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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대 대표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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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안내소, 원아시아 페스티벌

·사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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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신은 250만 사용자 리뷰 빅데이터와 1억 2000만 건의 방문데이터를 기본으로 국내&해외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Area1

해운대,
기장

금수복국

속씨원한대구탕

송정집

인기메뉴 | 복지리 10,000~35,000원 / 복 사시미 小 60,000원

인기메뉴 | 대구탕 10,000원 / 알말이 6,000원

인기메뉴 | 생
 김밥 2,800원 / 찐만두 4,000원 /
스지김치찌개국수 5,000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43번길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28

051-742-3600

051-744-0238

24시간 영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59

24시간 영업

051-704-0577

11:50 – 20:30

해운대에 위치한 46년

해운대에 위치한 대구탕 전문점. 쫄깃하고 푸짐한 대구살과

전통의 뚝배기 복국 원조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대구

해운대에 위치한 송정집은 자가

이자 복국 / 복요리 전문점

탕이 대표메뉴다. 뽀얀 맑은

제면한 국수와 자가도정한 밥으로

이다. 모든 찬류 및 장류,

국물의 대구탕은 시원한 맛이

유명한 밥집이다. 대표메뉴인

김치, 양념 등을 직접 담궈

일품이다. 살이 오른 대구를

송정생김밥은 자가도정한 쌀밥

사용하는 곳으로 믿고 먹을

가득 담아주어 탱글탱글

의 뛰어난 밥맛과 맛깔스러운

수 있다. 담백하고 시원

쫄깃한 대구살을 양껏 즐길

양념으로 버무려낸 김밥속의

한 맑은 국물의 복지리가 대표메뉴. 콩나물과

수 있다. 24시간 영업하고

조화가 좋다. 스지육수로 푹 끓여낸 돼지김치찌개에 자가

미나리 등이 국물 맛을 더욱 깔끔하고 시원

있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제면 국수를 말아낸 스지김치찌개국수는 칼칼하면서도 뒷맛

하게 해주어 해장하기에도 좋다.

대구탕을 즐길 수 있으며, 해장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도 많다.

이 깔끔해 생김밥과 함께 즐기기 좋다.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

면식가

원산생고기

인기메뉴 | 양
 념갈비 32,000원 / 생갈비 38,000원 /
불고기 28,000원

인기메뉴 | 모
 듬해물짬뽕 7,000원 / 삼겹철판볶음면 8,000원 /
불고기철판볶음밥 7,000원

인기메뉴 | 김
 치찌개 大 40,000원 / 두루치기 大 40,000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10번길 32-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93

051-746-0033

051-747-4611

11:00 – 22: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 36
051-731-0683

10:00 – 04:00

11:30 – 21:30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생고기 맛집으로 매장 안 입구 쪽에

6 구석구석 부산맛집

1964년 문을 열어 2대째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훤히 개방되어있는 주방은 청결에 대한 자부심과 정성이 엿보

이어져 온 한우 전문점이다.

위치한 맛집 대표메뉴

이는 곳이다. 식당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독립

로는 갖가지 해물을

안과 밖은 웨이팅

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베이스로 육수를 내어

하는 사람들로 늘

차분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깊은 풍미의 개운함이

붐비는데, 기다리는

가능하다. 암소갈비를 전문

좋은 국물과 생면의

동안 직접 만들어

으로 하고 있으며 숯불 한우

찰진 식감을 자랑하는

먹는 계란후라이

갈비구이가 대표인기메뉴이다. 고기를 먹고 난 후에는 우묵한

‘모듬해물짬뽕’, 숯불 향과 양념이 잘 밴 도톰하고 야들야들

또한 눈길을 끈다. 신선함을 자랑하는 좋은 육질의 생고기

철판에 감자로 뽑아낸 면과 육수를 끓여 먹는 것이 별미. 예약은

한 삼겹살과 면, 야채의 조화가 좋은 ‘삼겹살볶음면’이 있다.

와 진한 맛이 일품인 김치찌개, 매콤함이 중독성있는 두루

6인 이상부터 가능하다. 라스트 오더는 오후 9시까지.

메뉴포장 또한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치기가 이 집의 대표메뉴이다.

해운대 & 기장 7

Area2

남천,
광안,
경성대

다리집

부산언양불고기

초원복국(대연본점)

인기메뉴 | 떡볶이 1인분 2,600원 / 오징어튀김 3개 3,000원

인기메뉴 | 불고기 27,000원

인기메뉴 | 은
 복 11,000원 / 까지복 18,000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64번길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33번길 8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30

051-625-0130

051-754-1004

051-628-3935

12:00 – 22:00 명절 휴무

11:00 – 22:00

09:00 – 21:30

일식집 50년의 아버지와 부산
최초의 특수조리사 복어자격증
소지자 아들 김동식씨가 2대째
경영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복국
전문점이다. 국물 맛이 일품인
복매운탕과 복국, 신선한 복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복회와 복샤브샤브 외에도 수육과
1980년에 오픈해 36년째 영업 중인 분식집이다. 도톰한

경남 언양의 향토음식인 언양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와 오징어튀김이 대표인기메뉴다.

광안리에서 유명한 언양식불고기 맛집이다. 일반적인 불고기

쫄깃쫄깃한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는 어묵 국물 안에 삶아

와 달리 국물이 없는 불고기를 숯불에 구워먹는 방식이다.

양념 맛이 배어들게 만들었다. 양념을 큰솥에 넣고 2시간을

불고기 외에도 특수부위가 준비되어 있어 다양하게 한우를

끓이는 중탕방식으로 떡이 퍼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즐길 수 있다. 식사 후 제공되는 김치찌개도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힘든 별미다.

찜까지 다양한 복요리를 맛볼 수 있다.

대궐쌈밥
인기메뉴 | 대
 궐쌈밥정식 9,000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142번길 8

알천순대곱창전골

할매재첩국

인기메뉴 | 순
 대곱창전골 1인분 11,000원

인기메뉴 | 재
 첩정식 8,000원 / 재첩진국 11,000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번길 88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120번길 8

051-612-5952

051-751-7658

11:00 – 21:50

11:30 – 22:00

24시간 영업

부산 경성대에서 순대곱창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골로 유명한 맛집이다.

구포에서 재첩국에서

직접 순대를 만들기 때문에

판매했던 것을 시작

순대의 부드러운 맛을 더욱

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잘 느낄 수 있다. 순대와 곱창

이어오고 있는 재첩국

이 푸짐하게 들어간 순대

전문점이다. 재첩에서

전골은 들깨가루를 넣어

우러난 뽀얀 국물에 재첩의 자잘한 알맹이와 숭숭 썰은

구수한 맛을 살려주면 더욱

부추가 들어간 재첩국은 국물이 매우 담백하고 시원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재첩 특유의 독특한 맛이 진하게 우러나와 감칠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8 구석구석 부산맛집

051-754-6160

광안리 호메르스호텔 뒤쪽 길에 위치한 ‘대궐쌈밥’은 쌈만 봐도
배부른 온갖 신선한 쌈이 나오는 집이다. 겨자채와 청경채,
당근, 신선초, 상추와 치커리, 쌈배추 등 10여 가지 정도 되는
쌈은 농장에서 직접 공수해오기 때문에 신선함을 보장한다.
이색 쌈채소들이 듬뿍 제공되는 생오리불고기쌈밥이 대표인기
메뉴이다.

남천 & 광안 & 경성대 9

Area3

서면,
양정,
문현

와사비꼬막정식

마산곱창

화전국수

인기메뉴 | 꼬막정식 1인분 14,000원

인기메뉴 | 곱
 창전골 9,000원

인기메뉴 | 온국수 2,000원 / 소고기국밥 3,000원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4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9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68-407

051-643-7972

051-804-7416

051-806-2259

11:30 – 20:40 (브레이크타임 15:30 ~ 17:00)

15:00 – 24:00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11:00 – 21:30 1, 3째주 일요일 휴무

곱창전골로 유명한 부산 부암동

서면의 골목길에 위치한

시민공원 인근에 위치한 마산

화전국수는 2,000원이

곱창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로 늘 붐비는 부산의 소문

국수를 판매하고 있어

난 곱창 맛집이다. 대표메뉴인

유명하다. 넉넉한 인심

곱창전골은 자극적이지 않고

덕분에 온국수 한 그릇

적당히 얼큰한 기름진 맛이 좋으며, 푸짐하게 들어간 쫄깃한

도 양이 매우 많다. 수북

곱창의 식감이 일품이다.

이 쌓인 김가루와 부추

횟집으로 시작했으나 꼬막정식을 개시하면서 더욱 인기가

밑에 양념장을 잘 풀어 먹으면 추운 날 몸이 따뜻하게 녹아내

많아져 벌교 꼬막정식 전문점으로 변경한 곳이다. 꼬막

린다. 잘 익은 깍두기와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딱이다.

정식에는 3종류의 꼬막(삶은꼬막, 양념꼬막, 꼬막무침)을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며 리필도 가능하다. 착한가격에 착한
음식으로 늘 손님이 많기 때문에 예약은 받지 않으며, 1층
매장뿐 아니라 건너편 건물의 2층도 사용하고 있다.

급행장
인기메뉴 | 스
 페셜한우모듬 32,000원 / 한우등심 27,000원

오스테리아부부 세콘도
인기메뉴 | 습
 식숙성 한우 안심 스테이크 35,000원 /
파스타 코스(런치) 15,000원 /
스테이크 코스(런치) 35,000원

모모야마
인기메뉴 | 라쿠텐 코스 182,000원 / 모모야마 코스 230,000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번길 4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43층

051-819-6190

051-810-6360

12:0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8:00)

11:30 – 24:00 / (일) 11:30 - 22:00 (브레이크타임 월-토 15:00 ~16: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051-809-2100

10:30 – 22:00

6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한우 숯불갈비
전문점. 부산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우 갈비 전문점이다.
1등급 한우 중에서도 암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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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며, 매일 등급 판정서를

서면 롯데백화점 뒤편에 위치한 맛집으로 매장을 가득 채운

부산 서면 롯데호텔 43층에 위치한 롯데호텔의 일식 레스토랑

게시하여 방문하는 손님들이

와인잔과 와인 그리고 아늑한 분위기의 멋스러운 공간으로

으로 멋진 전경과 정통 일식 코스요리인 ‘가이세키’를 를 즐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통 이탈리안 요리와 풍미 좋은 와인을 즐길 수 있으며 커플

수 있는 곳이다. 특급호텔 중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적당한 쫄깃함과 고소함이 짙은

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끄는 곳이다. 인기메뉴로는 소고기,

질 좋은 스시를 즐길 수 있으며 직원들의 친절함도 돋보이는

차돌박이, 심심한 양념의 말랑한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갈아 토마토소스에 졸인 볼로네제소로

곳이다. 스카이바는 새벽 한 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면 좋다.

다른 곳과는 차별화 된 맛을 느끼게 한다.

구운 피자도우 안을 채우는 ‘풋치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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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4

동래,
온천장

삼대돼지불고기

동운반점

양푼이갈비찜

인기메뉴 | 돼지생갈비 9,000원 / 돼지양념구이 9,000원

인기메뉴 | 짬뽕 6,000원 / 탕수육小 10,000원

인기메뉴 | 돼지갈비찜 10,000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28번길 197
051-505-0388

12:00 – 22:00 1째주 월요일 휴무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119번길 4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81번길 47-5

051-556-9135

051-553-0948

12:00 – 22:00 1째주 월요일 휴무

11:00 - 02:00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명륜동에 위치한 양푼 갈비찜

위치한 돼지갈비 전문점

전문점이다. 여러 번의 연구 끝

이다. 44년 전통으로 3대

에 탄생한 숙정 과정, 특별한

째 손맛을 이어오고 있다.

소스가 인상적이다. 국내산 돼지

“음식에 정성을 담아라.

를 사용한 돼지갈비찜과, 한우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

갈비찜이 대표메뉴다. 빨간 양념

고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된

의 매콤한 양푼이 갈비찜은 국물

다”라는 문구가 입구에 쓰

부산의 3대 짬뽕집 중 한 곳이다. 온천시장 건물 왼쪽 태양

이 없는 조림요리로 매운맛 선택

여 있어 인상적이다. 돼지갈비의 양념은 산야초를 숙성해서

그릇도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동운반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만들었으며 천연 배즙으로 단맛을 내어 인공조미료가 들어가지

크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짬뽕의 맛을 제대로 살려낸

않아 산야초 특유의 쌉쌀한 맛과 깔끔한 뒷맛을 자랑한다.

진한 짬뽕 국물과 수타면의 조화가 좋다. 동운반점 짬뽕의
매력은 돼지고기가 해물만큼 들어간다. 대표메뉴인 짬뽕
외에 볶음밥, 유자청으로 단맛을 낸 탕수육도 인기가 좋다.

인기메뉴 | 막국수 6,500원 / 비빔막국수 7,000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58번길 8

올리브장작

051-501-7856

인기메뉴 | 점
 심특선 A,B 16,000원 / 까르보나라 12,900원 /
고르곤졸라 15,300원

10:30 - 22:00

원조조방낙지
인기메뉴 | 낙지볶음 8,000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137
051-552-3773

소문난 주문진 막국수

11:00 - 23:00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37
051-555-7763

10:00 - 22:00

홈메이드 방식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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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매장에서 직접

부산 동래구청 인근에

준비한 재료로 오픈

위치한 원조 조방낙지

키친에서 요리해 더욱

는 부산 로컬들에게

믿음이 가며, 자연건조

인기가 좋을 뿐만

부산 사직동에 위치한 막국수 전문점. 1991년부터 이어온

햄, 올리브 오일, 각종

아니라 백종원의 3대

막국수 집이다. 메뉴는 막국수, 비빔 막국수, 칼국수, 떡국,

허브를 사용하여 더욱 건강한 식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천왕 낙지편에 소개

수육이 있다. 시원한 국물에 잘 삶아진 면발과 고소한 깨,

대표메뉴로는 버섯, 베이컨, 신선한 루꼴라가 듬뿍 올라가

되기도 한 낙지 맛집으로 숙성시킨 양념장에 낙지와 각종 채소

김가루를 뿌려 주는 막국수와 매콤새콤한 비빔막국수가

있는 루꼴라 피자와 고르곤졸라, 파르미지아노, 모짜렐라,

로 낸 육수를 더해 끓여먹는 낙지요리가 있으며 국그릇에 담겨

대표메뉴다. 수육도 유명한데, 한방냄새가 느껴지는 수육에

브리치즈 등 네 가지 치즈가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내는

나오는 밥과 낙지를 비벼먹고 남은 양념에는 면사리를 추가해

함께 가자미식해를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가자미

꽈뜨로 포르마지오가 있다.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식해는 리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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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5

금정산성,
범어사,
부산대

박달집

구포촌국수

카파도키아

인기메뉴 | 박달집코스 43,000원

인기메뉴 | 구포촌국수 보통 4,000원 / 곱빼기 4,500원 / 왕 5,000원

인기메뉴 | 런
 치세트 9,500원 / 치킨케밥 9,500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77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 35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3-9

051-515-9879

051-515-1751

051-515-5981

09:30 - 21:00

10:30 - 19:00

11:30 - 20:30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박달집’은
1대

박여숙

1920년대에
할머니가

성천관이란 상호로 개장국
을 팔기 시작해 지금은
임승백씨가 4대째 전통의
맥을 이어 운영하고 있는 보신탕 전문점이다. ‘박달집’은 황구
(누런개)를 고집하며 금정산 200m 지하 암반수를 24시간
365일 하루도 불을 꺼트리지 않고 끓인 진국의 보신탕을

구포촌국수는 부산 남산동에 위치한 30년 된 할머니의 손맛을

부산 이슬람 성원 인근에 위치한 이국적인 분위기의 터키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느낄 수 있는 국수전문점이다. 짙은 멸치 국수를 맛볼 수

레스토랑으로 터키인인 오너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다. 친숙한

소고기로 만든 보신탕도 출시했다.

있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식사시간에는

메뉴인 피타빵이나 케밥부터 한국에서는 흔히 맛볼 수 없는

줄을 서야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편이다. 국수를 주문하면

생소한 메뉴까지 다양한 터키요리가 준비되어 있다. 소고기

주전자째로 한가득 멸치육수를 주는데, 청양고추 다진걸 넣어

를 주재료로 한 ‘다나 쿠웨체’가 인기 메뉴이며, 디저트 또한

먹으면 조금 더 칼칼하고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터키식으로 준비되어있어 맛있는 식사와 색다른 경험을

대길고추불고기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기메뉴 | 고추장불고기 4,000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로 47
051-516-4707

10:00 - 22:30

우마이도 장전동

구서쭈꾸미

인기메뉴 | 특제 츠케면 8,000원 / 교자 2,500원

인기메뉴 | 웰빙쭈꾸미 11,000원 / 돌솥쭈꾸미정식 점심 7,500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41번길 39 용진시티텔

051-514-8785

051-517-1555

11:00 – 22:00 브레이크타임(14:30 - 16:30)

11:30 – 23:00 명절 첫째, 둘째날 휴무

부산대역 근처에 위치한

부산 구서역 인근에 위치

우마이도는 일본식 라멘

한 맛집으로 저렴한 가격의

전문점이다. 면을 매장

신선한 쭈꾸미를 푸짐한 한

에서 직접 제조하여 사용

상차림으로 즐길 수 있으며

하고 있어 맛있는 면발을

매운 양념에 부추와 콩나물

부산대 근처에서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먹을 수 있다. 별도로

을 듬뿍 넣어 더욱 먹음직

고추장 불고기 전문점이다. 대길고추불고기는 돼지고기를

차슈를 추가할 수 있는데,

스럽고 탱글한 식감이 일품인 쭈꾸미는 푸짐한 양과 중독성

양념해 숯불에 초벌구이한 것으로 후라이팬에 양배추와

식은 차슈는 다시 라멘에 넣어 촉촉하게 즐길 수 있다. 짭짤한

있는 맛을 자랑한다. 쭈꾸미를 다 먹은 뒤에는 철판에 즉석

야채 등을 넣고 볶아먹는 요리이다. 매콤달콤한 양념의 돼지

국물이 바삭하고 고소한 교자와도 잘 어우러진다.

에서 볶아주는 볶음밥 또한 이 집의 필수코스로 꼽힌다.

불고기는 한 끼 식사로는 물론 술안주로도 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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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6

광복,
남포,
중앙

이가네떡볶이

원조비빔당면

18번완당집

인기메뉴 | 떡
 볶이 1인분 3,000원 / 튀김 1인분 3,000원 /
핫도그 1,000원

인기메뉴 | 비빔당면 4,500원 / 유부전골 4,000원

인기메뉴 | 완당 6,500원 / 모밀국수 6,500원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1길 40
051-245-0413(주문전화)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1길 66-8

부산광역시 중구 비프광장로 31

051-254-4240

051-245-0018

10:30 - 20:30

10:30 – 21:30 (설날, 추석 당일 12:00 - 21:30)

11:00 –20:00 매주 일요일 휴무

부평동 시장 내에서

BIFF 광장에 위치한

부산깡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떡볶이 맛집으로 백종원의

60년 이상 운영 중

18번 완당집은 60년

삼대천왕 떡볶이 편에서 우승한 집이다.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인 비빔당면전문점.

전통의 오랜 역사를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텁텁한 맛없이 깔끔한 양념을 자랑한다.

대표메뉴인 비빔당면

지닌 곳으로, 대표메뉴

가마솥 중탕으로 물을

을 주문하면 고구마

로는 얇고 부드러운

사용하지 않고 무에서

전분으로 만든 당면

피와 시원한 국물 맛이

나오는 즙만으로 떡볶이

을 삶아낸 뒤, 채 썬

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

어묵과 단무지, 데친 부추, 양념장을 차례로 얹어 내어준다.

기호에 맞게 우동이나 다른 면사리 등을 함께 즐길 수

하다. 부드러운 튀김옷

간단하지만 매콤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맛을 당긴다.

있는 메뉴 또한 준비되어 있다. 또 다른 인기메뉴로는 밥 위에

을 입은 소세지 핫도그도

멸치 육수의 맛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시원한 무의 감칠맛

푸짐하게 올라가 있는 소고기와 계란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인기.

이 좋은 유부주머니도 인기메뉴.

살짝 짭쪼름한 맛이 감도는 소스와의 조화가 일품인 소고기

일품인 완당이 있으며,

덮밥이 있다.

백화양곱창(남포점)
인기메뉴 | 양곱창(양념,소금)300g 25,000원 / 볶음밥 2개 12,000원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23번길 6
051-245-0105

12:00 – 22:00 1,3째 일요일 휴무

이재모피자

뚱보집

인기메뉴 | 이
 재모 치즈 크러스트 피자M 22,000원 /
포테이토 피자M 18,000원

인기메뉴 | 보
 쌈 大 17,000원 / 쭈꾸미구이 12,000원 /
콩나물밥 3,000원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31
051-245-1478

11:00 – 22:00 일요일 휴무

국내산 임실치즈를 사용해 치
즈의 고소한 맛이 일품인 피자
전문점으로 부산에서 가장 유
명한 피자집이다. 고기토핑에
치즈를 한 가득 뿌려주는 크림
남포동에 위치한 양곱창구이집으로 50년 전통을 자랑한다.

불고기 파스타와 치즈가 쭉쭉

신선한 양곱창을 마늘과 소금으로 양념을 한 소금구이와

늘어나는 치즈 크러스트 피자

빨간 양념의 매콤한 양념구이가 주 메뉴다. 소금구이는 연탄

가 이곳의 대표메뉴. 도톰한 도우와 모든 메뉴에 아낌없이

불에 직화로 구워먹는 방식인데 직원이 직접 구워주기 때문에

뿌려진 치즈가 조화를 이뤄 피자 고유의 고소한 맛을 잘 느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곱창을 다 먹은 후 별도로 주문해 먹는

낄 수 있다. 매장은 분점 없이 광복동점만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41번길 3
051-246-7466

11:30 – 22:50 4째주 월요일 휴무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보쌈 전문점. 보쌈 외에
쭈꾸미, 콩나물밥 등
다른 메뉴도 유명하다.
두부와 견과류로 속을
채운 김치말이는 보쌈과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이곳의 또 다른 인기메뉴 쭈꾸미구이는 연탄불
에 살살 구워 불향이 살아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오독
오독 씹히는 재밌는 식감은 덤.

볶음밥도 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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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 중앙 & 남포 17

Area7

부산역,
태종대

삼진어묵 부산역점

도날드

평산옥

인기메뉴 | 어
 묵고로케 1,200원 / 1box 6,900원

인기메뉴 | 즉
 석떡볶이 1,500원 / 라면, 쫄면 사리 600원 /
뻥크림 500원

인기메뉴 | 수
 육 1인분 9,000원 / 국수 3,000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070-5055-4033

06:30 - 22:30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새싹길 9
051-413-999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6
051-468-6255

10:00 – 21:00 일요일 휴무

11:30 – 20:30, 일 12:10 –20:00 목요일 휴무

부산역 근처 초량동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위치한 30년 전통의 즉석

맛집으로 100년 전통

떡볶이 전문점. 부산 3대

을 자랑하는 돼지 수육

떡볶이이다. 중독성 있는

전문점이다. 독립운동

맛의 즉석떡볶이와 달콤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뻥크림이 대표메뉴이다. 최소 떡볶이 2인분, 사리 2인분 이상

창업한 이래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수육과 국수 단

부산역에 내점한 삼진어묵은 2014년 10월 문을 열어 하루

주문이 가능하다. 후식으로는 뻥튀기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두 가지의 메뉴에만 집중하는 집으로 가격대비 푸짐한 양과

평균 4,000여명이 방문해 어묵 구매를 위해 10분 이상 줄을

주는 뻥크림이 인기다. 외부음식 반입이 불가하며 음료는

맛을 자랑하는 수육은 평산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소스

서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판매를 안 한다.

‘질금장’에 찍어먹으면 그 풍미가 더욱 좋다.

소문난불백

장성향

인기메뉴 | 불
 백정식 7,000원 / 돼지찌개 7,000원

인기메뉴 | 군만두小 6,000원

치즈, 새우, 카레, 땡초, 감자, 고구마 이렇게 6가지의 어묵
고로케이다. 다른 어묵들은 진열 되어있는 곳에서 원하는
종류를 원하는 만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

신발원
인기메뉴 | 고기만두 5,000원 / 군만두 5,000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 36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29

051-464-0846

051-467-4496

24시간 영업

12:00 - 21:00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62
051-467-0177

11:30 - 20:00

일명 초량불백으로 통하는 부산 초량동에 위치한 기사식당

부산 초량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영화 ‘올드보이’의 촬영지로

이다. 기사식당이지만 일반 손님들도 많이 찾는 맛집이다.

알려진 중식당이다.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성인 주먹보다 큰

부산역 맞은편 차이나타운에 위치해 60년 이상 운영되고

1층과 2층으로 나눠진 내부이다. 8가지 제공되는 밑반찬,

크기의 군만두이다. 피가 두툼하지만 바삭한 맛이 살아있고

있는 중국식 빵과 만두 전문점. 백종원의 3대천왕에 소개

불백 2인 이상 주문시 된장찌개가 추가로 나온다. 돼지불백

속에는 육즙이 살아있어 맛이 좋다. 군만두와 밑반찬 자차이

된 음식점이다. 기름기 없는 수제만두 안에 육즙을 머금은

정식이 가장 대표적인 메뉴지만, 시골밥상, 오뎅정식, 대구탕

조합이 좋다. 자장면은 야채와 고기, 새우가 매우 크게 손질

고기만두와 바삭한 군만두가 대표메뉴이다. 만두는 무,

등 다른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다.

되어 남다른 식감이다.

생강, 파, 고기를 섞어 만든다. 특히 군만두는 부추의 향긋한
향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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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 태종대 19

Area8

사하,
송도

복성반점

제일돌곱창

오사카

인기메뉴 | 짬
 뽕 6,000원 / 사천짬뽕 8,000원

인기메뉴 | 돌
 곱창전골 9,000원 / 곱창구이 14,000원

인기메뉴 | 함박스테이크

7,000원 / 오코노미야끼 5,000원 /
고로케(개당) 1,000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289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35번길 4

051-291-7834

051-202-1137

11:00 – 20:00 매주 화요일 휴무

09:00 – 23:00 월요일 휴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4번길 2
051-205-8408

11:3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일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일본가정식 전문점이다.
1층은 이자카야로 술을
마실 수 있고, 라멘, 덮밥,
카레, 회전초밥 등 식사는
33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양곱창구이와 돌곱창전골

2층에서 가능하다. 으깬

최근 백종원의 삼대천왕 짬뽕편에 등장하면서 더욱 인기가

전문점으로 2층으로 구성된 매장은 넓은 실내와 깔끔한 인테

감자로 만든 고로케와 오코노미야끼가 대표 메뉴. 특히,

높아졌다. ‘복성반점’ 짬뽕은 푸짐한 해산물이 가장 큰 특징이

리어를 자랑한다. 이 집의 인기메뉴인 곱창전골은 얼큰함이

오사카의 감자고로케는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러운 맛

다. 불맛이나 얼큰한 맛보다는 해물 육수와 순한 맛이 돋보이는

좋아 구이를 먹은 뒤, 기름진 속을 달래기 좋고 가격대비 많은

으로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빠지지 않고 주문하는 인기메뉴

짬뽕은 면을 국물에 반드시 흠뻑 적셔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양의 곱창과 기본으로 제공되는 라면과 당면사리가 할매집

이다.

느낄 수 있다.

의 푸짐한 인심을 보여준다.

35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3대째 운영해 온 중식당이다.

동녘돈까스
해주냉면

대티물꽁

인기메뉴 | 평양냉면 8,000원 / 함흥냉면 8,000원

인기메뉴 | 아구찜中 28,000원 / 대구뽈찜中 28,000원

인기메뉴 | 돈까스 6,000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24번길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135번안길 15

051-291-4841

051-203-4425

11:30 – 21:00 2,4째주 월요일 휴무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43
051-255-3209

10:00 – 21:30 2,4째주 일요일 휴무

12:00 - 22:00

부산 송도에 위치한 돈까스 전문점. 깔끔하고 정겨운 실내
1962년에 문을 열어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냉면 전문점.
고구마가루로 만든 함흥식 비빔냉면과 메밀가루로 만든
평양식 물냉면이 대표메뉴지만, 부산식 냉면인 밀면도
맛볼 수 있다. 특히, 고구마가루로 뽑아낸 면발은 쫄깃
하고 감칠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자칫 밋밋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먹다보면 자꾸 입맛을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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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와 다양하고 저렴한 돈까스 메뉴로 부산지역에서
푸짐한 양의 아구찜과 대구뽈찜이 유명한 집이다. 향긋한

소문난 맛집이다. 대표메뉴는 돈까스, 치킨까스, 고구마

미나리와 아삭한 콩나물을 얹은 매콤한 아귀찜이 이곳의

치즈까스, 불고기치즈까스. 대표메뉴 이외에도 20여 가지의

대표 인기메뉴. 아구찜은 맵기 조절이 가능해 입맛에 맞게

다양한 돈까스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선택할 수 있다. 매콤한 아구찜은 직접 담근 동동주와도

1인 1식 주문 시 셀프코너에 있는 마카로니, 샐러드, 떡볶이,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쫄면 등 반찬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사하 & 송도 21

빼놓을 수 없는 ‘진짜 부산’의 맛!

빼놓을 수 없는 ‘진짜 부산’의 맛!

부산 4대 대표 음식

부산 4대 대표 음식
부산밀면

돼지국밥
장시간 돼지뼈를 우려낸 육수에 돼지 수육을 넣고 밥을 말아먹는 국밥. 이 음식은

부산의 향토음식 중 하나인 밀면은 6.25전쟁 당시 함흥과 평양 등 이북의 피난민들이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잘 알려져있다. 고춧가루를

남부지방으로 내려올 때부터 밀면이 전해졌다는 가설이있다. 면이 질기지 않고

다진 양념과 새우젓, 아삭거리는 부추김치 등을 국밥 위에 얹어 먹으면 제법 든든한

부드러워 먹기 좋은 밀면은 가격 또한 부담스럽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한끼 식사가 된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미군부대에서

있으며, 무더운 여름 시원한 살얼음을 띄워 먹으면 기분까지 시원해짐을 느낄 수

나오는 돼지뼈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있다.

송정3대국밥

내호냉면

개금밀면

인기메뉴 | 돼지, 순대, 내장국밥 6,000원 / 수육백반 8,000원

인기메뉴 | 물, 비빔냉면 小 8,000원

인기메뉴 | 물밀면, 비빔빌면中 6,000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68번길 29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번영로26번길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82번길 9-4

051-806-5722

051-635-2295

051-892-3466

24시간 영업, 명절 휴무

1952년부터 이어온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밀면 전문 음식점

개금골목시장에서 1966년부터 50년 이상 영업해 온 밀면

에서 인정한 가장 오래된 돼지국밥 맛집이다. 부산 서면 돼지

이다. ‘부산 밀면의 원조’, ‘밀면의 발상지’로 불리며 우암시장

전문점. 부산 3대 밀면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직접 찾기

국밥골목의 터줏대감으로 국밥에 소면을 넣어 먹는 것이

의 좁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지만, 밀면의 원조를 찾는 미식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포장

특징이다.

들로 인해 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가야밀면

신창국밥

인기메뉴 | 돼지국밥 6,000원 / 수육백반 8,000원

인기메뉴 | 돼지국밥 7,000원 / 수육백반 9,000원

인기메뉴 | 물밀면, 비빔밀면 5,000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3-4

051-631-6906

051-465-7180

24시간 영업, 명절 휴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46번길 16
051-891-2483

10:30 - 20:00

한때 ‘밀면은 곧 가야밀면’ 이었을 정도로 유명한 40여년을

범일동 조방앞 거리에 위치한 마산식당은 돼지국밥으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역 인근에 위치한 돼지국밥 전문점

영업 중인 밀면전문점. 좁은 골목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석

유명한 부산에서도 단연 맛집으로 꼽히는 곳이다. 24시간

으로 일반적인 뽀얀국물과는 달리, 맑은 갈색의 국물이 특징

의 자리가 비는 시간이 없을 정도. 부산에 가면 꼭 가야밀면을

운영하여 인근 도매시장 상인들이 국밥 한그릇을 들기 위해

이다. 100% 국내산 돼지만을 사용하며, 잡내 없이 담백한 국물

먹어볼 것을 추천한다.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맛이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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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20:00

1946에 오픈해 70년동안 성업 중인 곳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마산식당

24시간 영업, 명절 휴무

09:00 - 21:00

돼지국밥 & 부산밀면 23

빼놓을 수 없는 ‘진짜 부산’의 맛!

부산 4대 대표 음식

냉채족발

동래파전
동래파전의 시작은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음식으로

부산의 푸짐한 먹거리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냉채족발. 매콤한 겨자소스에 당근과

출발했다는 설이 전해진다. 갖가지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를 넣어 지져낸 동래파전은

오이 등 각종 야채와 해파리를 올려 맛본다. 덕분에 느끼한 것은 잘 먹지 못하는

건강과 맛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웰빙 음식으로 손꼽힌다. 조선시대 말부터

젊은 여성들도 칼큼한 겨자 소스와 야채의 힘을 빌어 마음껏 맛볼 수 있다. 냉채

대중이 애용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동래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꾸준한

족발이 탄생한 부평동 족발골목은, 그 이름처럼 부평동 자락에 많은 족발집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

모여있다.

소문난동래파전

원조부산족발

인기메뉴 | 동래파전 12,000원

인기메뉴 | 족발, 냉채족발中 35,000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55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17-1

051-553-5464

051-245-5359

10:00 - 21:00 / 1,3째주 월요일 휴무

10:00 - 01:00

금강공원 앞에 있는 동래파전골목에 위치해 있다. 반죽물

부산냉채족발은 일반족발에 비해 더 얇게 썰어주는 것이 특징

위에 쪽파를 깔고 오징어, 새우, 홍합 등 다양한 해물과 돼지

이다. 그래서 냉채로 차갑게 먹어도 씹기 편하다. 서비스로

고기를 올리고 계란 하나를 탁 깨서 부쳐낸 동래파전이 대표

주는 미니족도 별미다. 살이 많지는 않지만 쫀득쫀득한

인기메뉴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구워낸 것이 특징.

식감에 고소한 맛이 냉채소스에 살짝 찍어먹어도 맛있다.

동래할매파전

범일빈대떡

한양족발(남포점)

홍소족발

인기메뉴 | 동래파전小 20,000원

인기메뉴 | 빈대떡 7,000원 / 파전 9,000원

인기메뉴 | 족발, 냉채족발中 35,000원

인기메뉴 | 족발大 40,000원 / 냉채족발大 40,000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43-1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19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23번길 13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21-3

051-552-0792

051-646-0081

051-246-3039

051-257-2575

12:00 - 22:00 / 매주 월요일 휴무

15:00 - 24:00 / 매월 1째주 일요일 휴무

11:30 - 00:00

12:00 - 24:00

1930년부터 4대째 이어온 부산 동래에 위치한 전통향토

빈대떡과 파전을 판매하고 있는 30년 전통의 빈대떡집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성업중인 부산의 족발 맛집으로 2층으로

부평동 족발 골목 초입에 있는 족발집.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식점이다. 솥뚜껑 모양의 무쇠그릇에 기름을 넉넉하게 붓고

파전과 빈대떡이 모두 맛있는 곳이다. 비 오는 날에는 줄을

준비되어 있는 넓고 쾌적한 매장은 인근 직장인들의 회식

매생이 된장국조차 소주를 부르는 맛을 자랑한다. 한국 전통

파와 반죽을 올린 후 쇠고기나 해물을 더해 구워내는 전통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 있는 범일 빈대떡. 그냥 지나칠 수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 한약재만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육질의

방식으로 각종 한약재와 신선한 재료를 넣고 진하게 족발을

없다면 포장도 가능하니 참고할 것.

고기와 쫄깃한 껍질의 식감이 특징이다.

삶아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방식을 따라 조리하며 간장보다도 초장에 찍어먹으면 해물
맛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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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파전 & 냉채족발 25

부산의
유명한
빵집

옵스(해운대점)

거인통닭

인기메뉴 | 슈크림 2,300원 / 학원전 1,300원

인기메뉴 | 후라이드치킨 16,000원 / 양념,반반 17,000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 31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47번길 34

051-747-6886

051-246-6079

08:00 – 23:00

해운대 시장 앞에 위치하여 20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유명

부산의 3대 통닭으로 유명한 닭요리 전문점으로 부평시장

한 베이커리. 꾸준한 인기로 최근에는 서울 명동에까지 매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백종원의 삼대천왕에 등장하면서

을 오픈했다. 성인 남성 주먹만 한 커다란 크기의 ‘슈크림’이

인기가 더욱 높아져 웨이팅은 필수. 염지를 안 한 국내산

대표 인기메뉴. ‘학원가기 전 엄마가 만들어준 카스테라’라는

생닭을 사용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치킨 맛을 느낄 수

의미의 ‘학원전’ 역시 대표 인기 메뉴 중 하나. 부드럽고 달콤한

있다. 이곳의 대표메뉴는 가마솥에 튀겨낸 푸짐한 양의

맛으로 아이들에게 인기 있다. 이외에도 애플파이, 참치빵,

후라이드치킨. 카레향이 솔솔 풍기는 후라이드치킨은 튀김옷

명란바게트 등 다양한 종류의 빵과 케익이 있다.

만 먹어도 좋을 만큼 바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비엔씨

뉴숯불통닭

인기메뉴 | 사라다빵 4,000원 / 파이만쥬 8개 12,000원

인기메뉴 | 후라이드치킨 15,000원 / 양념치킨 16,000원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3-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335번길 46

051-245-2361

051-514-3885

10:00 – 22:00

16:00 – 24:00 매주 일요일 휴무

비엔씨는 부산 비프광장 부근에 있는 1983년부터 시작된 30년

부산대학교 근처의 유명 통닭집이다. 튀김옷이 얇아 부드

전통의 베이커리이다. 부산 대표빵 공모전 대상을 차지한 빵집

러우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후라이드치킨 위에는

으로, 바삭한 표면과 팥앙금이 조화로운 파이만쥬와 옛날 맛

0.5㎝ 정도의 두께로 썰어놓은 감자 튀김을 얹어주는데

그대로 오이와 감자샐러드가 가득 들어간 사라다빵이 대표

포슬포슬한 감자튀김이 별미다. 매일 국내산 생닭을 통으로

메뉴. 그 외에도 전통적인 방식의 빵과 트렌디한 빵을 다양하게

들여와 가게에서 다 토막내어 사용하며 1.3㎏ 육계를 고집

맛 볼 수 있는 곳이다.

하므로 양도 푸짐하다. 감자와 닭을 함께 낸 것은 뉴숯불

백구당
인기메뉴 | 크로이즌 4,500원 / 호두바게트 4,500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번길 3
051-465-0109

08:00 – 22:30 / 토 08:00 – 22:00 /

일 09:00 – 22:30 / 공휴일 09:00 – 18:00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주 오래된 빵집으로서,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를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세련된 멋은 없지만
옛날스러운 맛으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곳은
꽈배기, 찰떡도넛 등의 달콤한 빵이나 고로케, 야채빵, 피자
토스트와 같은 조리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 인기메뉴는
크림이 들어있는 촉촉한 초코파이와 속에는 옥수수가 들어
있고 겉에는 밤슈가가 뿌려진 크로이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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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23:00 일요일 휴무

부산의
유명한
닭집

통닭이 처음이라고 한다.

희망통닭
인기메뉴 | 통구이 15,000원 / 후라이드,양념,반반 15,000원
부산시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8번길 94
051-555-0073

10:00~00:30 매주 월요일 휴무

1983년에 오픈해 ‘부산 3대 통닭’으로 유명한 치킨집. 새콤
한 치킨무와 양배추를 잘게 썰어 케첩을 버무려낸 옛날
스타일의 사이드가 정겹다. 바삭하고 촉촉한 후라이드 치킨과
매콤한 양념을 듬뿍 넣은 양념치킨도 인기지만, 심심하게
간을 해서 바삭하게 튀겨낸 닭똥집이 이집의 별미다. 튀김
옷에는 카레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으로, 연하게 풍겨 나오는
카레향이 닭의 잡내를 잡고 풍미를 더해준다.

빵집 & 닭집 27

부산명물횟집
인기메뉴 | 회백밥(1인) 33,000원 / 특회백밥(1인) 45,000원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5-1
051-245-7617

9:00~22:00 명절휴무

자갈치 시장 안에 있는 노포인 부산명물횟집은 ‘회백밥’이라
는 독특한 메뉴로 부산 시민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매장
이다. 회백밥은 ‘회가 나오는 백반’을 의미하는 메뉴명이다.
제법 큰 사이즈의 생선을 활용하여 1인분씩 분량을 덜어
서빙 한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독특한 초장맛. 묽은
질감에 달콤한 맛이 강한 초장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소스다. 한 끼 식사 치고 다소 비싼 가격은 흠.

삼삼횟집
인기메뉴 | 모듬회(1인) 25,000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78
051-753-7333

12:00 – 22:00 연중무휴

부산의
유명한
디저트
카페

아방가르드카페
인기메뉴 | 푸딩 5,000원 / 아이스크림 3,800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0-3
10:30 – 21:00

부산의 손꼽히는 관광지인 감천 문화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이 아름다운 곳으로 테라스 좌석에서 커피
한잔과 함께 여유를 즐기기 좋아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언덕위의하얀집
인기메뉴 | 아메리카노+조각케익 9,500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산151-2
051-241-8862

12:00 – 00:00

부산 송도 암남공원에 위치한 언덕위의하얀집은 통유리
넘어로 보이는 바다와 조용한 분위기가 감도는 여유로운
분위기의 카페이다. 저녁에는 라이브 공연도 진행되어 아름
다운 야경과 음악으로 눈과 귀 모두를 만족 시키는 카페이다.

광안리에서 유명한 횟집으로 민락회센타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는 회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1인 25,000원으로
3종류의 회(참돔, 광어, 농어 혹은 밀치 등)를 제공받는다. 회는
취향껏 회로 즐길 수도 있고, 접시밥을 주문해 초밥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살짝 양념이 가미된 초밥용 밥에 와사비를
얹고 도톰한 회까지 올려 먹으면 밥보다도 탱글탱글한 회의
질감이 많이 느껴져 씹는 맛이 좋다.

부산의
유명한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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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볶는집 커피나무
인기메뉴 | 아메리카노 2,500원(아이스 3,000원)
더치커피 3,500원~4000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06번길 5
051-202-2814

평일 08:00 – 21:30 / 주말 10:00 - 21:30

하단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커피볶는집 커피나무는 인근
주민들에게 좋은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로 입소문이 난 카페

칠성횟집

이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진 내부는 엔틱한 감성과

인기메뉴 | 도다리세꼬시大 50,000원 / 광어, 우럭 30,000원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63
051-753-3704

12:00 – 23:00 명절 휴무

광안리 앞바다를 가르는 광안대교가 한 눈에 들어오는 2층
에 위치하여 해질 무렵이면 노을이 보이는 광안대교의 야경
이 아름다운 횟집이다. 경치를 즐기기 좋은 창가 좌석은 일치

따뜻한 감성이 돋보인다.

모모스커피
인기메뉴 | 오늘의커피 4,000원 / 과일티 5,000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시게로 20
051-512-7036

07:30 – 23:00

감치 손님들로 만석을 이룬다. 크기가 작은 생선을 가시째

부산에서 예쁜 인테리어와 커피, 베이커리로 유명한 카페.

회로 내는 세꼬시(뼈회)와 광어, 우럭 등 신선한 생선회도

4평자리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부터 시작된 카페이다.

준비되어 있다. 횟집이라고 하면 흔히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외관은 한식집 분위기가 느껴진다. 작은 대나무 숲이 인상

있는 밑반찬(스끼다시)이 없기 때문에 방문 전 참고하면 좋다.

적인 오래된 공간을 멋스럽게 잘 활용한 정원이 있으며
바깥에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
횟집 & 디저트카페 29

부산관광안내소 Busan Tourist Information Center
부산종합관광안내소

중구 구덕로 31

051-253-8253

국제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중구 충장대로 24

051-465-3471

김해공항(국제선) 관광안내소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051-973-2800

김해공항(국내선) 관광안내소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051-973-4607

노포동 관광안내소

금정구 중앙대로 2238

051-502-7399

벡스코 안내데스크

해운대구 APEC로 55

051-740-7399

부산역 관광안내소

동구 중앙대로 206

051-441-6565

태종대 관광안내소

영도구 전망로 316 (태종대유원지 입구)

051-860-7876

창선 관광안내소

중구 광복중앙로 1

051-242-8253

상해거리 관광안내소

동구 대영로243번길 38

051-441-3121

송정 관광안내소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62

051-749-5800

해운대종합관광안내소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051-749-5700

달맞이길 관광안내소

해운대구 달맞이길 190

051-749-5710

광안리 U-관광안내소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051-610-4216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5

051-818-1330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남구 오륙도로 137

051-607-6395

감천문화마을 안내센터

사하구 감내2로 203

051-204-1444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에 대하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 부산관광공사 051-780-2177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과 051-888-5186

한류로 하나 되는 글로벌 축제!

2016 부산 ONE-ASIA 페스티벌
한류는 더 이상 일시적 흐름이 아닌, 세계적 문화로 자리 잡았다. 부산 역시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곳 글로벌 시티 부산에서 올해부터 아시아인들의 축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올해 첫 선보이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우리나라 문화, 그리고 한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줄 초대형 한류
축제가 될 것이다.

2016
ONE-ASIA
Festival

24시 관광 통역 안내서비스 1330 관광 통역 안내 서비스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안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택시, 식당 등 이용 시 간단한 통역이

일시 : 10. 1.~10.23.
문의 : www.bof.or.kr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I 이용요금 I 일반 전화의 기본요금

I 이용시간 I 24시간 운영

I 이용방법 I •
 부산에서 이용할 경우 1330
•외국에서 이용할 경우, 82+0을 제외한 지역번호+1330
(예 : 미국에서 부산 안내를 받으려면 82+51+1330)
•부산에서 자신이 묵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안내를 원하면 지역번호+1330
(예 : 부산에서 서울 안내를 받으려면 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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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벡스코 등

'한류와 아시아 문화, 부산에서 즐기자'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최신 한류콘텐츠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주요행사로는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새로운 형태의 K-POP 콘서트를 비롯해 인기드라마 OST가수·출연배우가
함께 나오는 드라마뮤직 콘서트, 또 K-POP의 한계를 뛰어넘는 뉴커런츠뮤직 콘서트 등 다양한 음악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각국의 독특한 음악과 문화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시아전통음악 무대도 볼거리다.

관광안내소 & 원아시아페스티벌 31

부산관광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bto_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