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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할매밀면 Gaya Halmae Milmyeon

연제구 Yeonjaegu

1

부산의 향토음식인 밀면전문점으로, 밀가루에 옥수수 전분을 섞어, 다른 밀면전문점들보다
더 탄력있는 면이 특징이다. 육수는 돼지뼈와 소뼈에 각종 야채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들
고, 사이드 메뉴인 만두도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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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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 ₩6,000 / 비빔밀면 Bibim Milmyeon ₩6,000, ₩6,500
Address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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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밀면본점 Gukje Milmyeon Main Store

2

연제구 Yeonj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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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지
는데, 이 곳은 손으로 일일이 얇게 찢은 양지머리 고기가 올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Best Menu 물밀면 Mul Milmyeon ₩7,000, ₩8,000 / 비빔밀면 Bibim Milmyeon ₩7,000, ₩8,000
Address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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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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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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pulled thin pieces of brisket.

3

디저트시네마 Dessert Cinema
빵이 맛있기로 소문난 디저트카페로 주말만 영업하기 때문에 가게가 오픈하는 12시 이전부
터 대기하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는 곳이다. 크로아상이 특히 인기있으며, 조금 늦게 찾아
오면 모든 빵이 매진되어 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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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is famous, tasty bakery is open only on weekends, the customers wait
in long queues before their operating hour at 12:00 p.m. Croissants are especially
popular, and if you arrive a little late, you might ﬁnd that all the bread is tragically
sold out.

Best Menu 오리지널크로아상 Original Croissant ₩3,800 / ₩시네마우유 Cinema Milk 7,000
Address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32-1 / 32-1, Ssangmicheon-ro, Yeonje-gu
Inquiry +82-51-867-5757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19:00(Closed)

북경 Bukgyeong (Beijing)

4

연산동의 중심가골목에 위치한 중식당으로 요리를 전문으로 하여 이 지역 회사원들이
회식장소로도 자주 찾는 곳이다. 모든 메뉴의 수준이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짜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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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quiry +82-51-863-0055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3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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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자장면 Jajangmyeon ₩5,000 / 짬뽕 Jjambbong ₩7,000
Address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76번길 11 / 11, Jungang-daero 1076beon-gil, Yeonje-gu

연제구 Yeonjaegu

5

연산낙지해물탕 Yeonsan Nakji Haemultang

해물탕은 원래 푸짐한 해산물들이 담겨 나오는 음식이지만, 이 곳의 해물탕은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싱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해산물들이 뚜껑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담겨 나
온다. 해물탕이 익을 때쯤 살아있는 낙지를 손질해 넣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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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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 ₩55,000
Address 부산 연제구 과정로 121 / 121, Gwajeong-ro, Yeonje-gu
Inquiry +82-51-758-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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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례남원추어탕 Yang Malrye Namwon Chueotang

6

16년째 운영중인 추어탕전문점으로 친절한 점원들의 밝은 웃음이 인상적인 식당이다.
추어탕은 보통 부산식과 남원식으로 분류되고 두가지를 모두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이 곳은
묵직한 맛이 특징인 남원식추어탕을 전문으로 만든다.

It is a chueotang restaurant that has been in operation for 16 years. The bright
smiles of friendly workers are memorable. Chueotang is usually classiﬁed as either Busan and Namwon style, and many shops sell both. This restaurant focuses
on Namwon style, which is more hearty.

Inquiry +82-51-863-9911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3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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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추어탕 Chueotang ₩7,000 / 가오리무침 Tossed Stingray ₩10,000, ₩15,000
Address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43번길 50 / 50, Jungang-daero 1043beon-gil, Yeonje-gu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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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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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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 고기만두 Meat Dumplings ₩4,000
Address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43번길 50 / 50, Jungang-daero 1043beon-gil, Yeonje-gu
Inquiry +82-51-864-3455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1:30(Closed)

옻바다전복삼계탕 Otbada Jeonbok Samgyetang

8

연산동 중심가골목에 위치한 삼계탕전문점으로, 대표적인 보양음식인 옻나무삼계탕에 전복
을 추가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전주로 옻술이 제공되는 이 곳은 TV프로그램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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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quiry +82-51-862-3307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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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옻삼계탕 Chicken Soup with Lacquer Tree Chips ₩15,000 / 삼계탕 Samgyetang ₩13,000
Address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19번길 16 /16, World cup-daero 119beon-gil, Yeonje-gu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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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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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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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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미초밥 Palmi Chobap

10

연제구 Yeonjaegu

부산의 대표적인 일식전문점 중 한 곳으로, 상업지역인 이 지역에서도 손님을 대접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30년 경력의 오너쉐프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의 코스요리
는 가격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Best Menu 생선초밥 Sushi ₩20,000 ~ ₩30,000 / 코스요리 Course meal ₩50,000 ~ ₩100,000
Address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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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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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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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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도구 Yeongdogu

고신대영도캠퍼스
Yeongdo Campus,
Gosin University

1

고을산채 Goeulsanchae
2006년부터 운영해온 한식당으로, 모든 반찬들을 주인이 직접 만든다. 점심에는 제철반찬
이 함께 제공되는 산채정식 비빔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으며, 저녁에는 소고기버섯전골
과 곱창전골이 인기 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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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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
Address 부산 영도구 대교로2번길 7 / 7, Daegyo-ro 2beon-gil, Yeongdo-gu
Inquiry +82-51-41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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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집 Doljip

2

20년간 운영해온 순두부전문점인 이 곳
은 깔끔한 반찬들과 생선반찬이 함께
제공되며, 주인이 직접 만든 김치 장아
찌들을 맛볼 수 있다. 5가지의 순두부
메뉴가 있는데, 돌집순두부찌개가 오랫
동안 인기 있는 메뉴. 채식주의자들을
순두부찌개메뉴도 있다.

Address 부산 영도구 남항로 26-7 / 26-7, Taejong-ro 318beon-gil, Yeongdo-gu
Inquiry +82-51-412-6670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19: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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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순두부정식 Sundubu Set ₩7,000 / 제주 암돼지 오겹살(130g) Jeju Pork Belly 130g ₩9,000

영도구 Yeongdogu

This mild-tofu specialized restaurant has been operating for 20
years, and it serves mild side dishes with ﬁsh. You can taste kimchi
and pickles made by the owner. Out
of the ﬁve types of sundubu menu,
Doljip Sundubu Jjigae is the longtime crowd favorite. There is also a
jjigae menu for vegetarians.

3

본도시락 영도점 Bon Dosirak Yeongdo Branch
유명 프렌차이즈의 분점으로, 집에서 만든 식사처럼 깔끔하게 만든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다. 50가지의 메뉴들이 있고 주문 즉시 조리되어 친환경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것이 특징
이며, 배즙을 넣어 부드러운 소스의 버섯소불고기도시락이 인기메뉴.

영도구 Yeongdogu

It is a branch store of the famous franchises and
sells lunchboxes that are just as nicely ﬁxed as
home-made meals. 50 kinds of menus are cooked
on order and delivered in eco-friendly containers.
The popular menu is the bulgogi and mushroom
lunchbox with tender pear sauce.

Best Menu 버섯불고기도시락 Bulgogi and Mushroom Lunchbox ₩8,400 /
대구식매운찜갈비 도시락 Daegu-style Spicy Braised Ribs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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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부산 영도구 남항로9번길 34
34, Namhang-ro 9beon-gil, Yeongdo-gu
Inquiry +82-51-417-4282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0:00(Closed)

비토닉 B.TONIC

4

들어서는 순간 민트색의 화사한 공간과 아름다운 바다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부둣가에
위치한 카페인 이 곳은 실내공간인 6층과 루프탑인 7층의 두개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
카포트를 사용하여 추출한 커피에 부드러운 우유거품이 어우러진 비토닉클래식이 인기음료.
The moment you enter, you can see the bright mint-colored space and beautiful
ocean scenery. This cafe is located on the waterfront, operated on two ﬂoors: the
6th ﬂoor and the 7th ﬂoor on the rooftop. The popular drink is the B.Tonic classic,
which is coffee extracted from Moka pot topped with soft milk foam.

Inquiry +82-51-997-4484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3: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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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비토닉클래식 B.Tonic Classic ₩6,500 / 아메리카노 Americano ₩5,500
Address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1-2 / 201-2, Dongsam-dong, Yeongdo-gu

5

석화정 Seokhwajeong
18년간 운영해 온 굴요리 전문점으로, 재철 생굴, 굴구이, 굴튀김, 굴파전, 굴김치 등 굴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대표메뉴인 굴국밥은 신선한 자연산 굴을 사용
하여, 깔끔하고 풍부한 맛으로 인기 있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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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 동삼로 42번길 16-11 / 16-11, Dongsam-ro 42beon-gil, Yeongdo-gu
Inquiry +82-70-8913-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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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쎄떼 e.c.t

6

영도의 부둣가에 있는 깡깡이예술마을에 위치한 카페로, 오래된 공간과 물건들을 활용한
레트로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예쁘게 꾸며진 디저트가 진열되어 있는데, 모두 맛보고
싶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단디저트음료셋트가 인기메뉴.

Best Menu 2단디저트음료셋트 Two-level dessert drink set ₩38,500
1인디저트셋트 Dessert set for 1 ₩12,900
Address 부산 영도구 대평북로 29 1층 / 49-1, Daepyeongbuk-ro, Yeongdo-gu
Inquiry +82-51-913-2008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2: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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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fe is located in Art Village on the pier of Yeongdo. It has an impressive retro
interior that utilizes old spaces and objects. They have fancy desserts on display,
and you need to calm down the urge to taste them all. The two-level dessert drink
set is popular.

에테르 Aether

영도구 Yeongdogu

7

흰여울 문화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한 4층으로 구성된 루프탑 카페로, 전 층에서 영도의 멋진
바다풍경을 감상 할 수 있는 곳이다. 프랑스산 재료를 사용한 크로아상과 자체개발한 3종의
시그니처음료들이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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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in the center of the Huinnyeoul Culture Village, this rooftop cafe consists
of 4 ﬂoors where you can admire the wonderful sea view of Yeongdo. Croissants
made with French ingredients and three types of signature drinks are popular
items.

Best Menu 동백 Camellia ₩7,500 / 목련 Magnolia ₩7,500 / 모란 Peony ₩7,500
Address 부산 영도구 절영로 234 / 234, Jeoryeong-ro, Yeongdo-gu
Inquiry +82-51-263-5055

Hours 오픈 09:00(Open) / 마감 23:00(Closed)

오채담 Ochaedam

8

영도구 Yeongdogu

유명한 외식장소인 목장원의 3층에 위치한 한식뷔페로, 음식 가짓수 보다는 제대로 만든 음
식을 추구하는 식당이다. 아름다운 바다를 조망하면서 특급호텔 출신의 주방장이 직접 조리
하는 건강한 계절별 한식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

Best Menu 평일점심 Weekday Lunch ₩22,000 / 평일저녁 Weekday Dinner ₩23,000
Address 부산 영도구 절영로 355 / 355, Jeoryeong-ro, Yeongdo-gu
Inquiry +82-51-404-5012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1: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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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buffet is located on the 3rd ﬂoor of the Mokjangwon, a famous dining
space. They aim to provide well-made cuisine, not just more dishes. You can enjoy healthy seasonal Korean cuisine prepared by a chef from a luxury hotel while
viewing the beautiful sea.

9

태종아리랑 Taejong Arirang
이 지역의 유명한 외식장소로 한우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한식당인 이 곳은, 바다와 해양박
물관등이 보이는 멋진 풍경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숙성된 소고기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양념갈비와 갈비탕이 인기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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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Yeongdogu

This famous local restaurant specializes in grilling Korean domestic beef(Hanwoo). You can enjoy meals with great views of the sea and the marine museum.
The popular menu is tender spareribs and sparerib soup made with aged beef.

Best Menu 아리랑갈비(300g) Arirang Galbi 300g ₩20,000 / 한방갈비탕 Herbal Galbi Soup ₩10,000
Address 부산 영도구 와치로 328 / 328, Wachi-ro, Yeongdo-gu
Inquiry +82-51-404-9292

Hours 오픈11:30(Open) / 마감 21:00(Closed)

Fantastic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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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Junggu

자갈치시장 & 부산타워 Jagalchi Market & Busan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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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가야밀면
Halmae Gaya Milmyeon

개미집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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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po Samgyetang

노티스
Notice

도피오(한성1918)
Doppio (Hanseong 1918)

비엔씨
B&C

부산족발
Busan Jokbal

백구당
Baekgudang

이승학돈까스
Lee Seung-hak Tonkatsu

10
11

청기와 개미집
Cheonggiwa Gaemijip

홍익돈까스
Hongik Tonkatsu

중구
구J
Junggu
ung
nggu
ggu

부산민주공원
Democracy Park

중구 Junggu

중구청
Jung-gu Office

8
중앙역
Jungang
g Station

4
5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Coastal Passenger Terminal,
Busan Port

10

9
3

자갈치역
Jagalchi Station

1

6

자갈치시장
Jagalchi Market

남포역
Nampo Station

231

7

용두산공원
Yongdusan
n Park
P

2
11

1

할매가야밀면 Halmae Gaya Milmyeon
광복로패션거리의 골목에 위치한 밀면전문점으로, 식사시간에는 항상 긴줄이 늘어서 있는
유명한 식당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면의 특성과 넓은 매장으로 인해 대기줄이 길지
만, 웨이팅 시간은 짧은 편.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는 매장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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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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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 / 비빔밀면 Bibim Milmyeon ₩5,500
Address 부산 중구 광복로 56-14 / 56-14, Gwangbok-ro, Jung-gu
Inquiry +82-51-24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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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집본점 Gaemijip Main Store

2

부산의 향토음식인 낙지볶음전문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식당인 개미집은 1972년부터 40
년이 넘게 영업해온 곳이다. 낙지볶음, 낙지새우볶음, 낙지곱창볶음, 수중전골, 불고기낙지
전골 등의 메뉴가 모두 인기 있다.
Gaemijip, the most famous restaurant out of all the stir-fried octopus shops in
Busan, has been operating for more than 40 years since 1972. They offer stir-fried
octopus, stir-fried octopus with shrimp, stir-fried octopus with tripe, seafood hot
pot, and grilled octopus hot pot, which are all popular.

Address 부산 중구 중구로30번길 22 / 22, Junggu-ro 30beon-gil, Jung-gu
Inquiry +82-51-24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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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Menu 낙지볶음 Stir-fried Octopus ₩9,000 / 수중전골 Seafood Hot Pot ₩10,000

남포삼계탕 Nampo Samgyetang

중구 Junggu

3

광복로패션거리 근처에 있는 이 곳은 50년 이상 운영해 온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으로, 대표
메뉴인 삼계탕은 뱃속에 찹쌀과 인삼, 밤, 대추를 채워 넣은 닭 한 마리를 육수에 넣고 뚝배
기에 끓는 채로 내어준다. 전기구이도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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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near Gwangbok-ro Fashion Street, it is
a famous samgyetang(Chicken soup) restaurant
that has been open for more than 50 years. The
top menu, samgyetang, is made of one whole
chicken ﬁlled with glutinous rice, ginseng, chestnut, and jujube in broth. It is served boiling in an
earthen pot. Roasted chicken is also popular.
Best Menu 삼계탕 Samgyetang ₩14,000 / 전기구이 Roasted Chicken ₩15,000
Address 부산 중구 남포길 16-1 / 16-1, Nampo-gil, Jung-gu
Inquiry +82-51-245-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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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티스 Notice

4

1950년에 지어진 쌀 창고를 현대적 감성으로 개조한 카페로, 건물
의 올드함을 살린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음료와 간단한 식사, 그리
고 맥주와 와인도 준비되어 있는 이 곳은 100%착즙 주스인 생과일
주스와 샌드위치가 인기메뉴.
This cafe renovated a rice warehouse built in 1950 with a
modern sensibility.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that maintains
the vintage look is quite interesting. Drinks and snacks, as
well as beer and wine are available. The most popular menus
are freshly squeezed 100% fruit juice and sandwiches.

Inquiry +82-70-4114-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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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Menu BLT샌드위치 BLT Sandwich ₩7,000 / 생과일주스 Fresh fruit juice ₩7,000
Address 부산 중구 대교로 135 / 135, Daegyo-ro, Jung-gu

5

도피오(한성1918) Doppio(Hanseong 1918)
용두산공원 아래에 위치한 이 곳은 근대건축문화
자산으로 지정된 101년 된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운영하는 아트
카페다. 케냐AA, 예가체프, 콜롬비아를 주원료로
하는 드립커피가 대표메뉴.

236

중구 Junggu

Located at the bottom of Yongdusan Park,
this 101-year-old building was designated
as modern architecture and cultural asset.
It was renovated into an art cafe, a space to
experience cultural arts. Drip coffee is mainly
made from Kenya AA, Yegachev, and Colombian beans.

Best Menu 케냐AA Kenya AA ₩5,500 /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Ethiopian Yegachev ₩5,000
Address 부산 중구 백산길 13 / 13, Baeksan-gil, Jung-gu
Inquiry +82-51-256-8184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19:00(Closed)

비엔씨 B&C

6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부산 3대 빵집 중 한 곳으로 불리는 유명한 제과점으로, 1980~1990
년대 부산 최대번화가였던 이 곳의 대표적인 약속장소 이기도 했다.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맛을 지키고 있는 사라다빵과 파이만주가 특히 인기 있다.

Known as one of the three top bakeries in Busan among tourists, it was also the
most popular meeting place in the 1980s and 1990s, when the area was the busiest downtown in Busan. The salad bun and pie manju, which still taste the same
after such a long time, are especially popular.

Inquiry +82-51-245-2361

Hours 오픈 08:30(Open) / 마감 22:3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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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Junggu

Best Menu 사라다빵 Salad Bun ₩4,000 / 파이만주(4개) Pie Manju ₩6,800
Address 부산 중구 구덕로34번길 3-1 / 3-1, Gudeok-ro 34beon-gil, Jung-gu

7

부산족발 Busan Jokbal
부평동 돼지족발골목에 위치한 족발전문점으로, TV프로그램으로도 자주 소개되는 유명한
식당이다. 이 지역은 부산의 향토음식인 냉채족발이 탄생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부산족발도
담백하고 탄력 있는 족발과 냉채족발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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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Junggu

Located in Bupyeong-dong Jokbal Alley, this is a famous restaurant that is often
introduced on TV programs. It is also famous as the birthplace of naengchae jokbal (cold tossed pork hocks), a local delicacy of Busan. The restaurant’s light and
chewy jokbal and naengchae jokbal are popular.

Best Menu 족발 Jokbal ₩30,000 ~ ₩50,000 / 냉채족발 Naengchae Jokbal ₩30,000 ~ ₩50,000
Address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19-1 / 19-1, Gwangbok-ro, Jung-gu
Inquiry +82-51-245-5359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01:00(Closed)

백구당 Baekgudang

8

1959년에 개업해 60년간 3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이 제과점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이며, 이름 있는 수많은 파티쉐들이 거쳐 간 곳이기도 하다. 부산 3대 빵집이라 불리
기도 하는 이 곳은 2대 주인이 개발한 크로이즌이 대표메뉴.
Founded in 1959, this oldest bakery in Japan has been handed down for three generations for 60 years. Numerous famous patissiers have built their careers here as
well. Also known as one of the three major bakeries in Busan, Baekgudang’s most
popular menu is Croissen, a bread developed by the second owner.

Inquiry +82-51-465-0109

Hours 오픈 08:00(Open) / 마감 22:3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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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Junggu

Best Menu 크로이즌 Croissen ₩5,000 / 파이만주 Pie Manju ₩7,000
Address 부산 중구 중앙대로81번길 3 / 3, Jungang-daero 81beon-gil, Jung-gu

9

이승학돈까스 Lee Seung-hak Tonkatsu
20여년 운영해온 남포동의 유명 돈까스전문점으로 자체 개발한 특제 데미그라스 소스가
맛의 비결인 이 곳은, 오래 전 방식으로 식전 스프가 먼저 제공되고 주문한 음식이 따라나
온다. 특제 소스에 매운 맛이 가미된 매운 돈까스도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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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Junggu

This popular Nampo-dong tonkatsu place is in business for more than 20 years.
The special demi-glace sauce they developed is the secret to their ﬂavor. Just as
back in the days, they offer soup before the order is served. Spicy pork cutlet with
a touch of ﬁre in the special sauce is also widely loved.

Best Menu 돈까스 Tonkatsu ₩8,000 / 매운돈까스 Spicy Tonkatsu ₩8,500
Address 부산 중구 광복로49번길 2 / 2, Gwangbok-ro 49beon-gil, Jung-gu
Inquiry +82-51-24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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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기와 개미집 Cheonggiwa Gaemijip

10

중구 Junggu

용두산공원 아래의 식당가에 위치한 이 곳은 특이하게도 한우나 돼지고기의 숯불구이와
양념갈비, 그리고 낙지볶음 해물탕 등의 여러 가지 음식을 모두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식당
이다. 특히, 양념갈비와 낙지곱창새우볶음이 인기 있다.

Best Menu 낙곱새 볶음 Stir-fried Nakgopsae (octopus, tripe, shrimp) ₩10,000
돼지갈비 Pork Ribs ₩9,000
Address 부산 중구 백산길 16 / 16, Baeksan-gil, Jung-gu
Inquiry +82-51-246-0228

Hours 오픈 09:30(Open) / 마감 22:3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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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aurant is located in the restaurant
street below Yongdusan Park. The restaurant specializes in many different dishes,
including charcoal-grilled Korean domestic
beef(hanwoo), pork, seasoned ribs, stir-fried
octopus, and even seafood soup. Particularly popular are seasoned ribs and nakgopsae
(stir-fried octopus, tripe, shrimp).

11

홍익돈까스 Hongik Tonkatsu

중구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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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rfried udon with seafood are their popular picks. It is also well known for large
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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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홍익 왕 돈까스 Hongik Wang Tonkatsu ₩9,900
해물볶음 우동 Stir-Fried Udon with Seafood ₩9,500

Address 부산 중구 광복로 45-8 1층 / 1F, 45, Gwangbok-ro, Jung-gu
Inquiry +82-51-24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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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해수욕장 & 동백섬 Haeundae Beach & Dongbaekseom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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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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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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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수복국 Geumsubokguk Haeunda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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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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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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43번길 23 / 23, Jungdong 1-ro 43beon-gil, Haeundae-gu
Inquiry +82-51-742-3600

Hours 오픈 24:00(Open)

거대갈비 Geodae Galbi

친절한 점원들이 인상적이다. 최상등급의 한우인만큼 가격도 높은 편이지만, 직원이 고기를

해운대구 Haeundaegu

최상등급의 고기와 최고의 원재료만을 사용한다는 한우숯불구이전문점으로, 깔끔한 실내와

2

구워주는 등 만족도가 높은 식당이다.

Best Menu 등심(100g) Sirloin (100g) ₩59,000 / 프리미엄 갈빗살(100g) Premium Ribs (100g) ₩62,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22 / 22, Dalmaji-gil, Haeundae-gu
Inquiry +82-51-74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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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미집 Gaemijip Sindosi Branch

부산의 대표적인 낙지요리전문점인 개미집의 분점으로, 본점에 뒤쳐지지 않는 맛을 선보이
고 있다. 본점과 같이 낙지볶음, 낙지새우볶음, 낙지곱창볶음 등의 요리들이 모두 인기 있으
며, 불고기낙지버섯전골과 곱창전골을 찾는 손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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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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rf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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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38 / 38, Daecheon-ro, Haeundae-gu
Inquiry +82-51-744-6446

Hours 오픈 11:00(Open) 마감 22:00(Closed)

다온 Daon

으로 장식된 별실이 마련되어 있어 격식 있는 모임의 장소로도 많이 찾는 곳. 한약재와 제철

해운대구 Haeundaegu

한옥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한정식전문점으로, 토속적인 소품

4

음식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한식 요리를 곱게 담아 코스로 내는 한정식이 인기.

Best Menu 다온상(1인) Daon Set (1 serving) ₩110,000 / 송아리(1인) Songari Set (1 serving) ₩17,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 154,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Inquiry +82-51-95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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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섬횟집 Dongbaekseom Hoejip

해운대구 Haeundaegu

5

해운대 그랜드호텔 인근에 있는 자연산 활어회 전문 횟집으로, 생선회를 주문하면 문어숙
회, 멍게, 전복, 가자미구이, 새우튀김 등의 다양한 밑반찬과 식사 후 매운탕 등의 요리가
함께 제공된다. 대부분의 생선은 시가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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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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 ~ ₩100,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09번나길 17 / 17, Haeundaehaebyeon-ro 209beonna-gil, Haeundae-gu
Inquiry +82-51-741-3888

Hours 오픈 12:00(Open) 마감 22:00(Closed)

문스시 Moon Sush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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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 / 43, Jwadongsunhwan-ro, Haeundae-gu
Inquiry +82-51-744-3316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2: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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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오마카세 문 스시 Omakase Moon Sushi ₩55,000
오마카세 스 스시 Omakase Su Sushi ₩77,000

7

배가왕송정점 Baegawang Songjeong Branch
송정 해안가에 위치한 칼국수전문점으로, 국물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왕만두가 올려져 나오
는 칼국수는 테이블에 미리 세팅되어 있는 들깨와 고춧가루 청양고추 등을 첨가하면 더욱
맛있어진다고 한다. 사이드 메뉴인 김밥도 인기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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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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 / 배가왕김밥 Baegawang Gimbap ₩5,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70-1 / 70-1, Songjeonggudeokpo-gil, Haeundae-gu
Inquiry +82-51-703-5597

Hours 오픈 11:00(Open) 마감 20:30(Closed)

송정젬스톤 Songjeong Gemstone

8

해운대구 Haeundaegu

송정해안에 위치한 이 멋진 건물은 바다를 즐기기 좋은 카페로, 실내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자리를 고르는 재미가 있다. 빵이 맛있기로도 유명한
이 곳은, 특히 밤바다의 색채를 즐기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Best Menu 아메리카노 Americano ₩5,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100 / 100, Songjeonggudeokpo-gil, Haeundae-gu
Inquiry +82-51-703-4802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02: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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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on the shore of Songjeong Coast, this wonderful building is an ideal place
to enjoy the sea. There are various types of seats in the interior, so you can enjoy choosing one that suits your preference. It is also well-known for tasty baked
goods, and for appreciating the colorful night sea.

예이제 Yeij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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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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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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98번길 29 / 29, Haeundaehaebyeon-ro 298beon-gil, Haeundae-gu
Inquiry +82-51-731-1100

Hours 오픈 12:00(Open) 마감 22:00(Closed)

영변횟집 Yeongbyeon Hoeji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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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30 / 30, Songjeonghaebyeon-ro, Haeundae-gu
Inquiry +82-51-703-7590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3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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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세꼬시(넙치) Seggoshi (flounder) ₩25,000
모둠회 Assorted Hoe (sashimi) ₩60,000 ~ ₩120,000

11

원조석대추어탕 Wonjo Seokdae Chueotang
입구를 들어서면 가득 쌓인 장작과 아궁이에 올려 진 커다란 무쇠솥이 눈에 들어온다.
유명한 추어탕전문점인 이 곳의 추어탕은, 강한 화력으로 오래 끓여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특징으로, 논고동무침과 가오리찜도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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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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 / 가오리찜 Braised Stingray ₩7,000, ₩10,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571번길 5 / 5, Bansong-ro 571beon-gil, Haeundae-gu
Inquiry +82-51-523-2867

Hours 오픈 08:30(Open) 마감 21:00(Closed)

원조할매복국 Wonjo Halmae Bokguk

12

‘복국촌’으로 알려진 미포 지역의 대표적인 복요리 전문점으로, 부산 향토 음식점 31곳 중
하나이다. 복어를 사용한 맑은 탕인 복지리가 대표메뉴이며, 복어죽과 수육, 복불고기와
복어찜 등의 요리도 맛볼 수 있다.
One of th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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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quiry +82-51-747-7625

Hours 오픈 06:00(Open) / 마감 23: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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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복지리 Pufferfish Soup ₩10,000 / 흰밀복수육 Steamed White Pufferfish Meat ₩30,000 ~ ₩50,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28 / 28, Dalmaji-gil 62beon-gil, Haeundae-gu

젠스시 Zen Sushi

해운대구 Haeundaegu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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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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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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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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타르도 Testardo

14

남부 이탈리아 요리 전문인 이탈리안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직접 만든 파스타면을
사용한다. 모든 요리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되므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송정 바다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그리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This restaurant is owned by an Italian chef who specializes in Southern Italian
cuisine. They make pasta from scratch. All dishes are cooked at the same time as
ordered, so it may take a little time. Still, the view of Songjeong Coast won’t keep
you very bored.

Inquiry +82-51-702-6789

Hours 오픈 12:00(Open) 마감 22: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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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런치 파스타 세트 Lunch Pasta Set ₩28,000 / 파스타 Pasta ₩15,000 ~ ₩25,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82 / 82, Songjeonggwangeogol-ro, Haeundae-gu

15

평안도족발 Pyeongan-do Jokbal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해온 전통 있는 족발전문점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
받아온 곳이다. 오래된 식당답게 족발 특유의 냄새가 없는 깔끔하고 균형 잡힌 족발의 맛이
특징이며, 냉채족발과 마늘족발 등의 메뉴도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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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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4 / 14, Dalmaji-gil, Haeundae-gu
Inquiry +82-51-741-6568

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4:00(Closed)

해운대 가야밀면 Haeundae Gaya Milmyeon

16

해운대 중동역 인근의 밀면 전문점으로, 식사시간에는 긴 줄이 만들어진다. 소양지, 사태,
닭발 등의 재료와 각종 한약재 등을 사용해 60시간을 끓인 후 1년 이상 숙성하여 육수를 만
들어 낸다고 한다.

This is a milmyeon specialty store near Haeundae Jung-dong station. A long line
is formed during meal times. They boil the soup broth for 60 hours, made with
brisket, shank, chicken feet, and various herbs, then age it for more than a year.

Inquiry +82-51-747-9404

Hours 오픈 09:00(Open) 마감 21: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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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밀면 Milmyeon ₩7,000 / 비빔밀면 Bibim Milmyeon ₩7,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7 / 27, Jwadongsunhwan-ro, Haeundae-gu

17

해야 Haeya

해운대구 Haeundaegu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일식 전문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일식
코스요리는 실속 있는 요리 구성으로 인기가 높다. 일식 전문인만큼 특히 생선회와 스시가
맛있기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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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Japanese restaurant near Haeundae Beach. Japanese course meals at
relatively reasonable prices are popular for their quality and affordability. They are
well-known for tasty sashimi and sushi dishes.

Best Menu 해 코스 Hae Course ₩20,000 / 해야코스 Haeya Course ₩28,000
Address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45 / 45, Jungdong 1-ro, Haeundae-gu
Inquiry +82-51-74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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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숯불양곱창 Hanwoo Sutbul Yanggopchan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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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
러우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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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85 / 385,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Inquiry +82-51-741-8969

Hours 오픈 16:00(Open) 마감 22: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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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Haeundaegu

Best Menu 특양(200g) Special Yang ₩28,000 / 전골 Hot Pot ₩45,000, ₩50,000

관광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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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Tourist Information

부산관광안내소
부산종합관광안내소

중구 구덕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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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60-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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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253-8253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에 대하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 부산관광공사 051-780-2177

24시 관광 통역 안내서비스 1330

관광 통역 안내 서비스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

국어 등의 외국어 안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택시, 식당 등 이용 시 간단한 통역이 필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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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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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자신이 묵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안내를 원하면 지역번호+1330
(예 : 부산에서 서울 안내를 받으려면 02+1330)

Busan Tourist Information Center
Busan Tourist Information Center

31, Gudeok-ro, Jung-gu

051-253-8253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Tourist Information Center

24, Chungjang-daero, Jung-gu

051-465-3471

Gimhae lnt’l Airport(lnternational Line) Tourist lnformation
Center

108, Gonghang-jinipro, Ganseo-gu

051-973-2800

Gimhae lnt’l Airport(Domestic Line) Tourist lnformation Center

108, Gonghang-jinipro, Ganseo-gu

051-973-4607

Nopodong Tourist Information Center

2238, Jungang-daero, Geumjeong-gu

051-502-7399

BEXCO Front Desk

55, APEC-ro, Haeundae-gu, Busan

051-740-7399

Busan Stn. Tourist Information Center

206, Jungang-daero, Dong-gu

051-441-6565

Taejongdae Tourist Information Center

316, Jeonmang-ro, Yeongdo-gu

051-860-7867

Changsun Tourist Information Center

1, Gwangbokjungang-ro, Jung-gu

051-242-8253

Shanghai Street Tourist Information Center

38, Daeyeong-ro 243beon-gil, Dong-gu

051-441-3121

Songjeong Tourist Information Center

62, Songjeonghaebyeon-ro, Haeundae-gu

051-749-5800

Haeundae Tourist Information Center

264,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051-749-5700

Dalmaji-gil Tourist Information Center

190, Dalmaji-gil, Haeundae-gu

051-749-5710

U-Tourist Information Center Gwangalli Beach

219, Gwanganhaebyeon-ro, Suyeong-gu

051-610-4216

Medical Tourist Information Center

785, Gaya-daero, Busanjin-gu

051-818-1330

Haeparang-gil Tourist Information Center

137, Oryukdo-ro, Nam-gu

051-607-6395

Gamcheon Culture Village Information Center

203 Gamnae 2-ro, Saha-gu, Busan

051-204-1444

Cultural Tourism Guides

These guides provide fun and interesting explanations of the unique pieces
of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resources in the Gamcheon Culture Village.
to book our service, contact : BTO at 051-780-2177

1330

24/7 Tourism Interpretation Service: Call
Call Service 1330 provides simple and
around-the-clock interpretation services for foreign visitors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other languages. Call 1330 for quick help with your communication needs on taxis, in restaurants, and elsewhere
while you tour Busan and other parts of Korea.
Service toll I basic telephone charge

I Open 24 hours a day I

· If you are calling from outside of Korea, dial, 82 and the region number without 0
(For example, if you are calling from the United States regarding a service in Busan,
dial 82+51+1330
· If you are currently in Busan and want to ask for service in another region of Korea,
dial the regional number of the region you wish to reach before dialing 1330
(For example, if you are calling about Seoul from Busan, dial 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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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of use I · If you are calling from Busan, dial 1330

파라곤호텔 / 사상구
Hotel Paragon / Sasang-gu
tel 82-51-328-2001
아쿠아팰리스호텔 / 수영구
Hotel Aquaplace / Suyeong-gu
tel 82-51-756-0202
부산힐튼 / 기장군
Hilton Busan / Gijang-eup
tel 82-51-509-1111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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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관광호텔 Tourist Hotel
이비스앰버서더 / 부산진구
Ibis Ambassador / Busanjin-gu
tel 82-51-930-1100

5성급 5Star Hotels

타워힐 호텔 / 중구
Towerhill Hotel / Jung-gu
tel 82-51-243-1001~2

롯데호텔 부산 / 부산진구
Busan Lotte Hotel / Busanjin-gu
tel 82-51-810-1000

송정호텔 / 해운대구
SongJung Tourist Hotel / Haeundae-gu
tel 82-51-702-7766

웨스턴 조선호텔 부산 / 해운대구
The Westin Chosun, Busan / Haeundae-gu
tel 82-51-749-7000

호텔일루아 / 해운대구
Hotel Illua / Haeundae-gu
tel 82-51-744-1331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 해운대구
Paradise Hotel Busan / Haeundae-gu
tel 82-51-742-2121

리베로호텔해운대 / 해운대구
Hotel Riviera / Haeundae-gu
tel 82-51-740-2111

해운대그랜드호텔 / 해운대구
Haeundae Grand Hote / Haeundae-gu
tel 82-51-740-0114

프라임관광호텔 / 동구
Hotel Prime a Tourist / Dong-gu
tel 82-51-465-4011

호텔농심 / 동래구
Hotel Nongshim / Dongnae-gu
tel 82-51-550-2100

부산관광호텔 / 중구
Busan Tourist Hotel / Jung-gu
tel 82-51-241-4301~9

코모도호텔 / 중구
Commodore Hotel / Jung-gu
tel 82-51-466-9101

돈비치관광호텔 / 수영구
Dawn Beach Tourist Hotel / Suyeong-gu
tel 82-51-752-3210

호메르스호텔 / 수영구
Hotel Homers / Suyeong-gu
tel 82-51-750-8000

부산국제호텔 / 동구
Hotel Kukje Busan / Dong-gu
tel 82-51-642-1330

동부산관광호텔 / 기장군
Dongbusan Tourist Hotel / Gijang-gun
tel 82-51-727-9991~5
라메르호텔 / 동구
Hotel Lamer / Dong-gu
tel 82-51-634-3001~7
다이아몬드호텔 / 연제구
Diamond Hotel / Yeonje-gu
tel 82-51-867-9735
부산프라자호텔 / 동구
Busan Plaza Hotel /Dong-gu
tel 82-51-463-5011
플라밍고호텔 / 사상구
Hotel Flamingo / Sasang-gu
tel 82-51-310-8500
송도비치호텔 / 서구
Hotel Songdo Beach / Seo-gu
tel 82-51-254-2000~9
유엔호텔 / 서구
Un Hotel / Seo-gu
tel 82-51-245-8880
유토피아호텔 / 수영구
Utopia Hotel / Suyeong-gu
tel 82-51-757-1100

콘도 / 리조트
Condominium / Resort
해운대글로리콘도 / 해운대구
Haeundae Glory Condo /Haeundae-gu
tel 82-51-746-8181

부산유스호텔아르피나 / 해운대구
Busan Youth Hostel ARPINA /
Haeundae-gu
tel 82-51-731-9800
해운대리조텔 / 해운대구
Haeundae Rijotel / Haeundae-gu
tel 82-51-731-1112

비즈니스호텔 Business Hotel
해운대센텀호텔 / 해운대구
Haeundae Centum Hotel /
Haeundae-gu
tel 82-51-746-8181
씨클라우드호텔 / 해운대구
Seacloud Hotel / Haeundae-gu
tel 82-51-933-1000
토요코인 부산역1호점 / 동구
Toyoko inn Busan Station Ⅰ/
Dong-gu
tel 82-51-466-1045
토요코인부산역2호점 / 중구
Toyoko Inn Busan Station Ⅱ/ jung-gu
tel 82-51-442-1045
토요코인부산해운대 / 해운대구
Toyoko inn Busan Haeundae /
Haeundae-gu
tel 82-51-256-1045
토요코인부산서면 / 부산진구
Toyoko Inn Busan Seo-myeon /
Busanjin-gu
tel 82-51-638-1045
마리안느해운대호텔 / 해운대구
Marianne Haeundae Hotel / Haeundae-gu
tel 82-51-606-0600

팔레드시즈 / 해운대구
Paledecz Condominium / Haeundae-gu
tel 82-51-746-1010

건오씨클라우드호텔 / 해운대구
Sealoud Hotel Managed by Kunoh /
Haeundae-gu
tel 82-51-930-4300

해운대한화리조트 / 해운대
Haeundae Hanwha Resort / Haeundae-gu
tel 82-51-749-5500

선셋호텔 / 해운대구
Sunset Hotel/ Haeundae-gu
tel 82-51-730-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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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호텔 / 동구
Hotel GwanJang / Dong-gu
tel 82-51-464-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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