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고 서원
Indigo Seowon 

남천해변시장
Namcheon Beach Market

수영구청
Suyeong-gu Office

광남초등학교
Gwangnam

Elementary School

삼익비치아파트

남천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Namcheon Kolon Haneulchae Golden Beach

남천금호어울림더비치아파트
Namcheon Geumho

Eoullim The Beach APT

광안더샵아파트
Gwangan The shape APT

뉴비치아파트
New Beach APT

남천파크맨션
Namcheon Park Mansion

관광안내도
Tourist map

백산아파트
Baeksan APT

수영세무서
Suyeong-gu Tax Office

수영구노인복지관
Suyeong-gu Senior Social 

Ervices Center

남부산등기소
South Busan

Registration Office

남부산우체국
South Busan
Post Office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
Namcheon 2-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
Namcheon 1-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세흥시장
Seheung Market

관광안내도
Touris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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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KBS
Busan KBS

아셀블랑제리 로스터리 카페
ASHER Boulangerie Roastery Cafe

Grazie 207

LILLI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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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케이크

TOUS les JOURS Daenam Branch

PARIS BAGUETTE Nam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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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부산대남교차로점 5

TOUS les JOURS Namcheon

뚜레쥬르 남천점 15

Jung Hang Woo Cake Geumnyeonsan Station

정항우케익 금련산역점 17

빵은 이지비아 남천점

Easy Via Namcheon

OPS Namcheon main store

20

김영표 과자점
Kim Yeong Pyo Patisserie

25

마카롱 팩토리
Macaron Factory

29

18옵스 남천본점

Mutti

Marine

무띠7

JAMIDANG Namcheon

자미당 남천점 14

만나찹쌀꽈배기22
Manna Twisted Sticky 
Rice Doughnut남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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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마을 과자점

남천동로
Namcheondong-ro

빵하와 함께하는 빵천동투어!
Let's go the Ppangcheon-dong

tour with Pang-Ha!

베이커리 + 카페
Bakery + Cafe

베이커리 + 포장
Bakery + Take out

자그마한 빵 가게들이 많아 빵천동이라는 애칭까지 

얻은 이곳 빵천동! 오랜 시간 주민들과 함께 해 온 

든든한 토박이 빵집과 맛과 개성을 앞세운 트렌디한

빵집이 공존하고 있답니다. 2호선 남천역 1번, 3번

출구로 나와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고소한 빵 냄새를

만끽해보세요. 빵천동은 흐드러진 벚꽃길을 걸으며 

골목골목 빵 굽는 냄새를 즐길 수 있는 곳 입니다.

Ppangcheondong, meaning bakery neighborhood, is named as such 

because several small bakery shops are gathered together in the 

area! Native bakery shops that have been with residents for a long 

time and trendy bakeries boasting of unique flavor and characteris-

tics coexist here. Get off at Namcheon Station of Subway line no. 2 

and go through exit 1 or 3, and you will immediately feel a vibrant 

mood and smell the delicious bread. Ppangcheondong is the place 

where you can walk along the cherryblossom road, and enjoy the 

smell of baking bread coming from each alley.

남천벚꽃길 Namcheon
Cherry Blossom Street 

빵천동 오시는길
위치
Address    

교통 
Transportation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Namcheon-dong, Suyeong-gu, Busan

지하철 - 2호선 남천역 1,3번 출구
Subway - Exit 1, 3, Namcheon Station, Line 2

버스 - 남천역, 수영구청 경유 버스

The way to
Namcheon-dong

광안리 해변
Gwangalli Beach

      아셀블랑제리 로스터리 카페
         ASHER Boulangerie Roastery Cafe

1

#깜빠뉴 #초코피칸 브리오슈 | 월~토 11:00~21:30 일 휴무
T.051-989-1000 | 부산 수영구 수영로402번길 14
#Campagne #Pecan chocolate brioche 
Mon~Sat 11:00~21:30 Closed on Sun
14, Suyeong-ro 402beon-gil, Suyeong-gu, Busan

      순쌀빵 순쌀나라
         SUNSSALBBANG SUNSSALNARA

8

#백미식빵 #쑥떡쑥떡 | 매일 08:00~24:00
T.051-623-3775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22
#White rice bread #Ssuktteokssuktteok(mugwort rice cake bread)
Everyday 08:00~24:00 
122,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파리바게트 남천점
         PARIS BAGUETTE Namcheon

6

매일 07:00~23:00 | T.051-612-8245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24 상일빌딩
Everyday 07:00~23:00 
24, Hwangnyeong-daero 489beon-gil, Suyeong-gu, Busan

      메트르 아티정 MAITRE ARTISAN2

#크루아상 #바게트 | 화~일 09:00~20:00 월 휴무
T.070-8829-0513 |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22번길 21
#Croissant #Baguette
Tue~Sun 09:00~20:00 Closed on Mon
21, Namcheondong-ro 22beon-gil, Suyeong-gu, Busan

      무띠  Mutti7

#타르트 #쿠키 #호밀빵 | 매일 09:00~21:00
T.051-624-3454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1 코오롱하늘채 상가 112호
#Tarte #Cookie #Rye bread | Everyday 09:00~21:00 
41, Namcheondong-ro, Suyeong-gu, Busan

      그라찌에 207 Grazie 2073

#그라찌에 식빵 | 화~일 10:30~21:00 월 휴무
T. 051-611-0049 |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481번길 48
#Grazie plain bread | Tue~Sun 10:30~21:00 Closed on Mon
48, Hwangnyeong-daero 481beon-gil, Suyeong-gu, Busan

      어바웃제이 about J4

#생과일 케이크 #레몬파이 | 12:00~제품 소진 시 마감
T. 010-9369-7620 | 부산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29
#Fruit cake #Lemon pie
12:00~We are close when the product sold out.
29, Suyeong-ro 408beon-gil, Suyeong-gu, Busan

      뚜레쥬르 부산대남교차로점
         TOUS les JOURS Daenam Branch

5

매일 07:00~23:00 | T.051-623-9090
부산 수영구 수영로 381
Everyday 07:00~23:00 | 381, Suyeong-ro, Suyeong-gu, Busan

Bus  -  Namcheon Station
            bus via Suyeong-gu Office

광안대교
Gwangan Bridge



Sweet&Soft Bread-full
Namcheon-dong Area

Ppangcheondong Map

KOR/ENG

빵하

Ver.3

Pangcheondong Map

빵천동 지도
QR 코드

Ppangcheondong
Map QR code

달콤한 팥앙금과 부드러운 버터를 함께 곁들인 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홍대 제과점에서 판매한 팥버터를 
시작으로 사랑 받는 빵이 되었어요. 빵에 팥앙금과 버터를 
함께 곁들이는 일본베이커리로 앙버터라 불렸으나 최근 
팥버터라는 우리말로 고쳐 쓰이고 있어요. 
Red Bean Butter is bread made of sweet red bean filling and 
soft butter. In Korea, it began with red bean butter sold at 
bakery in the Hongdae area, and it gradually became popular 
bread over time. It is Japanese bread made of red bean filling 
and butter spread over bread. It used to be called “Ang Butter” 
but was renamed Red Bean Butter recently.

프랑스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머랭을 구워 만든 과자로 
반죽 안에 휘핑크림이나 버터크림을 넣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에요.  아몬드가 들어가 
견과류의 향미가 나며, 둥근 형태를 띠고 있어요.
Dacquoise is France’s representative snack. It is baked 
meringue, crisp outside and soft inside, by adding whipping 
cream or butter cream to dough. The almond ingredient 
provides a nutty flavor, and the round center is filled with 
whipping cream or butter cream.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특산물로 겉은 단단하고 두껍지만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조그마한 패스트리로 겉면은 
카라멜화되어 검고 두꺼운 반면,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커스터드맛이랍니다. 럼과 바닐라로 맛을 내요.
Cannelé is a specialty of the Bordeaux region in France. The 
outside is hard and thick, but the inside is moist and soft. It has 
a caramelized outside that is black and thick and a moist, soft 
inside with custard flavor. It comes in rum and vanilla flavors. 

팥버터 Red Bean Butter 

다쿠아즈 Dacquoise

까눌레 Cannele

      호박가게 Pumpkin Store9

#카스테라 호박인절미 #단호박 크림치즈 수플레 
10:00~20:00 휴무일은 매장문의
T.051-611-1061 | 부산 수영구 광남로48번길 21
#Castella Pumpkin Rice Cake #Sweet Pumpkin Cream 
Cheese Souffle | 10:00~20:00 Contact us for day off
21, Gwangnam-ro 48beon-gil, Suyeong-gu, Busan

      홍옥당 HONGOKDANG10

#통단팥빵 #하얀앙금빵 | 매일 10:00~22:00
T.051-627-1026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45
#Sweet red bean bun #Sweet bean paste bread
Everyday 10:00~22:00 
145,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스위스 제과점 SWISS BAKERY12

#모카빵 #크림빵 #크림바게트 
매일 06:30~24:00 | T.051-623-5885 
부산 수영구 광남로 45
#Mocha bread #Cream bread #Cream baguette   
Everyday 06:30~24:00
45, Gwangnam-ro, Suyeong-gu, Busan

      달리 과자점 Dally13

#다쿠아즈 | 화~토 12:00~19:00 일,월 휴무
T.070-8741-7742 | 부산 수영구 광남로 31 BBC빌딩 1층
#Dacquoise | Tue~Sat 12:00-19:00 Closed on Sun, Mon
31, Gwangnam-ro, Suyeong-gu, Busan

      자미당 남천점 JAMIDANG Namcheon14

#찹쌀꽈배기 #팥도너츠 | 수~월 11:00-21:00 화 휴무 
T.051-611-6118 | 부산 수영구 수영로464번길 8
#Twisted sticky rice doughnut #Red bean doughnut
Wed~Mon 11:00~21:00 Closed on Tue  
8, Suyeong-ro 464beon-gil, Suyeong-gu, Busan

      광안리 어딘가 Somewhere in Gwangalli16

#마카롱 | 수~월 11:00-19:00 화 휴무 
T.010-8449-2323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9
#Macaron | Wed~Mon 11:00~19:00 Closed on Tue  
59, Gwangnam-ro, Suyeong-gu, Busan

      파리바게트 수영구청점
         PARIS BAGUETTE Suyeonggucheong
11

매일 07:30~24:00 | T.051-628-4900
부산 수영구 광남로 48 
Everyday 07:30~24:00 
48, Gwangnam-ro, Suyeong-gu, Busan

      정항우케익 금련산역점
         Jeonghangu Cake Geumnyeonsan Station
17

#케이크 #착한빵 | 매일 08:00~22:00 
T.1670-7938,7943 | 부산 수영구 수영로 지하 482
#Cake #Good bread | Everyday 08:00~22:00
482, Suyeong-ro, Suyeong-gu, Busan

      뚜레쥬르 남천점 TOUS les JOURS Namcheon15

매일 07:00~23:00 | T.051-623-5360
부산 수영구 수영로 465
Everyday 07:00~23:00 
465, Suyeong-ro, Suyeong-gu, Busan

      옵스 남천본점 OPS Namcheon main store18

#슈크림빵 #학원전 #애플파이 | 매일 08:00~23:00
T.051-625-4300 |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37
#Creampuff #OPS cake #Apple Pie | Everyday 08:00~23:00
37, Hwangnyeong-daero 489beon-gil, Suyeong-gu, Busan

      릴리 케이크 LILLI CAKE19

#주문형 케이크
화~토 11:00~18:00 일 11:00~16:00 월 휴무
T.010-3822-5509 | 부산 수영로388번길 25-11
#Custom cake 
Tue~Sat 11:00~18:00 Sun 11:00~16:00 Closed on Mon
25-11, Suyeong-ro 388beon-gil, Suyeong-gu, Busan

      빵은 이지비아 남천점 Easy Via Namcheon20

#치즈번 #단팥빵 #찹쌀꽈배기
매일 08:00~23:00 명절 휴무
T.051-611-2287 | 부산 수영구 수영로 386
#Cheesebun #Sweet red bean bread 
#Twisted sticky rice doughnut
Everyday 08:00~23:00 Closed on Holiday
386, Suyeong-ro, Suyeong-gu, Busan

      마린느 Marine (구.플런)21

#마카롱 #구움과자 #티케이크
11:00~21:00 제품 소진 시 마감. 휴무일은 매장문의
T.010-3741-0806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08번길 24-4
#Macaron #Cookies #Tea cake
11:00~21:00 We are close when the product sold out
Contact us for day off
24-4, Suyeong-ro 408beon-gil, Suyeong-gu, Busan

      시엘로 Cielo23

#홍국단팥빵 #새우바게트 #엘리게이트
월~토 08:00~23:00 일 휴무
T.051-913-0085 |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9
#Sweet red-bean bread #Shrimp baguette #Alligator pie 
Mon~Sat 08:00~23:00 Closed on Sun
19, Namcheondong-ro, Suyeong-gu, Busan

      브레드 슈가 BREAD SUGAR24

#티라미수 #블루베리크림치즈  
월~토 09:00~23:00 일 휴무
T.051-626-4744 |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5
#Tiramisu #Blueberry cream cheese
Mon~Sat 09:00~23:00 Closed on Sun
5, Namcheondong-ro, Suyeong-gu, Busan

      김영표 과자점 Kim Yeong Pyo Patisserie25

#꽈배기 | 매일 08:00~23:00
T.051-623-1188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95
#Twisted bread stick | Everyday 08:00~23:00
95,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홍카롱 Hongcaron26

#캐릭터마카롱 | 화~일 11:00~21:00 월 휴무
T.010-9358-9272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25
#Character Macaron | Tue~Sun 11:00~21:00 Closed on Mon
125,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바닷마을 과자점 Seatown Bakery27

#까눌레 #마들렌 | 화~일 12:30~20:00 월 휴무
T.010-3393-8780 | 부산 수영구 광남로48번길 43
#Cannele #Madeleine | Tue~Sun 12:30~20:00 Closed on Mon 
43, Gwangnam-ro 48beon-gil, Suyeong-gu, Busan

      무슈뱅상 MONSIEUR VINCENT28

#뺑오르방 #바통 | 화~일 11:00~21:00 월 휴무
T.051-625-1125 | 부산 수영구 광남로48번길 19
#Pain au levain #Baton | Tue~Sun 11:00~21:00 Closed on Mon
19, Gwangnam-ro 48beon-gil, Suyeong-gu, Busan

      마카롱 팩토리 Macaron Factory29

#마카롱 | 화~토 11:00~21:00 휴무일은 매장문의
T.070-7543-2073 |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08번길 27
#Macaron | Tue~Sat 11:00~21:00 Contact us for day off
27, Namcheondong-ro 108beon-gil, Suyeong-gu, Busan

      브랑제리 구젠 BOULANGERIE GU-JEN30

#팥버터 #크로와상 | 수~월 09:00~21:00 화 휴무
T.070-7576-1582 |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 8
#Red bean butter #Croissant
Wed~Mon 09:00~21:00 Closed on Tue
8, Namcheonbada-ro, Suyeong-gu, Busan

      만나찹쌀꽈배기
         Manna Twisted sticky rice doughnut
22

#찹쌀꽈배기 #팥도너츠 | 월~토 10:00~19:00 일 휴무
T.051-622-9911 |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0번길 20
#Twisted sticky rice doughnut #Red bean doughnut
Mon~Sat 10:00~19:00 Closed on Sun
20, Namcheondong-ro 10beon-gil, Suyeong-gu, Busan

2019.12.1. 조사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빵집 별 변경가능성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바랍니다.

Retrieved December 1, 2019.
Please call as specified above.

베이커리+카페
Bakery + Cafe

베이커리+포장
Bakery + Take out

빵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Let me introduce my bread frie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