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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맛 Gohyangmat
2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요리하는 한식당인 이곳은 오래된 방식으로 요리하는 가정식 음
식으로, 추억의 맛을 그리워 하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한 이 곳
은 고등어조림이 특히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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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wner with 20 years of experience is the chef at this Korean restaurant. Customers who are nostalgic of home-cooked style dishes frequent this place that
cooks in traditional ways. Stewed mackerel is especially popular in this place.
Orders are accepted starting with two or more people.

Best Menu 고향쌈정식(1인분) Gohyang Ssam Set (1serving) ₩9,000
고향영양돌솥밥(1인분) Gohyang Nourishing Stone Pot Rice (1serving) ₩13,000
Address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1 / 711, Jungang-daero, Busanjin-gu
Inquiry +82-51-803-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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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회 Donghae Mulhoe

2

39년 간 한 메뉴로 꾸준히 영업해온 오래된 물회 전문점으로, 자연산 회와 신선한 야채 등,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 직접 담은 장과 매일 자갈치 시장에서 공수하는 재료가 맛의
비밀인 이 곳은 직접 담은 된장으로 끓인 꽃게된장찌개가 함께 제공된다.
This is a long-established Mulhoe restaurant that has been steadily operating for
39 years. It offers natural hoe and fresh vegetables, and only uses good ingredients. The secret of the restaurant’s ﬂavors is fresh ingredients delivered from the
Jagalchi market every day and home-made soybean paste. Crab soup simmered
with homemade paste is served with each order.

Address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5 / 15, Seojeon-ro, Busanjin-gu
Inquiry +82-51-819-0500

Hours 오픈 09:00(Open) / 마감 21: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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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물회잡어 Mulhoe (random fish) ₩10,000, ₩12,000
물회한치 Mulhoe (calamari) ₩11,000, ₩13,000

3

랜드마크9 Landmark9
전포카페거리의 카페 중 가장 큰 규모 자랑하는 이 곳은, 카페와 편집숍, 커피박물관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매장에선 다양한 빵을 만드는 모습이 보인
다.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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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one of the largest cafes on Jeonpo Cafe Street. It is a complex cultural
space with a cafe, a multi-label shop, and a coffee museum. You can see a variety
of bread being baked in the store with luxurious interior design. It’s a great place
to spend time with friends.

Best Menu 나이아가라폭포 Niagara Falls ₩6,500 /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5,500
Address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9 랜드마크9 / 9, Jeonpo-daero 199beon-gil, Busanjin-gu
Inquiry +82-10-3367-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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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정 Migajeong

4

가정집을 개조하여 만든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대표음식인 생오리구이는 싱싱한 생오
리에 살짝 간을하여 버무린 후 채썰은 마늘과 땡초를 함께 구워서 먹는다. 직접 만든 육수와
면을 사용하는 막국수도 인기 있다.

A restaurant with a cozy atmosphere, it used to be a house before renovating. The
signature dish is roasted duck, which is lightly seasoned and roasted with sliced
garlic and ddaengcho chili. Makguksu with broth and noodles made from scratch
is also popular.

Address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93번길 16 / 16, Seongji-ro 93beon-gil, Busanjin-gu
Inquiry +82-51-803-9185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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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오리소금구이 Grilled duck with salt ₩30,000 / 막국수 Makguksu ₩6000, ₩7,000원

스콜 SK䟈LL

5

비어 소믈리에가 운영하는 게스트로 비어펍으로, 31가지의 다양하고 독특한 수제맥주와
함께 수준높은 음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곳이다. 긴 시도 끝에 만들어진 스콜 건배 라거가 대표
맥주이며, 애플 콰트로 피자, 스파이시 투움바 파스타 등이 인기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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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astro beer pub is a place where you can enjoy delicious food with 31 different
kinds of craft beer. SKÖLL Cheers Lager, successfully brewed after a long-term
trial, is the top seller. Apple Quattro Pizza and Spicy Toumba Pasta are favorite
items on the menu.

Best Menu 스콜 건배 라거 SK䟈LL Cheers Lager ₩6,000
애플 콰트로 피자 Apple Quattro Pizza ₩20,000
Address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32 / 32, Seomyeonmunhwa-ro, Busanjin-gu
Inquiry +82-51-715-7115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01:00(Closed)

아까돔보이자까야 Akadombo Izakay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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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일본식선술집인 이 곳은 요리명장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오너쉐프가 모든 요리를 직접 만든다. 유명인사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는 곳으로, 계절별로 가장 맛있는 생선을 사용한
사시미가 특히 유명하다.

Best Menu 사시미 Sashimi ₩40,000, ₩60,000 / 수제치킨가라아게 Handmade chicken karaage ₩15,000
Address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58-1 / 58-1, Bujeon-ro, Busanjin-gu
Inquiry +82-51-926-1259

Hours 오픈 16:00(Open) / 마감 04: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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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dishes at this authentic Japanese izakaya are prepared by the owner-chef who has the title of a Master Chef.
Many celebrities frequent this place, especially famous for
the seasonal sashimi using the most delicious ﬁsh.

7

양산도히츠마부시 Yangsando Hitsumabushi
할머니에서 손자까지 이어진 60년 전
통의 민물장어식당인 양산도에서 운
영하는 곳으로, 나고야식 장어덮밥인
히츠마부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히츠마
부시를 먹기 위한 손님들로 항상 붐비

부산진구 Busanjingu

고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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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ando, a 60-year-old freshwater
eel restaurant that has been passed
from grandmother to grandson, specializes in Hitsumabushi, the Nagoya-style eel rice bowl. It is always
crowded with customers who crave
the dish, which can be eaten in a variety of ways.

Best Menu 히츠마부시 Hitsumabushi ₩15,000, ₩31,000 / 부타동 Butadon ₩13,000
Address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58 / 58, Dongcheon-ro, Busanjin-gu,

Inquiry +82-51-803-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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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엠커피하우스 FM Coffee House

8

부산의 대표적인 카페거리 전포동카페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인 이 곳은 로스팅을 주력으로 하여, 커피
가 맛있기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콜드브루에 생크림
을 얹은 대표커피 투모로우 커피는 완벽한 밸런스의
커피 맛을 자랑한다.

Address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26 / 26, Jeonpo-daero 199beon-gil, Busanjin-gu
Inquiry +82-51-803-0926

Hours 오픈 09:30(Open) / 마감 22:3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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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투모로우 오리지널 Tomorrow Original ₩5,500 / 투모로우 모카 Tomorrow Mocha ₩6,000

부산진구 Busanjingu

Highly renowned for its good coffee, this is the
oldest cafe in Jeonpo-dong Cafe Street in Busan. Tomorrow Coffee is their signature coffee,
which is cold brew topped with fresh cream. It
has a perfect balance.

장어다움 Jangeodaum

9

30년간 3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장어요리전문점으로, 붕장어와 곰장어 요리를 만든다.
이 곳의 인기비결은 주인이 직접 만든 특제 소스인데, 특제소스로 맛을 낸 붕장어구이가
대표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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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el restaurant has been operating for three generations over 30 years and
serves eel dishes. The secret to its popularity is the special sauce made by the
owner. The conger eel grilled with special sauce is the most popular item.

Best Menu 장어구이 Grilled Eel ₩40,000 / 장어탕 Eel Soup ₩8,000
Address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66번길 6 / 6, Bujeon-ro 66beon-gil, Busanjin-gu
Inquiry +82-51-806-5997

Hours 오픈 16:00(Open) / 마감 03:00(Closed)

정동진해물탕 Jeongdongjin Haemultang

10

해물탕전문점 중 최대급 규모인 이 곳은 식약청 인증과, 위생등급 최고등급을 받을 정도로

부산진구 Busanjingu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식당이다. 대표메뉴인 해물탕과 해물찜은 신선한 재료들과
가장 큰 크기의 꽃게와 새우를 사용하여 만들고 있다.
This is one of the largest haemultang restaurants. It is certiﬁ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maintains impeccable hygiene,which received the highest sanitary grade. The main menu is seafood soup and braised spicy seafood,
made using fresh ingredients, and particularly large-sized crab and shrimp.
Best Menu 해물찜 Braised Seafood ₩40,000, ₩50,000 / 해물탕 Seafood Pot ₩40,000, ₩50,000
Address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37 / 37, Seomyeonmunhwa-ro, Busanjin-gu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3: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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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82-51-809-8208

부산진구 Busanjingu

11

조경식베이커리 CGS bakery

그 날 만든 빵은 그날 판다. 정직하게 장사한다. 기본적이지만, 쉽지 않은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며 운영하는 동네빵집으로, 전통적인 빵메뉴와 트랜디한 빵메뉴가 반반씩 만들어지고
있다. 허니 마들렌과 허니 쌀 카스테라가 특히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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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d is sold only on the day it is baked. Run the business honestly. These are two
basic, but not easy principles to follow, yet this local bakery maintains them in its
operation. They bake classic and trendy bread, half of each kind. Honey Madeline
and Honey Rice Sponge Cake are most popular.

Best Menu 파티쉐 추천 인기 세트 7개 Patissier’
s 7 Recommended Popular Sets ₩10,000
Address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14 / 14, Daehak-ro, Busanjin-gu
Inquiry +82-51-897-4476

Hours 오픈 06:30(Open) / 마감 23:00(Closed)

초함 Choham

12

편안한 분위기의 한식당으로 유명한 이 곳은 동굴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와 프라이빗한
좌석이 인상적이다. 주로 오리백숙, 해물갈비찜 등 중량감 있는 한식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이 곳은 아이돌그룹의 멤버였던 주인이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This Korean restaurant provides a relaxing atmosphere. The interior is reminiscent of a cave and the private seating arrangement is nice. It offers mostly nourishing Korean dishes such as duck soup and braised seafood with galbi. It is also
famous for the owner who was a member of a K-pop idol group.

Address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01 / 101, Seongji-ro, Busanjin-gu
Inquiry +82-51-802-9090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04: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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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오리백숙 Duck Soup ₩60,000 / 해물갈비찜 Seafood Rib Hot Pot ₩50,000 ~ ₩100,000

13

파전닭갈비 Pajeon Dakgalbi
여러 가지 토핑메뉴를 추가하여 섞어먹을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인 닭갈비전문점으로 식사보
다는 음주를 즐기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해물파전을 비롯해 술과 함께 하기
좋은 다양한 메뉴들도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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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n appealing stir-fried chicken restaurant where you can mix and add various
toppings. Most customers come to drink, not just for food. It offers a wide variety
of dishes that pair nicely with alcohol, including the seafood pancake.

Best Menu 닭갈비 Spicy Stir-fried Chicken ₩9,000 / 해물파전 Seafood Pancake ₩13,000
Address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22번길 16 /16, Geoje-daero 22beon-gil, Busanjin-gu
Inquiry +82-51-818-3823

Hours 오픈 16:00(Open) / 마감 02:00(Closed)

부산진구 Busanjingu

Fantastic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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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생태공원 Hwamyeong Ecologic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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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가네맷돌순두부
Gwongane Maetdol Sundubu

남촌흑돼지
Namchon black pork

마비스커피
Mavis Coffee

북경의 자전거
Beijing Bicycle

심우촌
Simwuchon

식당3선(덕천점)
Sikdang Samseon

이해욱의 커피가게
Lee Haeuk’s Coffee Shop

평창막국수
Pyeongchang Makguksu

함경면옥
Hamgyeong Myeonok

북구 Bu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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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역
Gunam Station

권가네맷돌순두부 Gwongane Maetdol Sundubu

북구 Bukgu

1

택시기사들이 추천하는 믿을 수 있는 식당으로, 20여년을 운영해 온 순두부전문점인 이 곳
은 가게에서 직접 순두부를 만들어 사용하여, 순두부 자체가 맛있기로도 유명하다. 제철
재료로 만드는 반찬은 셀프로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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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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 용당로5번길 17 / 17, Yongdang-ro 5beon-gil, Buk-gu
Inquiry +82-51-32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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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촌흑돼지 Namchon black pork

2

북구 Bu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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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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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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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비스커피 Mavis Coffee
북구 최초의 로스터리 카페로 개업한 이래 10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 온 카페.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로 커피를 만드는
만큼 커피 맛이 보증되어 있으며, 갓 구운 빵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산지 별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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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Bukgu

This cafe has been loved for 10 years since
it opened as the ﬁrst roaster cafe in Bukgu. The coffee is made from freshly roasted coffee beans, and you can also enjoy a
variety of baked bread. Here, you can enjoy
a variety of coffee from each origin of production.

Best Menu 핸드드립커피 5종 (5kinds of hand drip coffee) ₩5,000
생과일패스츄리 (Fresh fruit pastry) ₩4,500
Address 부산 북구 만덕대로 42 /42, Mandeok-daero, Buk-gu
Inquiry +82-51-343-1116

Hours 오픈 09:00(Open) / 마감 22:30(Closed)

북경의 자전거 Beijing Bicycle

4

북구 Bukgu

본격적인 중국풍의 인테리어가 특색있는 이 중식당은 중국인 쉐프들이 요리하고 있는 것
으로 유명하다. 사용되는 면은 전통방식인 수타로 만들고,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요리들을
만드는 단골 손님이 많은 가게이다.

Best Menu 짜장면 Jjajangmyeon ₩5,000 / 탕수육 Sweet and sour pork ₩18,000, ₩25,000
Address 부산 북구 금곡대로8번길 14 / 14, Geumgok-daero 8beon-gil, Buk-gu
Inquiry +82-51-33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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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촌 Simwuch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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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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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Bu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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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Address 부산 북구 산성로 100 / 100, Sanseong-ro, Buk-gu
Inquiry +82-51-33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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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3선(덕천점) Sikdang Samseon

6

숯불구이, 파삼겹구이, 밀면 등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인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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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부산 북구 금곡대로 112 / 112, Geumgok-daero, Buk-gu
Inquiry +82-51-33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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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Menu 양념돼지갈비(330g) Seasoned pork ribs 330g ₩15,000
고추장돼지갈비(330g) Gochujang pork ribs 330g ₩16,000

7

이해욱의 커피가게 Lee Haeuk’s Coffee Shop
작지만 조용하고 여유있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지역의 골목가게에서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책을 보는
것도 사장님이 모은 소품을 구경하는 것도
좋고 작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깔끔하고 밸런스 있는 커피 맛으로 단골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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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Bukgu

들이 많다.

It is a small but quiet space to enjoy coffee. This cafe has been open for nine years
at an alley. It’s nice for reading and viewing small collectibles gathered by the owner. It’s small has many things to look at, drawing many regulars with its refreshing
and balanced coffee.

Best Menu 오늘의커피 Today’
s coffee ₩4,000 / 더치커피 Dutch Coffee ₩5,500
Address 부산 북구 만덕대로15번길 39 / 139, Mandeok-daero 15beon-gil, Buk-gu
Inquiry +82-51-33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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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막국수 Pyeongchang Makguksu

북구 Bukgu

막국수를 메인으로 한 한식전문점으로, 면으로 만들기 힘든 메밀을 면으로 만드는 숨은

8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막국수의 육수는 국내산 한우로 만들고 계절마다 다른 고명이 올려
진다. 여름음식인 막국수지만 따듯한 육수와 함께 먹을 수 있어 겨울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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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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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면옥 Hamgyeong Myeonok

북구 Bukgu

9

22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함흥냉면 전문점으로, 메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직접
만든다. 고구마 전분 특유의 탄력과 쫄깃함을 가진 함흥식 냉면 사리가 특징이며, 진한 육수
가 맛있는 물냉면과 숙성된 가오리 회가 올라가는 회비빔면이 인기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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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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빔면 Hoe bibimmyeon ₩9,000
Address 부산 북구 금곡대로 21 / 21, Geumgok-daero, Buk-gu
Inquiry +82-51-36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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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stic
t a s t 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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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Bu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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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법쭈꾸미 Gwaebeop Jjuggumi

사상구 Sasanggu

1

2007년 괘법동에서 시작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쭈꾸미요리전문점으로, 직접 만든 비법소스
를 사용하여 매우면서도, 자꾸 먹게 되는 맛이 특징이다. 대표메뉴는 웰빙쭈꾸미이며, 단일
메뉴로 꾸준한 맛을 유지 하고 있는 것이 오랜 인기의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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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taurant was founded in 2007 in Gwaebeop-dong, and is one of the most
popular restaurants specializing in webfoot octopus cuisine in the area. They use
the homemade secret sauce to make it very spicy and addictively tasty. The signature menu is a healthy webfoot octopus dish. Their constant maintenance of
ﬂavors with a single menu is the secret to their long-standing popularity.

Best Menu 웰빙쭈꾸미(1인분) Healthy webfoot octopus, 1 serving ₩11,000
Address 부산 사상구 광장로81번길 33 / 33, Gwangjang-ro 81beon-gil, Sasang-gu
Inquiry +82-51-323-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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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VSANT

2

탁트인 낙동강 뷰와 아름다운 노을 인더스트리
얼과 빈티지 디자인을 접목한 공간으로, 조각
상과 올드카, 다양한 그림을 전시하여 갤러리
같은 느낌의 카페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아이스커피위에 생크림을
얹은 아인슈페너가 인기메뉴이다.

Address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420-7 / 420-7, Gangbyeon-daero, Sasang-gu
Inquiry +82-51-326-8080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4: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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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아인슈페너 Einspanner ₩6,500 / 미숙이라떼 Misuk Latte ₩6,000, ₩6,500

사상구 Sasanggu

This industrial and vintage-style cafe is
almost like a gallery, with an exhibition
of sculptures, classic cars, and various
paintings, with an open view of Nakdong
River, beautiful sunset. They also screen
movies using a beam projector. Their
Einspanner, iced coffee topped with fresh
cream, is popular.

3

부전돼지국밥 Bujeon Dwaejigukbap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번화가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돼지국밥전문점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돼지국밥을 만들고 있다. 사골 육수와 공기밥을 제한없이 리필해 주는 파격적인 서비
스가 특징이며, 손님들에 맞춰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는 셀프바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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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rk soup restaurant is open 24 hours a day in the downtown area in front of
the Sasang Intercity Bus Terminal. They make pork soup the traditional way. The
restaurant is also known for providing unlimited beef broth and rice, and has a
self-service bar with a wide variety of side dishes tailored to the customers’ needs.

Best Menu 돼지국밥 Dwaejigukbap ₩7,500 / 순대국밥 Sundaegukbap ₩8,000
Address 부산 사상구 사상로 214 / 214, Sasang-ro, Sasang-gu
Inquiry +82-51-311-9898

Hours 24시간 영업 24hours

양산도집 Yangsandojip

4

사상구 Sasanggu

같은 자리에서 2대에 걸쳐 65년 동안 운영해온 민물장어구이점으로, 국내산 장어를 이용하
여 은은한 단맛의 간장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워 한입 크기로 잘라주는 민물장어양념구이가
무척 인기 있다. 오래된 가게라 굉장히 많은 단골들을 가진 식당이다.

Best Menu 민물장어구이(1인분) ₩25,000 / Grilled Freshwater Eel 25,000 per serving
Address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99-34 / 799-34, Nakdong-daero, Sasang-gu
Inquiry +82-51-311-4098

Hours 오픈 11:30(Open) / 마감 21: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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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freshwater eel restaurant that has been operating for 65 years in the same
place for two generations. It is very popular for its freshwater domestic eel grilled
over charcoal, smothered with subtly sweet soy sauce marinade, and cut into bitesized pieces. This is an old local favorite with a sizable number of regulars.

투히엔 Thuhien

5

베트남 현지인인 오너쉐프가 운영하는 베트남전통요리전문점인 이 곳은 점원들도 모두
베트남인으로 베트남 현지의 음식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쌀국수와 반쎄오가 특히 인기 있는 메뉴이며, 고마운 가격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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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taurant is run by an owner-chef from Vietnam. All the staff is Vietnamese,
and you can enjoy both the taste and atmosphere of the authentic Vietnamese
cuisine. Pho and bánh xèo are especially popular, and they are also beloved for
affordable prices.

Best Menu 쌀국수 3Kӣ₩7,000 / 반 쎄오 %iQK[qR ₩10,000
Address 부산 사상구 사상로309번길 19 / 19, Sasang-ro 309beon-gil, Sasang-gu
Inquiry +82-51-301-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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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니니브런치 Panini Brunch

사상구 Sasanggu

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예쁜 외관의 브런치카페로, 휴일과 잘 어울릴 것 같은 화사한 실내와

6

창 너머에 보이는 화단이 인상적이다. 아메리칸 브런치, 불고기파니니, 맥앤치즈파니니,
부리또 브런치, 리코타샐러드 등이 인기 있는 메뉴이다.

Best Menu 아메리칸 브런치 American Brunch ₩12,000 / 불고기파니니 Bulgogi Panini ₩10,900
Address 부산 사상구 엄궁남로 15 / 15, Eomgungnam-ro, Sasang-gu
Inquiry +82-10-5756-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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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It is a brunch cafe with a pretty exterior of a renovated house and a perfect, cozy
interior for the holidays. An impressive ﬂowerbed is shown beyond the window.
Popular items include American brunch,bulgogi panini, mac & cheese panini,
burrito brunch, and ricotta salad.

7

파밀리아제과점 Familia Patisserie&Boulangerie
이 곳의 오너파티쉐는 명인으로 불리는 제과기능장으로, 이 지역에서 20여년간 가게를 운영
해오고 있다. 매일 백가지가 넘는 빵 메뉴를 만들고 있으며, 특히 반죽비율을 달리하여, 페스
츄리가 들어가 바삭한 맛의 몽블랑이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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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wner patissier is a certiﬁed Master Craftsman in Confectionery, and has been
operating a shop in this area for more than 20 years. More than 100 kinds of bread
are made every day. Mont Blanc is especially popular because of the different
dough ratio that makes it extra crispy.

Best Menu 몽블랑 Mont Blanc ₩4,800 / 크린베리쌀빵 Cranberry Rice Bread ₩4,300
Address 부산 사상구 대동로 101 / 101, Daedong-ro, Sasang-gu
Inquiry +82-51-326-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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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가자미물회 Pohang Gajami Mulhoe

8

소박한 느낌의 동네식당으로, 시원한 물회
에 국수를 말아먹는 것으로 유명한 물회
전문점이다. 갖은 양념에 무쳐진 회와 물
회 육수가 따로 제공되며, 여름에는 신선한
토마토에 싸먹고 겨울에는 김에 싸먹는 것
으로 유명한 곳이다.

Best Menu
여름물회 Summer Mulhoe ₩12,000
겨울물회 Winter Mulhoe ₩12,500

사상구 Sasanggu

The simple restaurant is famous for
its mulhoe (sashimi in cold soup)
with noodles. Hoe marinaded in various seasoning and mulhoe soup are
served separately. Noodles are accompanied by fresh tomatoes in summer and seaweed in winter.

Address 부산 사상구 사상로 275-1
275-1, Sasang-ro, Sasang-gu
Inquiry +82-51-303-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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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s
오픈 12:00(Open) / 마감 21:00(Closed)

사상구 Sasanggu

9

하동재첩국 Hadong Jaecheopguk

재첩국전문식당이 모여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인기있는 재첩국전문점으로, 섬진강의 국산
재첩만을 사용하여, 소금물에 담가 해감을 하고, 수 차례 깨끗이 씻은 다음 끓인 국물은
간과 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곳은 재첩을 회와 찜으로 새롭게 연구하여 재첩
요리를 정착시킨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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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especially popular shellﬁsh soup restaurant in the area populated by
similar restaurants. They only use domestic shellﬁsh from Seomjingang River and
boil them after washing several times after soaking it in saltwater. Shellﬁsh soup
is said to help liver and stomach health. The restaurant also researched how to
serve shellﬁsh as hoe and steamed, and helped establish new shellﬁsh dishes.

Best Menu 재첩국 Shellfish Soup ₩6,000 / 재첩찜 Steamed Shellfish ₩10,000, ₩15,000
Address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518번길 33 / 33, Nakdong-daero 1518beon-gil, Sasang-gu
Inquiry +82-51-301-7200

Hours 오픈 06:00(Open) / 마감 23:30(Closed)

할매재첩국 Halmae Jaecheopguk

10

낙동강변 재첩요리 먹거리 타운에서 28년간 운영하고 있는 재첩국전문점으로,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한 곳이다. 비빔그릇에 함께 나온 된장과 재첩을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재첩국과 함께 먹는 방법이 인기 있다.
This specialty shop has been in operation for 28 years in Foodie Ally of Nakdonggang riverside.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restaurants in the neighborhood. The
enjoy it the best way, add soybean paste and shellﬁsh to rice to make bibimbap,
then accompany it with shellﬁsh soup.

Address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530번길 20-15 / 20-15, Nakdong-daero 1530beon-gil, Sasang-gu
Inquiry +82-51-301-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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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Menu 재첩국 Shellfish Soup ₩6,000 / 재첩회덮밥 Shellfish Hoedeopbap ₩10,000

합천일류돼지국밥 Hapcheon Illyu Dwaejigukbap

사상구 Sasanggu

11

맛있는 식당들이 많기로 유명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도 특히 유명한 돼지국밥전문
점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이 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마늘다대기가 수북
하게 올려져있는 것이 특징이며, 국밥만큼이나 돼지고기수육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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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vicinity of Sasang Intercity Bus Terminal, famous for many delicious holes
in the wall, this place is especially famous for pork soup. It is open 24 hours a day,
and is also a popular spot for tourists. They are known for topping off the soup with
heaps of ground garlic. Steamed pork is just as famous as their soup.

Best Menu 고기국밥 Gogigukbap (meat soup with rice) ₩8,000 / 수육백반 Steamed Pork Set ₩10,000
Address 부산 사상구 광장로 34 / 34, Gwangjang-ro, Sasang-gu
Inquiry +82-51-317-2478

Hours 24시간 영업 24hours

사상구 Sasanggu

Fantastic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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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agu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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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Saha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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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
Eunsukdo
Isla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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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와 녹두오리를 오래 삶아 보약 같은 국물
과 부드러운고기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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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Saha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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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녹두 백숙 Herbal Duck Soup with Mung Beans ₩33,000, ₩58,000
능이백숙 Chicken Soup with Neungi Mushroom ₩65,000
Address 부산 사하구 동매로 117 / 117, Dongmae-ro, Saha-gu
Inquiry +82-51-202-4100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1:40(Closed)

쉐라미 과자점 Cherami Bakery

2

1974년 향미당으로 시작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중 한 곳으로, 3대째 이어오고 있다.
100여가지의 빵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빵과 트렌디한 빵이 함께 놓여있다. 통팥빵,
애플파이, 크림빵이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메뉴.
Started in 1974 as Hyangmidang, it is now one of the oldest bakeries in Busan. The
current owner is the third generation. More than 100 kinds of pastries are baked
here, ranging from classic to trendy buns. The oldest and most famous items are
red bean bun, apple pie, and cream bun.

Address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38 / 238, Nakdong-daero, Saha-gu
Inquiry +82-51-208-0033

Hours 오픈 08:00(Open) / 마감 23: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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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Sahagu

Best Menu 통팥빵 Red bean bun ₩2,800 / 크림빵 Cream bun ₩2,800

아비앙또카페 Cafe a Bientot

3

제과기능장인 오너파티쉐가 운영하는 제과점으로 새로운 메뉴들도 출시하고 오래된 메뉴들
도 놓치지 않고 만들어 많은 종류의 빵을 하루에 두 번 굽는다고 한다. 대표 메뉴인 파네토네
는 천연발효를 하는데 숙성에 5일이 걸리고 만드는데 9일이 걸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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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Sahagu

It is a bakery operated by an owner patissier who is a Master Craftsman in Confectionery. They continue to offer new choices and still maintain the old favorites.
A diverse set of baked goods are made twice a day. The signature panettone is said
to take 5 days for natural fermentation and 9 days to make.

Best Menu 파네토네 Panettone ₩8,000 / 앙버터데니쉬 An Butter Danish ₩3,200
Address

부산 사하구 다송로 17 / 17, Dasong-ro, Saha-gu

Inquiry +82-51-264-2089

Hours 오픈 7:30(Open) / 마감 23:00(Closed)

Fantastic
t a s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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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gu
송도스카이워크 & 케이블카 Songdo skywalk & Cabl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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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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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블 The 8ble Songdo Branch

서구 Seog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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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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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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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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실종가돼지국밥 Mongsil Jongga Dwaejigukbap

2

감천문화마을 근처에 있는 돼지국밥전문점으로, 청결한 실내와 친절한 점원들이 인상적이
다. 사골뼈를 24시간 이상 푹 고아 만든 국물이 유명하고,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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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197번길 3 / 3, Kkachigogae-ro 197beon-gil, Seo-gu
Inquiry +82-51-25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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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서구 Seogu

Best Menu 돼지국밥 Pork Soup ₩8,000 / 수육백반 Steamed meat ₩10,000

본도시락 Bon Dosirak

서구 Seogu

3

유명 프렌차이즈의 분점인 이 곳은 어느 정도 맛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위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식당이기도 하다. 깔끔하고 다양한 반찬과 적당한 양이
특징이며, 일품 불고기 도시락이 특히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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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taurant is a branch of the famous franchise, but it puts extra effort in
maintaining hygiene. It features a variety of refreshing side dishes and moderate
portions. Lunchbox-style bulgogi dish is especially popular.

Best Menu 일품 불고기 도시락 Ilpum Bulgogi Dosirak ₩11,000
Address 부산 서구 구덕로214번길 9 / 9, Gudeok-ro 214beon-gil, Seo-gu
Inquiry +82-51-231-4280

Hours 오픈 09:00(Open) / 마감 20:00(Closed)

식당토성동 Sikdang Toseong-do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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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부산 서구 구덕로124번길 27 / 27, Gudeok-ro 124beon-gil, Seo-gu
Inquiry +82-10-467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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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Menu 한입 스테이크 덮밥 Bite-sized Steak Rice Bowl ₩7,500 / 돈카츠 Tonkatsu ₩7,000

청죽 Cheongjuk

5

입구까지 이어진 근사한 정원이 멋진 일식코스요리전문점으로, 이 지역에서는 상견례 등
격조 있는 모임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비교적 비싼 가격의 식당이지만, 맛과 서비
스 모두 충분히 만족스러운 곳이라고 한다. 일본식코스요리가 대표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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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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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 망양로 23 / 23, Mangyang-ro, Seo-gu
Inquiry +82-51-247-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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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방 Pyeonuibang

6

빨간 간판이 눈에 띄는 이 곳은 3대째 이어오는 중국만두전문점으로, 하루에 40인분 한정
에, 30분전에 미리 전화로 주문해야 한다는 삼선만두가 유명한 곳이다. 주문과 동시에 만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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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13 / 13, Daesingongwon-ro, Seo-gu
Inquiry +82-51-256-2121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0:30(Closed)

183

서구 Seogu

Best Menu 삼선만두 Samseon dumplings ₩9,000 / 군만두 Grilled dumpling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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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eonggu
광안대교 & 마린시티 Diamond Bridge & Marine city

185

수영구 Suy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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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Suyeong-gu

1

김영표과자점 Kim Youngpyo Bakery

대한민국 제과기능장인 오너파티쉐가 운영하는 제과점으로, 대표메뉴는 꽈배기도넛, 생크
림빵, 소보로인데, 꽈배기도넛은 며칠 뒤 먹어도 식감이 첫날처럼 부드럽고, 생크림빵은
진한 우유의 맛이, 소보로는 비어있는 빵속에 버터가 발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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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kery is run by an owner patissier, who is also a certiﬁed confectionery master. Twisted donuts, fresh cream buns, and streusel buns are the most popular
items. The donut is just as soft as the ﬁrst day when eaten a few days later, the
cream bun has a rich milky ﬂavor, and the streusel uniquely contains butter inside.

Best Menu 꽈배기도너츠 Twisted donuts ₩2000 / 생크림빵 Cream bun ₩3,000 / 소보로 Streusel bun ₩2,000
Address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95 / 95, Gwanganhaebyeon-ro, Suyeong-gu
Inquiry +82-51-623-1188

Hours 오픈 08:00(Open) / 마감 23:00(Closed)

계스토랑 Gyestaurant

2

닭의 특수부위를 취급하는 특이한 숯불구이
전문점으로, 닭과 레스토랑을 합한 네이밍 센
스가 즐겁다. 가게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고기
집과는 다른 레스토랑 분위기인 이 곳에서 먹
는 숯불닭구이는 와인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

Address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77번길 5 / 5, Gwanganhaebyeon-ro 277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753-1118

Hours 오픈 17:00(Open) / 마감 24: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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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목살(200g) Chicken Neck(Seseri) with salt/sauce ₩12,000
가슴연골(200g) Breastbone (Yagen Nankotsu) with salt/sauce ₩11,000

수영구 Suyeong-gu

This is a unique charcoal grill restaurant that serves special cuts of chicken.
The witty name combines words chicken (gye) and restaurant. As the name
suggests, the restaurant has a different
atmosphere than a regular barbecue
restaurant. The charcoal-grilled chicken goes well with wine.

다리집 Darijip

수영구 Suyeong-gu

3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전문점 중 한 곳으로, 천막장사를 하던 시절에 가게에 들어선
손님들의 다리들만 보여 다리집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곳은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큼직한 떡볶이와 큼직한 오징어튀김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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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ne of the most famous ddeokboki shops in Busan. It became “Darijip (leg
house)” because you could only see the legs of the customers who entered the
place when it used to be a small tented stand. It is famous for its large rice cakes
and fried squid.
Best Menu 오징어튀김(1인분/3개) Fried squid (1 serving/3 pieces) ₩3,700
떡볶이(1인분/3개) Ddeokboki (1 serving/3 pieces) ₩3,200
Address 부산 수영구 수영로464번길 7 / 7, Suyeong-ro 464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6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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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박스 The Box

4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수영강변에 자리하는 이 곳은, 창
가에 앉으면 잔잔히 흐르는 강과 센텀시티가 한눈에 보인다. 그날그날 다른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수제 초콜릿도 인기 있다.
At this cafe, you can enjoy coffee in the classy restaurant-like atmosphere. Located on the banks of the Suyeonggang River, you can see the serene river ﬂow and
Centum City from the window. They offer different kinds of hand-drip coffee every
day, and their homemade chocolate is also popular.

Address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241 / 241, Millaksubyeon-ro, Suyeong-gu
Inquiry +82-70-8832-0549

Hours 오픈 10:30(Open) / 마감 23:3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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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에스프레소음료 Espresso drinks ₩5,000 ~ ₩9,000
커피 외 음료 Non-coffee drinks ₩7,000 ~ ₩9,000

5

도농한우전문식당 Donong Hanwoo Restaurant
현재 위치에서 27년간 운영해 온 한우숯불구이 전문점으로, 소고기 외에도 돼지고기, 샤브
샤브 등의 메뉴를 판매하는 곳이다. 실내는 넓고 깔끔한 한정식 집 분위기로 반찬들도 한정
식 집처럼 깔끔하고 섬세하게 담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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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charcoal-grilled Hanwoo(domestic beef) for 27
years. It offers beef as well as pork and shabu-shabu. The interior of the restaurant is spacious and clean, and the side dishes are arranged as neat and delicate
as table d’hote restaurants.

Best Menu 생꽃등심 120g Fresh ribeye ₩25,000 / 생갈비살 120g Fresh ribs ₩25,000
Address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 / 10, Namcheondong-ro, Suyeong-gu
Inquiry +82-51-62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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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살빵순쌀나라 Sunssalbbang Sunssalnara

6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쌀가루만 사용하는 독특한 제과점으로, 소화가 잘돼
노인과 아이, 환자가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셀러브리티
가 좋아하는 빵집으로도 유명하다.
It is a unique bakery that uses only rice ﬂour without wheat to make bread. It is
easy to digest for elderly people, children, and patients. It is also famous as a bakery loved by celebrities who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diet.

Address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22 / 122, Gwanganhaebyeon-ro, Suyeong-gu
Inquiry +82-51-623-3775

Hours 오픈 8:00(Open) / 마감 01:00(Closed)

193

수영구 Suyeong-gu

Best Menu 치즈쉬폰 Cheese Chiffon ₩5,500 / 백미식빵 White Rice Bread ₩6,000

수영구 Suyeong-gu

7

스위스제과 Swiss Bakery

1983년 개업한 이 곳은 좋은 제과점이 많아 빵천동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이다. 일본의 유명 빵집들을 연구하고, 독일제 오븐을 도입하는 등 연구와
설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곳으로 식빵과 통팥빵 등이 인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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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ed in 1983, this is the oldest bakery in the area, nicknamed “Bbangcheon-dong (“bread”cheon-dong),” because there are many great bakeries. It has
been investing generously in research and equipment, learning from famous Japanese bakeries and introducing German ovens. Sliced bread and red bean bread
are popular items.

Best Menu 치즈타르트 Cheese Tart ₩2,500 / 통팥빵 Red Bean Bread ₩1,300
Address 부산 수영구 광남로 45 / 45, Gwangnam-ro, Suyeong-gu
Inquiry +82-51-623-5885

Hours 오픈 7:00(Open) / 마감 24:00(Closed)

언양불고기부산집 Eonyang Bulgi Busanjip

8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불고기전문점 중 한 곳으로,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우암소
등심을 사용하고 간장과 마늘을 베이스로 한 양념이 특징인 언양불고기가 대표메뉴로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꼭 먹어볼만한 가치가 있다.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bulgogi restaurants in Busan, with a history of over
30 years. The main dish is Eonyang Bulgogi, which uses Hanwoo(domestic beef)
sirloin with soy sauce and garlic-based marinade. It’s a bit pricy, but deﬁnitely
worth a try.

Address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 32 / 32, Namcheonbada-ro, Suyeong-gu
Inquiry +82-51-754-1004

Hours 오픈 11:00(Open) / 마감 22: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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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언양불고기 Eonyang Bulgogi ₩31,000 / 등심 Sirloin ₩36,000

9

탑해장 Tap Haejang
제주도에서 온 해장국전문점으로, 은근한 야채육수와 탑처럼 쌓인 담백한 제주산 돼지고기
가 특징이다. 고명처럼 올라간 표고버섯과 고기를 육수에 잠기게 한 다음 간장소스에 샤브
샤브 처럼 찍어먹는 특이한 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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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hangover soup from Jeju Island. They offer
its gentle vegetable broth and light Jeju pork, stacked like a tower (“tap”) on top.
Soak the mushrooms and meat toppings in broth, then dipped in soy sauce like
shabu-shabu.

Best Menu 탑해장 Tap Haejang ₩10,000 / 매생이해장국 Maesaengi Haejangguk ₩9,000
Address 부산 민락수변로7번길 60, 상가동 101호 / 60, Millaksubyeon-ro 7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756-5331

Hours 오픈 08:00(Open) / 마감 24:00(Closed)

태극당 Taegeukdang

10

40여년을 운영해온 오래된 동네빵집으로,
다양한 빵들을 판매하고 있다. 전병류의 전
통적인 과자들과 전통적인 빵들이 많아 시
간이 거꾸로 흐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 이
곳의 대표메뉴는 흑깨전병과 에그타르트.

수영구 Suyeong-gu

This is an old local bakery that has
been operating for more than 40
years and sells a variety of bread. The
restaurant’s signature menu is black
sesame crackers and egg tarts, and
also offer a wealth of traditional rice
crackers and classic buns that make
you nostalgic.

Best Menu
흑깨전병 Black Sesame Crackers ₩4,500
에그타르트 Egg Tart ₩2,000
Address 부산 수영구 수영로 606
606, Suyeong-ro, Suyeong-gu
Inquiry +82-51-752-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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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s 오픈 7:00(Open) / 마감 23:00(Closed)

F1963 Terra Rosa Coffee Factory 1963

수영구 Suy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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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려제강의 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복합문화공간 F1963에 입점한 테라로사커피팩토리
는 손몽주 작가의 와이어를 이용한 설치 작품을 시작으로, 기존 공장의 오래된 물건들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무척 특별하다. 산지별 커피와 매일 굽는 천연발효빵과 디저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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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 Rosa Coffee Factory opened in F1963, a complex cultural space created by
renovating the former Goryeo Steel factory building. Starting with installation artwork by artist Son Monju, the interior design utilizing the factory’s old items is
feels special. Coffee by production area, naturally leavened bread, and desserts
are available every day.
Best Menu 아메리카노 Americano ₩4,500 / 카페라떼 Cafe latte ₩5,000
Address 부산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 123beon-gil, Suyeong-gu
Inquiry +82-51-756-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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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옥당 Hongokdang

12

광안리해수욕장 앞 골목길에 위치한 아담한 이 가게는 국산 팥만을 사용하여 음식들을
만드는 팥전문점이다. 팥빙수와 단팥죽, 단팥빵이 유명한데, 특히 단팥빵의 인기가 높아 빵을
사가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곤 한다.

This small shop is located in an alley in front of Gwangalli Beach. It is a specialty
store that uses only domestic red beans for its creations. It is famous for its red
bean shaved ice, red bean porridge, and red bean buns. The buns are so popular
that you often see long lines of customers who want to purchase them.

Inquiry +82-51-627-1026

Hours 오픈 10:00(Open) / 마감 22:00(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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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enu 단팥빵 Red Bean bun ₩1,800 / 단팥죽 Sweet Red Bean Porridge ₩6,000
Address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08번길 49 / 49, Namcheondong-ro 108beon-gil, Suyeong-g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