유명인사들의 단골집이기도 하다. 광어회 한 접시에
고기뼈를 푹 고아서 만든 진하고 담백한 맑은 국과 여섯 가지 밑반찬이 나오는 회정식이 인기메뉴이다.
This is a very well-known restaurant specializing in hoe (Korean-style sashimi) since 1946,
frequented by numerous celebrities. Their popular dish is a hoe set menu with a plate of
sliced halibut, rich and nourishing meat and bone broth, and six side dishes.

Best Menu 특
 회백밥1인분 Special Hoe Set Menu for 1 ₩ 48,000 /
회비빔밥1인 Hoe Bibimbap for 1 ₩ 23,000 / 광어회1쟁반 1 Plate of Halibut Hoe ₩ 90,000 /
회무침 Hoe Muchim (Hoe Tossed in Spicy Sauce) ₩ 50,000
Address 중구 자갈치해안로 55 / 55, Jagalchihaean-ro, Jung-gu
Inquiry +82-51-245-4995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중구
Junggu

4

이재모피자

Lee Jae-mo Pizza
30여년을 운영 중인 피자전문점으로 부산에서 피자가 대중화된 시기를 생각하면 상당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곳이다. 국내산 임실치즈를 사용한 푸짐한 토핑의 피자가 특징이며, 변함없는 맛을 지키고 있다.
This is a 30-year-old pizzeria, which has a very long tradition considering when pizza actually
became popular in Busan. Characterized by generous toppings and Imsil cheese, the pizza is
as tasty as ever.

Best Menu 치
 즈크러스트피자 Cheese Crust Pizza ₩ 24,000 ~ 28,000
이재모불고기피자 Lee Jae-mo Bulgogi Pizza ₩ 23,000 ~ 27,000
오븐스파게티 Oven-baked Spaghetti ₩ 8,000
Address 중구 광복중앙로 31 / 31, Gwangbokjungang-ro, Jung-gu
Inquiry +82-51-245-1478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30(Closed)
Day off 일요일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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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한양족발

Wonjo Hanyang Jokbal
35년 간 국내산 돼지 족을 사용하여 족발을 만들고 있는 유명한 족발전문점으로,
하루 2번 매장에서 삶은 신선하고 싱싱한 족발 맛으로 유명하다.
고기를 얇게 썰어 맛과 식감을 살린 족발과 냉채 족발이 대표메뉴
This jokbal (braised pork trotters) joint has been in operation for 35 years, using domestically
sourced pork. They are famous for the fresh and tasty jokbal, braised twice at the restaurant
daily. The signature dishes include thinly sliced jokbal that has great taste and texture, and
naengchae jokbal (jokbal with vegetables and sauce)

Best Menu 족
 발 Jokbal (Braised Pig’
s Trotters) ₩ 30,000 ~ 40,000
냉채족발 Naengchae Jokbal (Jokbal with Vegetables and Sauce) ₩ 30,000 ~ 40,000
Address 중구 광복로 13 / 13, Gwangbok-ro, Jung-gu
Inquiry +82-51-246-3039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4:0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중구
Junggu

6

원산면옥

Wonsanmyeonok
60여년의 전통을 가진 냉면전문점으로 3대째 운영하고 있는 무척 유명한 곳이다.
한우와 국내산 생 돼지고기, 생닭을 사용하고 10여 가지 재료가 들어간 육수로 만든 냉면은
변하지 않는 맛을 자랑한다.
Wonsanmyeonok is a longstanding naengmyeon (cold noodle soup) establishment with 60
years of history, run by third-generation family members. They use Hanwoo, domestic pork,
and fresh chicken, and the naengmyeon broth made of over 10 ingredients boasts the same
flavor every time.

Best Menu 평양냉면 Pyeongyang Naengmyeon ₩ 11,000 /
함흥냉면 Hamheung Naengmyeon ₩ 11,000 / 왕만두 Big Dumplings ₩ 11,000 /
수육 Steamed Pork ₩ 40,000
Address 중구 광복로 56-8 / 56-8, Gwangbok-ro, Jung-gu
Inquiry +82-51-245-2310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3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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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가야밀면
Gaya Milmyeon

광복로패션거리의 골목에 위치한 밀면전문점으로, 식사시간에는 항상 긴줄이 늘어서 있는 유명한 식당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면의 특성과 넓은 매장으로 인해 대기줄이 길지만, 웨이팅 시간은 짧은 편.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는 매장이 인상적이다.
This milmyeon(wheat noodle) specialty restaurant is located in the alley of Gwangbok-ro
Fashion Street. The famous spot always attracts long queues of customers. Due to the
convenience of eating and the spacious store, despite the long queue, the wait time is
short. The store is always clean and managed impressively.

Best Menu 밀면 Milmyeon ₩6,000 / 비빔밀면 Bibim Milmyeon ₩6,000
Address 중구 광복로 56-14 / 56-14, Gwangbok-ro, Jung-gu
Inquiry +82-51-246-3314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1:30(Closed)
Day off 연중무휴 Traditional holidays

중구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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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돈까스

Hongik Tonkatsu
유명한 돈까스전문점인 홍익돈까스의 분점으로, 매장이 무척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당일만 사용되는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 이 곳은 돈까스와 해물볶음우동이 대표메뉴이다.
푸짐한 양으로도 유명하다.
The shop is a branch of the famous restaurant Hongik Tonkatsu. The store is kept
impeccably clean, They only use same-day fresh ingredients. Tonkatsu and stir-fried
udon with seafood are their popular picks. It is also well known for large portions.

Best Menu 홍
 익 왕 돈까스 Hongik Wang Tonkatsu ₩9,900
해물볶음 우동 Stir-Fried Udon with Seafood ₩9,8`00
Address 중구 광복로 45-8 1층 / 1F, 45-8, Gwangbok-ro, Jung-gu
Inquiry +82-51-247-4503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00(Closed)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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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갈비

Geodae Galbi
최상등급의 고기와 최고의 원재료만을 사용한다는 한우숯불구이전문점으로,
깔끔한 실내와 친절한 점원들이 인상적이다.
최상등급의 한우인만큼 가격도 높은 편이지만,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는 등 만족도가 높은 식당이다.
This Korean charcoal barbecue restaurant uses only the highest-grade meat and the best
raw ingredients. The interior is clean, and the service is nice. The price is high as they serve
the highest-grade Korean beef, but with the staff’s grilling service, it’s quite satisfactory.

Best Menu 등심(100g) Sirloin (100g) ₩60,000 / 프리미엄 갈빗살(100g) Premium Ribs (100g) ₩63,000
Address 해운대구 달맞이길 22 / 22, Dalmaji-gil, Haeundae-gu
Inquiry +82-51-746-0037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해운대구
Haeundaegu

2

금수복국 본점
Geumsubokguk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한 곳인 46년 전통의 복어요리전문점으로,
우수한 식재를 현지에서 엄선하여 공수하고, 모든 찬류 및 장류와 김치, 양념 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This 46-year-old restaurant, perhaps one of the most famous restaurants in Busan,
specializes in pufferfish dishes. The best ingredients are sourced locally, and all side dishes,
pastes, kimchi, and seasoning are made from scratch. It is very popular among foreign tourists.

Best Menu 은복지리, 탕 Pufferfish Soup (Mild, Spicy) ₩11,000 ~ ₩14,000
활복지리, 탕 Live Pufferfish Soup (Mild, Spicy) ₩45,000
Address 해운대구 중동1로43번길 23 / 23, Jungdong 1-ro 43beon-gil, Haeundae-gu
Inquiry +82-51-742-3600

Hours 24시간 운영 24 hours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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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집신도시점

Gaemijip Sindosi Branch
부산의 대표적인 낙지요리전문점인 개미집의 분점으로, 본점에 뒤쳐지지 않는 맛을 선보이고 있다.
본점과 같이 낙지볶음, 낙지새우볶음, 낙지곱창볶음 등의 요리들이 모두 인기 있으며,
불고기낙지버섯전골과 곱창전골을 찾는 손님도 많다.
It is a branch of Gaemijip, Busan’s most famous stir-fried octopus chain, but the taste here
is just as great as the original. Just as the original store, it serves stir-fried octopus, stir-fried
octopus with shrimp, and stir-fried octopus, tripe, and shrimp. All of them are popular. Many
customers also order bulgogi hot pot with octopus and mushroom and tripe hot pot.

Best Menu 낙지볶음 Stir-fried Octopus ₩9,000 / 곱창전골 Tripe Hot Pot ₩15,000
Address 해운대구 좌동로 10번길 51-5 / 51-5, Jwadong-ro 10beon-gil, Haeundae-gu
Inquiry +82-51-744-6446

Hours 오픈 10:00(Open)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해운대구
Haeun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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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
Daon

한옥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한정식전문점으로,
토속적인 소품으로 장식된 별실이 마련되어 있어 격식 있는 모임의 장소로도 많이 찾는 곳.
한약재와 제철 음식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한식 요리를 곱게 담아 코스로 내는 한정식이 인기.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restaurant with an impressive interior that utilizes traditional
Korean motifs. There are private rooms decorated with local accessories, and it is a
popular venue for formal gatherings. Korean cuisine made with medicinal herbs and
seasonal ingredients is popular as a course meal.

Best Menu 다온상(1인) Daon Set (1 serving) ₩110,000 / 송아리(1인) Songari Set (1 serving) ₩19,000
Address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 154,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Inquiry +82-51-959-0119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 Mo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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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5

동백섬 횟집

Dongbaekseom Hoejip
해운대 그랜드호텔 인근에 있는 자연산 활어회 전문 횟집으로, 생선회를 주문하면 문어숙회,
멍게, 전복, 가자미구이, 새우튀김 등의 다양한 밑반찬과 식사 후 매운탕 등의 요리가
함께 제공된다. 대부분의 생선은 시가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된다.
This hoe(sashimi) specialty restaurant is near Haeundae Grand Hotel. When you order
hoe, you can enjoy a variety of side dishes such as steamed octopus, sea urchin,
abalone, grilled flounder, fried shrimp. Spicy hot pot is served after the meal. Most fish
fluctuate according to market prices.

Best Menu 점심한정메뉴 Lunch only menu ₩15,000 / 회(1인) Hoe (1 serving) ₩40,000 ~ ₩100,000
Address 해
 운대구 해운대해변로209번나길 17 / 17, Haeundaehaebyeon-ro 209beonna-gil, Haeundae-gu
Inquiry +82-51-741-3888

Hours 오픈 12:00(Open)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해운대구
Haeun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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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꽁비브
Le Convive

부산의 유명베이커리인 옵스에서 런칭한 전통 프렌치 레스토랑.
프랑스인들에게 프렌치 퀴진을 가르쳐온 셰프의 전통 현지 요리법으로
사계절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프렌치코스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Le Convive is an authentic French restaurant launched by OPS, a famous bakery in
Busan. The chef, who has been teaching French cuisine in France, showcases various
seasonal French courses with an authentic cooking style.

Best Menu 런치 Lunch ₩ 34,000 ~ 48,000, 디너 Dinner ₩ 48,000 ~ 88,000
Address 해
 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아이에스타워 110호 /
110, Centum IS Tower, 60, Centum buk-daero, Haeundae-gu
Inquiry +82-51-783-3693

Hours 오픈 11:30(Open)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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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스시

Moon Sushi
TV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유명 쉐프가 운영하는 일식전문점으로,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 있는 요리들과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쉐프가 추천하는 음식으로 구성되는 오마카세 스시 코스가 특히 유명하다.
This Japanese restaurant is run by a famous celebrity chef. It features elegant and
satisfactory dishes, in a sophisticated interior. The Omakase Sushi Course, which
consists of dishes recommended by the chef, is particularly famous.

Best Menu 오
 마카세 문 스시 Omakase Moon Sushi ₩55,000
오마카세 스 스시 Omakase Su Sushi ₩77,000
Address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 / 43, Jwadongsunhwan-ro, Haeundae-gu
Inquiry +82-51-744-3316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해운대구
Haeun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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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왕 송정점

Baegawang Songjeong Branch
송정 해안가에 위치한 칼국수전문점으로, 국물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왕만두가 올려져 나오는 칼국수는 테이블에 미리 세팅되어 있는 들깨와 고춧가루 청양고추 등을
첨가하면 더욱 맛있어진다고 한다. 사이드 메뉴인 김밥도 인기메뉴.
This is a kalguksu(noodle) store located on the seaside of Songjeong, famous for the tasty broth. The
kalguksu is served with huge dumplings, which tastes even more delicious if you add ground sesame
seeds, red chili powder, or green chili pepper on the table. The side dish, gimbap, is also popular.

Best Menu 배가왕칼국수 Baegawang Kalguksu ₩7,000 / 배가왕김밥 Baegawang Gimbap ₩5,000
Address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70-1 / 70-1, Songjeonggudeokpo-gil, Haeundae-gu
Inquiry +82-51-703-5597

Hours 오픈 11:00(Open)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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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횟집

Yeongbyeon Hoejip
뼈와 함께 먹는 잘게 썬 세꼬시가 특히 유명한 생선회전문점으로, 도다리, 광어, 우럭, 돌돔, 농어 등
다양한 활어를 철에 따라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자미나 광어를 이용한 세꼬시가 인기 메뉴로
회를 주문하면 상을 꽉 채우는 반찬과 해산물 등이 함께 제공된다.
This restaurant specializes in seggosi(sashimi), which is finely chopped hoe eaten with
bones. Enjoy a variety of live fish such as flounder, halibut, rockfish, rock bream, and sea bass
according to the season. Seggosi made with flounder or halibut are quite popular here. When
you order hoe, the table is filled with side dishes and seafood.

Best Menu 세꼬시(넙치) Seggoshi (flounder) ₩25,000
모둠회 Assorted Hoe (sashimi) ₩60,000 ~ ₩120,000
Address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30 / 30, Songjeonghaebyeon-ro, Haeundae-gu
Inquiry +82-51-703-7590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3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해운대구
Haeun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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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석대추어탕

Wonjo Seokdae Chueotang
입구를 들어서면 가득 쌓인 장작과 아궁이에 올려진 커다란 무쇠솥이 눈에 들어온다.
유명한 추어탕전문점인 이 곳의 추어탕은, 강한 화력으로 오래 끓여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특징으로,
논고동무침과 가오리찜도 인기 있다.
When you enter the entrance, you will see a pile of firewood and a large iron pot placed on
the fireplace. This famous chueotang restaurant boils the soup for a long time on strong
heat, which creates tender and rich flavor. They also offer tossed shellfish and braised
stingray.

Best Menu 추어탕 Chueotang ₩8,000 / 가오리찜 Braised Stingray ₩10,000, ₩13,000
Address 해운대구 반송로571번길 5 / 5, Bansong-ro 571beon-gil, Haeundae-gu
Inquiry +82-51-523-2867

Hours 오픈 08:30(Open) 마감 21: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2, 4주 화요일 2nd and 4th Tues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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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제
Yeije

해운대 해변인근에 위치한 한정식전문점으로,
가족모임이나 손님 대접 등으로 많이 찾는 곳이다. 주인이 직접 고른 제철 식재료와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키운 채소를 사용하는 이 곳은 먹는 것이 고민스러울 정도로 예쁜 음식이 특징이다.
Located near Haeundae Beach, this Hanjeongsik restaurant is a favorite for family
gatherings and treating guests. Using seasonal ingredients selected by the owner
and vegetables grown in a farm run by an acquaintance, this restaurant presents
beautiful plates that you can’t help but admire before eating.

Best Menu 런치 Lunch ₩29,000 / 중코스 Medium Course ₩120,000
Address 해
 운대구 해운대해변로298번길 29 해운대푸르지오시티 2층 /
2F, 29, Haeundaehaebyeon-ro 298beon-gil, Haeundae-gu
Inquiry +82-51-731-1100

Hours 오픈 12:00(Open)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해운대구
Haeun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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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할매복국

Wonjo Halmae Bokguk
‘복국촌’으로 알려진 미포 지역의 대표적인 복요리 전문점으로, 부산 향토 음식점 38곳 중 하나이다.
복어를 사용한 맑은 탕인 복지리가 대표메뉴이며, 복어죽과 수육, 복불고기와 복어찜 등의 요리도
맛볼 수 있다.
One of the 38 designated folk restaurants in Busan, it is the best-known pufferfish
restaurant in the Mipo area, known as “pufferfish village.” Bokjiri, a clear broth from
pufferfish, is the signature menu. You can also enjoy dishes such as pufferfish porridge,
steamed pufferfish, pufferfish bulgogi, and braised pufferfish.

Best Menu 복지리 Pufferfish Soup ₩10,000 / 흰밀복수육 Steamed White Pufferfish Meat ₩30,000 ~ ₩50,000
Address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1 / 1, Dalmaji-gil 62beon-gil, Haeundae-gu
Inquiry +82-51-742-2789

Hours 오픈 07:00(Open) / 마감 21:3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월요일 Mondays

21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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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시

Zen Sushi
해운대의 유명 일식전문점으로, 명인 인증서를 받은 오너 쉐프가 운영하며,
주방 분위기가 엄격하고, 위생에 무척 신경을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열 가지의 초밥과 함께 미소시루, 달걀 찜, 튀김 등으로 구성 된 코스요리가 대표메뉴
It is a famous Japanese restaurant in Haeundae, operated by the owner-chef who
received a certificate of Master Chef. Zen Sushi is known for its strict kitchen atmosphere
and attention to hygiene. A course meal consisting of 10 kinds of sushi, miso soup, egg
custard, tempura, and more, is the top menu item.

Best Menu 젠스시초밥 Zen Sushi ₩70,000 / 스시 오마카세 Sushi Omakase ₩120,000
Address 해운대구 대천로42번길 28-5 / 28-5, Daecheon-ro 42beon-gil, Haeundae-gu
Inquiry +82-51-746-7456

Hours 오픈 12:00 (Open) / 마감 22:00(Closed)

Parking lot 주차장 보유 parking lot holding

Day off 화요일 Tuesdays

해운대구
Haeun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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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족발

Pyeongan-do Jokbal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해온 전통 있는 족발전문점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아온 곳이다.
오래된 식당답게 족발 특유의 냄새가 없는 깔끔하고 균형 잡힌 족발의 맛이 특징이며,
냉채족발과 마늘족발 등의 메뉴도 인기있다.
This is a long-established jokbal shop that has been operating in one place for over 30 years,
a long-time local favorite. This longstanding legend is known for the balanced, clean taste of
pork hocks free of meaty odor. Naengchae jokbal and garlic jokbal are also very popular.

Best Menu 족발 Jokbal ₩30,000 ~ ₩45,000 / 마늘족발 Garlic Jokbal ₩35,000, ₩45,000
Address 해운대구 달맞이길 14 / 14, Dalmaji-gil, Haeundae-gu
Inquiry +82-51-741-6568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4:00(Closed)
Day off 명절 Traditional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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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숯불양곱창

Hanwoo Sutbul Yanggopchang
해운대 중동역 인근의 양곱창 전문점인 이 곳은 특히 소의 첫 번째 위인 특양 양념구이가 유명하다.
주문과 동시에 특제양념을 발라, 점원이 구워주는 이 곳의 특양 구이는 무척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탄력 있는 식감이 특징이다.
Located near Haeundae Jung-dong Station, this grilled tripe restaurant is especially known
for the marinaded and grilled teugyang, stomach chamber 1. At the time of order, the special
marinade is brushed on the meat, then the staff provides the grilling service. It has a very
tender yet slightly chewy texture.

Best Menu 특양(200g) Special Yang ₩28,000 / 전골 Hot Pot ₩45,000, ₩50,000
Address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85 / 385,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Inquiry +82-51-741-8969
Parking lot 주차장 없음 No parking

Hours 오픈 16:00(Open) / 마감 22:00(Closed)
Day off 연중무휴 Open 365 days

부산의 맛

Taste of

BUSAN

cafe &bakery

부록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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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ROAD
카페의 도시 부산

Busan, the City of Ca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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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동 카페거리

Jeonpo-dong Cafe Street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인근의 슬럼화 되어 가던 낡은 상가들이 예쁘고 다양한 카페들의 거리로 재탄생 되었다.
2017년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세계여행지 52곳’으로 선정된 유명한 카페거리로,
크고 작은 골목마다 늘어서 있는 특색 있는 가게들과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
그리고 음식들은 당신을 무척 고민스럽게 만들 것이다.
The old, worn-out shops in the slums nearBusan’s busiest downtown Seomyeon area are now transformed into a
street of beautiful cafes. Selected as one of the “52 Places to Go in 2017” by the New York Times, this famous cafe
street filled with delectable coffee, dessert, and cuisine at every nook and cranny will make you indecisive.

해리단길
Haeridangil

옛 동해남부선의 역사 뒤쪽에 위치한 평범한 동네에
하나 둘 젊은 감성의 카페와 음식점들이 생겨나며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해리단길이라 부르는 이 곳은 마치 현지에서 즐기는 듯한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폐 철로를 따라 예쁘게 늘어선 카페들은 다양한 음료와 특색 있는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다.
In the alleyways behind an old Donghae Nambu Line station, cafes and restaurants with youthful sensibilities
started to be established one by one. Now called Haeridangil, visitors can discover authentic foods from all over
the world. Fancy cafes open along the closed railway line feature a variety of drinks and interesting dess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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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카페로드

Cafe Road in Gijang

부산의 동쪽 끝자락인 기장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시크릿한 분위기의 멋진 카페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탁 트인 바다와 항구를 볼 수 있는 곳부터 소박한 어촌의 한가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
루프탑의 에어배드에서 먼 바다를 감상 할 수 있는 곳 등 저마다 특색 있는 전망을 제공하고 있어
어느 한곳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Along the Gijang Coastal Road at the eastern end of Busan, you will encounter elegant cafes with
mystical ambiance. Some places offer an open view of the sea and the port, while others provide
the relaxation of small fishing villages. You can also enjoy the scenery of distant waves on a rooftop
airbed. It’s hard to pick just one out of these charming places.

영도 하버 뷰 카페

Harbor View Cafe in Yeongdo

고지대에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카페, 폐업한 공중목욕탕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
실내 수영장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 공장건물을 개조한 카페 등
영도는 카페의 도시로 불리기도 하는 부산에서도 무척 특색 있는 카페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영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부산항의 전망은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While Busan itself is a famous city of cafes, Yeongdo is especially known for an eccentric mix of cafes:
there’s one constructed with containers in high altitude, one that has renovated a closed bathhouse,
another one that transformed an indoor pool, and a cafe that remodeled a factory. The panoramic view
of Busan Port, exclusively seen from Yeongdo, will be an extraordinary experience.

228
229

CAFE

카페베이스 Cafe Base
기장읍 연화1길 73, 1~3층
1st–3rd Floors, 73, Yeonhwa 1-gil, Gijang-eup
T. 82-51-721-7474
카페일광 Cafe Ilgwang
일광면 삼성3길 19, 1층
1st Floor, 19, Samseong 3-gil, Ilgwang-myeon
T. 82-51-722-1030

강서구 Gangseo-gu

남구 Nam-gu

페리데스 Perides
가락대로1182번길 48
48, Garak-daero 1182beon-gil
T. 82-51-941-8651

용호할매 팥빙수단팥죽
Yongho Halmae Patbingsu Danpatjuk
용호로90번길 24
24, Yongho-ro 90beon-gil
T. 82-51-623-9946

이프리오 Ifrio
범방4로 32, 1-3층
1–3F, 32, Beombang 4-ro
T. 82-51-973-2825

까페그리다 Cafe Grida
유엔로 219-4
219-4, UN-Ro
T. 82-51-625-8510

로다로지 Rodaroji
명지국제12로19번길 20-10
20-10, Myeongji Gukje 12-ro 19beon-gil
T. 82-51-201-0456

메그네이트 Magnate
진남로135
Jinnam-ro 135
T. 82-51-635-5005

금정구 Geumjeong-gu

동구 Dong-gu

헤이든 신씨어 Hayden Sincere
산성로 436
436, Sanseong-ro
T. 82-51-515-4360

단테라운지 Dante Lounge
초량로13번길 58
58, Choryang-ro 13beon-gil
T. 82-10-4565-9111

더웨이닝커피 The Waning Coffee
중앙대로 1784
1784, Jungang-daero
T. 82-70-5083-7402

초량1941 Choryang 1941
망양로 533-5
533-5, Mangyang-ro
T. 82-51-462-7774

티원 TEA1
범어사로 363
363, Beomeosa-ro
T. 82-51-531-2220

동래구 Dongnae-gu

기장군 Gijang-gun
공극,샌드커피 Gonggeuk Sand Coffee
기장읍 공수해안길 41
41, Gongsuhaean-gil, Gijang-eup
T. 82-51-723-9770

빌라빌레쿨라 Villa Villekulla
여고로63번나길 8
8, Yeogo-ro 63beonna-gil
T. 82-10-9397-0100

부산진구 Busanjin-gu
커피스가모 인 서면 Coffee Sugamo in Seomyun
가야대로755번길 23, 1층
1F, 23, Gaya-daero 755beon-gil
T. 82-51-818-1007

비브레이브 Be Brave
전포대로 199, YB스퀘어 2-3층
YB SQUARE 2–3F, 199, Jeonpo-daero
T. 82-10-4709-0666
에프엠커피하우스 FM Coffee House
전포대로199번길 26
26, Jeonpo-daero 199beon-gil
T. 82-51-803-0926

북구 Buk-gu
마비스커피 Mavis Coffee
만덕대로 42, 1,2층
1–2F, 42, Mandeok-daero
T. 82-51-343-1116

프리젠트 Present
황령산로 31
31, Hwangnyeongsan-ro
T. 82-70-7863-5066

연제구 Yeonje-gu
디저트 시네마 Dessert Cinema
쌍미천로 32-1, 1층
1F, 32-1, Ssangmicheon-ro
T. 82-51-867-5757

영도구 Yeongdo-gu

사상구 Sasang-gu

메종드콘 Maison de Con
절영로35번길 46
46, Jeoryeong-ro 35beon-gil
T. 82-51-413-5282

에그머니나 Oops Egg
광장로86번길 6, 1층
1F, 6, Gwangjang-ro 86beon-gil
T. 82-51-914-2300

신기여울 Singiyeoul
절영로 202-2
202-2, Jeoryeong-ro
T. 82-70-8614-6150

커피젤 Coffee Zelle
가야대로 305, 2,3층
2–3F, 305, Gaya-daero
T. 82-51-311-1555

Pot 13
와치로 13
Wachi-ro 13
T. 82-51-418-6267

카페 파스텔 Cafe Pastel
엄궁로 65
65, Eomgung-ro
T. 82-51-313-6222

에쎄떼(e.c.t) e.c.t
대평북로 29
Daepyeongbuk-ro 29
T. 82-51-913-2008

사하구 Saha-gu

중구 Jung-gu

화이트콩 White Kong
낙동대로 360
360, Nakdong-daero
T. 82-51-291-0403

노티스 Notice
대교로 135
135, Daegyo-ro
T. 82-70-4114-8232

수영구 Suyeong-gu

해운대구 Haeundae-gu

오후의홍차 Afternoon Tea
민락수변로 243, 4층
4F, 243, Millaksubyeon-ro
T. 82-51-753-5115

송정 젬스톤 Songjeong Gemstone
송정구덕포길 100
100, Deokpo-gil, Songjeong-gu
T. 82-51-703-4802

보성녹차 Boseong Green Tea
수영로394번길 28, 1층
1F, 28, Suyeong-ro 394beon-gil
T. 82-51-62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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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Y

ROAD
빵의 도시 부산
Busan, the City of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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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천동

Ppangcheon-dong

이 지역의 이름은 남천동으로 벚꽃거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특색있고 유명한 빵집들이 많아 빵천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빵을 만드는 곳부터 프랑스식 제빵을 선보이는 빵집, 쌀을 재료로 만드는 빵집과
식빵이나 단팥빵 한 가지만 고집하는 빵집 등 빵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는 이곳을 산책하며
빵집들을 만나보는 것은 무척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The name of this area famous for its cherry blossom street is Namcheon-dong, but because of many distinctive
and famous bakeries, it is also called Ppangcheon-dong “bread” town). Take a stroll in this neighborhood where
baking is a culture, with bakeries that make the traditional style of bread, French bread, rice bread, or exclusively
specialize in sliced bread or red bean bread. It would be quite an exotic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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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Y

남구 Nam-gu
겐츠
Gentz
분포로 111
111, Bunpo-ro
T. 82-51-612-2040

강서구 Gangseo-gu

이흥용과자점
LeeHeungYong Bakery
수영로39번길 2-1

㈜꿈꾸는요리사

2-1, Suyeong-ro 39beon-gil

Dreaming Chef

T. 82-51-635-4454

신호산단4로 54
54, Sinhosandan 4-ro
T. 82-51-971-0078

금정구 Geumjeong-gu

동구 Dong-gu
초량온당
Choryang Ondang
홍곡로 58번길 7, 1층

보노베리

1F, 7, Honggok-ro 58beon-gil

Bonoberry

T. 82-10-2137-1271

장전온천천로 67-1
67-1, Jangjeononcheoncheon-ro

루반도르

T. 82-51-514-1421

Rubandor
중앙대로 375-1

소사베이커리

375-1, Jungang-daero

Sosa Bakery

T. 82-51-467-6666

금정로119번길 14
14, Geumjeong-ro 119beon-gil
T. 82-10-5438-8796

북구 Buk-gu

모구모구베이커리
Mogumogu Bakery

브레드파파

부산대학로64번길 133

Bread Papa

133 Daehak-ro 64beon-gil, Busan

화명대로 47, 지하1층

T. 82-51-901-9060

B1, 47, Hwamyeong-daero
T. 82-51-363-0250

사하구 Saha-gu

중구 Jung-gu

리우

비엔씨

Liwu

B&C

사하로 204

구덕로34번길 3-1

Saha-ro 204

3-1, Gudeok-ro 34beon-gil

T. 82-51-203-6489

T. 82-51-245-2361

아비앙또카페

백구당

A Bientot Cafe

Baekgudang

다송로 17

중앙대로81번길 3

Dasong-ro 17

3, Jungang-daero 81beon-gil

T. 82-51-264-2089

T. 82-51-465-0109

수영구 Suyeong-gu

해운대구 Haeundae-gu

무슈뱅상

고메빵집

Monsieur Vincent

Gourmet Bakery

광남로48번길 19

우동1로 66

19, Gwangnam-ro 48beon-gil

66, U-dong 1-ro

T. 82-51-625-1125

T. 82-51-901-9114

메트르아티정
Maitre Artisan
남천동로22번길 21, 1~2층
1–2F, 21, Namcheondong-ro 22beon-gil
T. 82-70-8829-0513
꽃피는 4월 밀익는 5월
April and May
연수로357번길 17-10, 1층
1F, 17-10, Yeonsu-ro 357beon-gil
T. 82-70-4799-9199
페팽과자점
Pepin Bread & Coffee
광서로 1, 1층
1F, 1, Gwangseo-ro
T. 82-51-754-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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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OD OF

LOCAL
BUSAN
부산의 향토음식
Busan’s Local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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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파전

Dongnae Pajeon (Green Onion Pancake)
동래 부사(옛 부산지역 관리)가 임금에게 진상하던 음식으로 상류층에서 즐기던 음식이라고 한다.
파, 미나리, 대합, 홍합, 굴, 새우, 조갯살, 쇠고기, 달걀, 찹쌀 및 멥쌀가루 등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된
독특한 재료 배합과 맛으로 명성이 높다.
This is the dish that was offered to the royal court by the Magistrate of Dongnae and
enjoyed by the upper class. It is renowned for the unique flavor that combines various
ingredients, including green onions, water parsley, clams, mussels, oysters, shrimp, beef,
egg, sweet rice, and nonglutinous rice flour.

소문난 동래파전
Somunnan Dongnae Pajeon

동래할매파전
Dongnae Halmae Pajeon

동래구 금강공원로 55

동래구 명륜로94번길 43-10, A동 1층, B동 1~2층

55 Geumganggongwon-ro,

1F, Building A/1–2F, Building B, 43-10,

Dongnae-gu

Myeongnyun-ro 94beon-gil, Dongnae-gu

+82-51-553-5464

+82-51-552-0792

생선회

Hoe (Korean-style Sashimi)
부산의 연근해 어장은 난류와 한류가 섞이는 덕에 늘 어족 자원이 풍부하였고 강한 조류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활동량이 많아 단단한 육질을 자랑한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생선을 조리하므로
생선회의 식감이 좋고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Due to the mixture of warm and cold currents, Busan’s coastal seas have always been
rich in marine resources. The fish living in rough currents have a lot of activity, resulting
in their solid flesh. Busan-style hoe is prepared from freshly caught fish, which has a
pleasant texture and a slightly sweet flavor.

부산명물횟집
Busan Myeongmul Hoetjip

신라횟집
Silla Hoetjip

거북선횟집
Geobukseon Hoetjip

중구 자갈치해안로 55

수영구 광안해변로 273-1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69

55, Jagalchihaean-ro,

273-1, Gwanganhaebyeon-ro,

69, Dalmaji-gil 62beon-gil,

Jung-gu, Busan

Suyeong-gu

Haeundae-gu

+82-51-245-7617

+82-51-753-2800

+82-51-741-8850

방파제횟집
Bangpaje Hoetjip
수영구 광안해변로294번길 24
24, Gwanganhaeebyeon-ro
294beon-gil, Suyeong-gu
+82-51-75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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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불고기

Black Goat Bulgogi
금정산성 마을에서 방목된 육질이 부드럽고 냄새가 적은 암컷 흑염소를 양념하여
숯불로 구운 흑염소불고기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자랑 한다.
금정산성 마을에는 120여개의 흑염소불고기 전문식당이 영업 중이다.
Soft and odorless black goat bulgogi from grass-fed goats in Geumjeongsanseong Village
is grilled over charcoal, creating a distinct flavor unique to this locality. About 120 black
goat bulgogi restaurants are operating in the Geumjeongsanseong Village.

산성집
Sanseongjip

현대가든
Hyeondae Garden

삼소통나무집
Samso Tongnamujip

금정구 산성로 524

금정구 산성로 510

북구 중리로 78

524, Sanseong-ro,

510, Sanseong-ro,

78, Jungni-ro, Buk-gu

Geumjeong-gu

Geumjeong-gu

+82-51-334-4277

+82-51-517-5546

+82-51-517-6767

창녕집
Changnyeongjip
금정구 산성로 520
520, Sanseong-ro, Geumjeong-gu
+82-51-517-5288

곰장어구이

Grilled Hagfish
6·25 전쟁 시기에 피난민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잘 먹지 않던 곰장어를 먹기 시작했고,
이후 자갈치 시장에서 요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은 짚불 곰장어, 양념구이, 소금구이,
볶음 등 다양하게 조리된 곰장어 요리가 사랑받고 있다.
During the Korean War, refugees began to eat an unfamiliar fish called“hagfish” to
fill their hungry stomachs. Later, it started being offered as a dish at Jagalchi Market.
Nowadays, hagfish dishes are beloved in various ways: straw-fired, seasoned and grilled,
salted and grilled, and stir-fried.

기장곰장어
Gijang Kkomjangeo

성일집
Seongiljip

원조산곰장어
Wonjo Samgomjangeo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70

중구 대교로 103

수영구 수영로725번길32

70, Gijanghaean-ro, Gijang-eup,

103, Daegyo-ro, Jung-gu

32, Suyeong-ro 725beon-gil,

Gijang-gun

+82-51-463-5888

Suyeong-gu

+82-51-721-2934

+82-51-752-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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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탕

Haemultang (Spicy Seafood Soup)
신선하고 보기 좋은 갑각류와 어패류, 향신채를 넣고 고추장으로 양념하여 풍부한 국물 맛을 낸 음식으로,
바다와 인접하여 각종 해산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산 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랑받아온 음식이다.
Haemultang is a rich soup made of fresh crustaceans, shellfish, and herbs and seasoned
with gochujang (red pepper paste). It became a natural favorite among the locals withBusan’s easy access to wide varieties of seafood from the shores.

정동진해물탕
Jeongdongjin Haemultang
서면문화로 33
33, Seomyeonmunhwa-ro
+82-51-809-8208

아귀찜

Braised Monkfish
부산의 아귀찜은 신선한 생아귀와 콩나물, 천연 해물 조미료, 맛국물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징적인 맛을 가지고 있다. 고운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보기가 좋고
매운맛을 줄였으며, 생 전분을 사용해 즙에 녹아있는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The braised monkfish in Busan has a distinct flavor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ions,
made of fresh raw monkfish, bean sprouts, natural seafood seasoning, and flavored
soup. It i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fine red pepper powder to reduce the spiciness
while having an appetizing color. By adding starch, the nutrients in the soup are fully
absorbed when eaten.

물꽁식당
Mulkkong Sikdang

대티물꽁
Daetimulkkong

옥미아구찜
Okmi Agujjim

중구 흑교로59번길 3

사하구 낙동대로135번안길 15

사하구 승학로2번길 34

3, Heukgyo-ro 59beon-gil,

15, Nakdong-daero

34, Seunghak-ro

Jung-gu

135beonan-gil, Saha-gu

2-beon-gil, Saha-gu

+82-51-257-3230

+82-51-203-4425

+82-51-202-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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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국

Jaecheopguk (Marsh Clam Soup)
하룻밤동안 재첩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끓여서 껍질을 제거한 후 소금으로 간을 하는
맑은 국으로서 해장국으로 즐겨 먹는 향토 음식이다.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부산의 재첩산지인 녹산 지역의 재첩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쉽다.
Jaecheopguk is a clear soup made of marsh clams, which are soaked overnight to remove
the sand, shelled, boiled, and seasoned with salt. It is a local favorite for comforting
hangovers. Unfortunately, marsh clams are disappearing from the Noksan area of Busan,
which used to be the major habitat,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하동재첩국
Hadong Jaecheopguk

할매재첩국
Halmae Jaecheopguk

사상구 낙동대로1518번길 33

사상구 낙동대로1530번길 20-15

33, Nakdong-daero

20-15, Nakdong-daero

1518beon-gil, Sasang-gu

1530beon-gil, Sasang-gu

+82-51-301-7200

+82-51-301-7069

낙지볶음

Nakjibokkeum (Spicy Stir-Fried Small Octopus)
낙지의 맛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우러나오는 국물 맛이 담백하고 깨끗하여
낙지 특유의 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새우, 조개, 멸치 등을 이용하여 만든 육수와 마늘을 많이
사용한 양념장, 필수 재료인 양파와 대파만을 이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To make full use of the flavor of small octopus, the soup is made with fine red pepper
powder that is light and crisp in taste. It allows the genuine taste of octopus to come out.
It is made of broth from shrimp, clams, and anchovies, seasoning with a lot of garlic, and
only adds essential vegetables such as onions and green onions.

원조할매낙지
Wonjo Halmaenakji

낙지볶음개미집
Nakjibokkeum Gaemijip

오륙도낙지범일본점
Oryukdo Nakji Beomil Head Store

부산진구 골드테마길 10

해운대구 좌동로10번길 51-5

동구 정공단로 46-1

10, Goldtema-gil, Busanjin-gu

51-5, Jwadong-ro

46-1 Jeonggongdan-ro,

+82-51-643-5037

10-beon-gil, Haeundae-gu

Dong-gu

+82-51-744-6446

+82-51-638-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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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면

Milmyeon (Cold Wheat Noodle)
6·25 전쟁 당시 경상도 지방에서 먹었던 밀국수 냉면과 이북의 냉면이 접목되어 유래된 음식이다.
육수는 소·돼지·닭의 뼈나, 고기를 고아 이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한약재, 채소류 등을 쓰기도 한다.
차갑게 먹는 면 요리로 단맛, 신맛, 매운맛을 함께 느낄 수 있다.
Milmyeon is derived from Gyeongsang-do style wheat noodles and North Korean-style
naengmyeon that were incorporated during the Korean War. For the broth, beef, pork, and
chicken bones and meat,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s, and vegetables can be added.
Eaten cold, the dish showcases sweet, sour, and spicy flavors.

춘하추동
Chunhachudong

가야할매밀면
Gaya Halmae Milmyeon

면채움
Myeonchaeum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8-1

연제구 월드컵대로145번길 32

금정구 금정로231번길 11

48-1 Seomyeonmunhwa-ro,

32, World Cup-daero

11, Geumjeong-ro

Busanjin-gu

145beon-gil, Yeonje-gu

231beon-gil, Geumjeong-gu

+82-51-809-8659

+82-51-865-8017

+82-51-513-4443

돼지국밥

Dwaejigukbap (Pork Soup)
6·25 전쟁 시기에 피난민이 먹을 것이 부족하여, 미군 부대에서 나온 돼지 뼈를 이용해
국밥을 만들어 먹은 것이 돼지국밥의 시작이다. 돼지 사골을 이용하여 육수를 내고
소주, 된장, 생강을 넣어 돼지 냄새를 억제하면서 독특한 맛을 낸다.
During the Korean War, refugees never had enough food. Dwaejigukbap started from
salvaging soup out of pork bones from American military units. Pork bones are boiled to
make broth, and soju, doenjang (soybean paste), and ginger are added to remove the pork
smell and generate distinct flavors.

신창국밥
Sinchanggukbap

합천일류돼지국밥
Hapcheon Illyu Dwaejigukbap

경주박가국밥
Gyeongu Bakka Gukbap

서구 보수대로 53

사상구 광장로 34

연제구 고분로 232

53, Bosu-daero, Seo-gu

34, Gwangjang-ro, Sasang-gu

232, Gobun-ro, Yeonje-gu

+82-51-244-1112

+82-51-317-2478

+82-51-759-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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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요리
Pufferfish

부산 지역은 복어의 유통량이 풍부하여 상시 신선한 복어를 구할 수 있는 것과
제독 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축적되어 있어, 안전하고 다양한 복어 요리가 사랑받고 있다.
복국이 대표요리로 복회, 복 튀김, 복 껍질 무침, 복찜, 복 불고기, 복 수육 등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Because of the abundant resource of pufferfish in Busan, fresh supplies are always available.
Also, with a high level of detoxification skills accumulated here compared to other regions,
safe and diverse pufferfish cuisine are popular in Busan. Bokguk (pufferfish soup) is the
most famous, but a variety of dishes such as hoe (Korean-style sashimi), fried pufferfish,
seasoned pufferfish skin, braised pufferfish, pufferfish bulgogi, and steamed pufferfish are
also enjoyed widely.

초원복국
Chowonbokguk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30
30, Hwangnyeong-daero,
492beon-gil, Nam-gu, Busan
+82-51-628-3935

가마솥생복집
Gamasot Saengbokjip

금수복국
Geumsubokguk

원조할매복국
Wonjo Haelmae Bokguk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27-2

해운대구 중동1로43번길 23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1

327-2, Chaseong-ro,

23, Jungdong 1-ro

1, Dalmaji-gil 62beon-gil,

Gijang-eup, Gijang-gun

43beon-gil, Haeundae-gu

Haeundae-gu

+82-51-722-2995

+82-51-742-3600

+82-51-742-2790

덕천복국
Deokcheonbokguk

일광대복
Ilgwangdaebok

동대복국
Dongdaebokguk

북구 기찰로 41-2

기장군 일광면 이화로 3

서구 대신공원로 14-8

41-2, Gichal-ro, Buk-gu

3, Ihwa-ro, Ilgwang-

14-8, Daeshingongwon-ro,

+82-51-334-5454

myeon, Gijang-gun

Seo-gu

+82-51-721-1561

+82-51-246-2448

붕어찜

Braised Crucian Carp
붕어는 단백질과 철분이 많아 빈혈에 좋으며, 보양식으로 사랑받아 왔다.
부산은 낙동강 하구를 끼고 있고 저수지가 많아 오래전부터 붕어찜을 즐겨왔으나,
낙동강에서 어로 행위가 줄어들고 오륜 저수지가 수원지가 되며 붕어 공급이 어려워져
보기 드문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
Beloved as a nutritional food in Korea for ages, the crucian carp is high in protein and
iron, which is good for anemia. Located at the mouth of the Nakdong River, Busan locals
have long been enjoying braised crucian carp with many reservoirs that have provided
a rich supply of fish. However, as fishing in the Nakdong River decreased and the supply
from the Oryun reservoir is relatively low, crucian carp dishes are becoming increasingly
rare to find.

민물가든
Minmul Garden
강서구 둔치중앙길 5
5, Dunchijungang-gil, Gangseo-gu
+82-51-97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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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요리
Eel

부산의 기장지역은 붕장어의 대표적인 산지로 붕장어요리 전문점들이 밀집해 있기도 하다.
연중 맛의 차이가 크게 없어 꾸준히 사랑받는 음식으로 대부분 회나 구이로 먹으며,
뼈는 튀겨서 안주로 즐기고 머리와 내장은 국물의 재료가 된다.
The Gijang area of Busan is the main production center of conger eel. Many specialty restaurants are also located in this region. Since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aste throughout
the year, eel dishes are always in demand. Most of them are eaten as hoe or grilled. The bones
are fried and enjoyed as snacks, and the head and intestines become ingredients for soup.

오양수산장어구이
Oyangsusan Jangeogui

황금어장
Hwanggeumoejang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548-3

수영구 광안해변로278번길 42

548-3, Gijanghaean-ro,

42, Gwanganhaeebyeon-ro

Gijang-eup, Gijang-gun

278beon-gil, Suyeong-gu

+82-51-721-0074

+82-51-751-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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