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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이 되면 식당 문전까지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다.

바른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주인장의 고집과 정성으로 요리한 음식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끈다.

모두가 반한 맛. 오늘은 그곳에서 

식사 한 끼 해보는 건 어떨까?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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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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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いしいと評判のお店 驰名美食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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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정 

Information

주차 | 유료주차   

좌석 | 80
주변볼거리 | 동성로, 2.28기념중앙

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약령시

tel | 053)422-8670
Open | 11:30-22:30
Off | 명절

주소 | 중구 동성로2길 50-13(공평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토끼정은 일본 가정식을 한국인 입맛에 맞춰 요리한 일본 

가정식 전문점이다. 예민한 토끼도 머물고 싶은 식당이라는 

뜻으로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음식점이다.

오시는 길

크림카레우동 / Cream curry udon / クリームカレーうどん  / 奶油咖喱乌冬面 \11,000
숯불구이 / Sutbul gui / 炭火焼き / 炭烤� \13,200

Tokkijeong /
トキジョン / 兔子亭

삼덕성당

롯데리아
토끼정

성내1동 
주민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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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 

30여년 세월의 일식형 어묵과 돈가스 전문점으로 유부잡채, 

왕새우, 통오징어, 다진 고기를 넣은 양배추롤 등의 20여 

가지와 천연재료로 낸 맛국물에 각종 어묵이 일품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50(2)
주변볼거리 | 달성공원, 

                 서문시장

tel | 053)554-6636
Open | 11:30-20:30
Off | 매주 일요일, 명절

주소 | 중구 국채보상로93길 6(대신동)

돈까스 / Dongaseu / トンカツ / 炸猪排� \7,000
오뎅전골 / Oden jeongol / オデンジョンゴル / 鱼糕火锅� \15,000 / \25,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Mirim /
ミリム / 美林

대구서문교회

양생한의원

DGB
대구은행

동산네거리

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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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서리원조
메밀면 

Information

주차 | 40 
좌석(룸수) | 100(6)
주변볼거리 | 부인사, 갓바위,

                 방짜유기박물관

tel | 053)981-6001
Open | 09:30-21:30
Off |  둘째·넷째주 화요일,

        명절

주소 | 동구 갓바위로 243-3(진인동)

한방수육 / Hanbang suyuk / 韓方入りゆで肉 / 药膳白切肉� \16,000
메밀버섯전 / Memil beosutjeon / そば粉ときのこのチヂミ / 荞麦蘑菇煎饼� \10,000
메밀칼국수 / Buckwheat Noodle Soup / そばカルグクス / 荞麦刀切面� \7,000
메밀면 / Buckwheat Noodles / ざるそば / 荞麦面� \6,5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메밀이 많이 생산되는 경기도 여주 천서리에서 직접 요리를 

배워와 오픈한 메밀면 전문점으로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대표 메뉴는 특별 비법으로 만들어 육질이 부드

러운 한방수육과 고소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메밀버섯전, 

직접 반죽해서 면을 뽑아 만든 메밀면이다.

오시는 길

Cheonseori Wonjo Memilmyeon /
チョンソリ・ウォンジョ・メミルミョン / 
川西里元祖荞麦面

갓바위관리사무소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천서리원조
메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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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 Samgyetang / サムゲタン / 参鸡汤� \13,000
옻닭 / Ot dak / 鶏肉の漆エキス煮込み / 漆炖鸡� \14,000
한방오리백숙 / Hanbang ori baeksuk / 韓方入り鴨肉の水炊き / 药膳炖鸭� \35,000

대동삼계탕 

옛날부터 약닭에 인삼, 대추, 잣, 찹쌀, 마늘, 생강 등을 넣어 

청송약수물에 푹 삶은 삼계탕은 단백질이 풍부하며 기를 

보강하는 영양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보양식 

으로 최고지만 요즘에는 사철식으로 인기가 좋은 식단이다.  

옻닭은 성질이 따뜻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운을 잘  

통하게 하여 뭉친 피를 풀어주고 살균작용을 한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0
좌석 | 64
주변볼거리 | 원대가구골목, 

                 달성공원

tel | 053)353-5885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서구 팔달로 216-6(원대동3가)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Daedong Samgyetang /
テドン・サムゲタン / DeaDong参鸡汤

원대오거리

대동삼계탕

지하철원대역

경북연합
정형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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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역

우리은행

현대해상

기업은행

내당동
삼익맨션아파트

명성식당

명성식당 

명성식당의 생태탕은 뚝배기에 생태를 통째로 넣고 호박, 

무, 두부와 갖은 양념을 넣어 끓인 후 알과 곤을 얹어  

보기만 해도 푸짐하다. 하얀 생태살을 한 입 떠 먹으면 

까칠해진 입맛을 돋우고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은 해장국

으로 일품이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10
좌석 | 40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tel | 053)561-8265
Open | 09:00-21:00
Off | 매주 일요일

주소 | 서구 평리로62길 48(내당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생태탕 / Saengtae tang / スケトウダラのスープ / 鲜明太鱼汤� \12,000

Myeongseong Restaurant /
ミョンソン食堂 / MeongSeong餐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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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복자부산
할매낙지 

Information

주차 | 50   

좌석(룸수) | 240(4)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tel | 053)554-9475
Open | 11:00-23:00
Off | 연중 무휴

주소 | 서구 달구벌대로 1789(내당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20년 전통의 손복자 부산할매낙지는 바다가 없는 대구

에서 문을 연 최초의 낙지 전문점이다. 쫄깃하고 고소하

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산낙지회, 진한 국물

맛과 낙지의 쫄깃함을 느낄 수 있는 산낙지전골 등 산낙지 

마니아들에겐 입소문이 자자하며 음식을 만드는 주인장의 

정성은 20년 전 그대로이다. 

오시는 길

산낙지전골 / Sannakji jeongol / 生テナガダコの寄せ鍋 / 活章鱼火锅� \13,000
산낙지볶음 / Sannakji bokkeum / 生テナガダコ炒め / 炒活章鱼� \13,000
산낙지회 / Sannakji hoe / 生テナガダコの刺身 / 活章鱼刺身� \30,000
낙지볶음 / Nakji bokkeuim / テナガダコ炒め / 辣炒章鱼� \7,000

손복자부산
할매낙지

내당역

홈플러스

현대해상
교보생명

두류역

대구호텔

Son Bok Ja Busan Halmae Nakji /
ソン・ボクチャ・プサンハルメナクチ / 
孙福子釜山奶奶章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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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이씨 

Information

주차 | 70  
좌석(룸수) | 200(10)
주변볼거리 | 앞산

tel | 053)621-6677
Open | 10:00-22:30
Off | 명절

주소 | 남구 앞산순환로 317(대명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앞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주차장과 객석을 보유 

하고 있어서 단체 손님에게는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살아있는 아귀를 매일 현지에서 수송 요리함으로써 신선

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고 피부미용과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오시는 길

생아귀수육 / Saengagwi suyuk / ゆでアンコウ / 清炖鲜安康鱼� \50,000 ~ \80,000
생아귀탕(지리) / Saengagwi tang(jiri) / アンコウスープ(ちり) / 鲜安康鱼汤(清汤) \13,000
생아귀찜 / Saengagwi jjim / アンコウの蒸し物 / 辣炖鲜安康鱼� \35,000 ~ \65,000

Eobu Mr. Lee /
オブイシ / 渔夫李氏

어부이씨
삼두아파트

앞산
빨래터공원

대구대덕
초등학교

앞산순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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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촌 돼지찌개 

앞산의 자연과 어우러져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으로서 신선한 국내산 암퇘지만을 엄선하여 갖은 채소와 

양념으로 조리하여 어머님의 손맛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10
좌석(룸수) | 145(2)
주변볼거리 | 앞산

tel | 053)626-0780
Open | 11:00-23:00
Off | 명절

주소 | 남구 앞산순환로 440-1(대명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돼지찌개(밥별도 2인분부터) / Dwaeji jjigae (for 2 or more rice not included) / 豚肉チゲ(二人前から注文可能) 
                                                                     / 猪肉锅(至少点2人份以上) \7,000                                                 
참나무장작초벌구이 삼겹살 / Chamnamu jangjak chobeolgui  samgyeopsal \8,500                                               
                                             / クヌギ薪火焼きサムギョプサル / 柞树柴初烤五花肉                                                       
석쇠불고기 / seoksoe bulgogi / 網焼きプルコギ / 铁网烤牛肉� \15,000 ~ \17,000    

Goryeongchon Dwaeji Jjigae /
コリョンチョン・ テジチゲ /
GoRyeong村猪肉锅

고령촌돼지찌개

대덕문화전당

앞산고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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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향기 

국산 메밀을 맷돌에 갈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묵채밥, 칼국수, 콩국수, 비빔국수 등 다양한 종류의 

메밀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없음

좌석 | 56
주변볼거리 | 운암지

tel | 053)325-0202
Open | 11:00-22:00
Off | 명절

주소 | 북구 구암로50길 13(구암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메밀묵밥 / Memilmuk bap / そば粉こんにゃくご飯 / 荞麦凉粉饭� \6,000
묵새싹비빔밥 / Muk saessak bibimbap / そば粉こんにゃくとスプラウトビビンバ  
                      / 荞麦凉粉嫩芽拌饭� \6,000
메밀콩국수 / Memil kongguksu / 豆乳そば / 荞麦豆汁面� \6,500

Memil Hyanggi /
メミルヒャンギ / 荞麦香

부영7단지
아파트

구암로

구암로50길

메밀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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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명가임진강 

Information

주차 | 15  

좌석(룸수) | 80(10)
주변볼거리 | 해바라기공원

tel | 053)352-5012
Open | 10:00-22:00
Off | 둘째·넷째주 일요일,  

       명절

주소 | 북구 노원로10길 132(노원동2가)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30년 전통 복어요리 전문점으로 신선한 재료와 친절한 

서비스로 최고의 맛집으로 대표 음식으로는 생밀복탕, 

지리탕이 있다.

오시는 길

복탕 / Bok tang / ふぐスープ / 河豚汤� \9,000
복찜 / Bokjjim / ふぐの蒸し物 / 清蒸河豚�� \23,000 ~ \33,000
생밀복탕 / Saeng milbok tang / サバフグスープ / 活月尾兔头鲀汤� \14,000              
복불고기 / Bok bulgogi / ふぐプルコギ / 辣烤河豚肉� \12,000

Bokeo Myeongga Imjingang /
ポゴ・ミョンガ・イムジンガン /
河豚名家临津江

성경로얄센트로
아파트

노원2가
치안센터 노원동주민센터

복어명가
임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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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자연산 회 전문점.

싱싱한 자연산 회가 일품으로 착착 입에 감기는 신선한 

회의 식감과 다양한 상차림이 보는 이의 눈과 입을 사로 

잡는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자연산모둠회 / Jayeonsan modeum hoe / 天然刺身の盛り合わせ / 天然生鱼片拼盘  \70,000 ~ \120,000
회덮밥 / Hoedeopbap / フェ・ドッパプ / 生鱼片盖饭  \15,000 ~ \20,000
물회 / Mulhoe / ムルフェ / 水拌生鱼片  \15,000 ~ \20,000

주차 | 10
좌석(룸수) | 100(7)
주변볼거리 | 수성유원지

tel | 053)768-6969
Open | 11:00-24: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들안로 45(상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Cheongjeong /
チョンジョン / 清净

상동지구대

들안로
호남정

청정



소문난 맛집  17

미성복어불고기 / Miseong Blowfish Bulgogi / ミソンふぐプルゴギ  / 美成烤河豚肉 \13,000                                                       
복어탕(지리) / Bokeotang(jiri) / ふぐスープ(ちり) / 河豚汤(清汤) \10,000      
밀복국(지리/탕) / Milbokguk(non-spicy/spicy) / サバフグスープ(ちり／鍋)  
                          / 月尾兔头鲀汤(清汤/辣汤) \15,000                               

미성복어불고기 

Information

주차 | 50  
좌석 | 280
주변볼거리 | 수성유원지

tel | 053)767-8877
Open | 09:00-24: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들안로 87(상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복어를 이용한 요리는 탕이 전부였던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최초로 복어불고기를 개발한 미성복어. 

미성복어불고기는 직접 만든 육수와 소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직접 재배하는 100% 무공해 콩나물이 들어가 

아삭함과 매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오시는 길

Miseong Bokeo Bulgogi /
ミソン・ポゴプルコギ /
美成辣烤河豚

KT상동지사

들안로들안길네거리

미성복어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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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도리 

센복국은 일식집으로 유명한 센도리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대중적인 가격을 앞세운 복어전문식당으로 변신했다. 복국은 

테이블에서 끓이지 않고 먹는 내내 식지 않게 이중돌솥에 끓여 

손님상에 내어진다. 푸짐하게 들어 있는 콩나물과 미나리에서 

우러나는 시원한 단맛과 야들야들한 복어 살점이 구수하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40
좌석(룸수) | 200(10)
주변볼거리 | 수성유원지

tel | 053)765-4200
Open | 11:00-22: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들안로 38(두산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바다가재 / Badatgajae / ロブスター / 龙虾� \50,000
밀복국(지리/탕) / Milbokguk(non-spicy/spicy) / サバフグスープ(ちり／鍋)  / 月尾兔头鲀汤(清汤/辣汤)  \14,000                                                                                              
복어불고기 / Bokeo bulgogi / ふぐプルコギ / 辣烤河豚肉� \11,000

Sendori /
センドリ  

상동지구대

들안로

만반센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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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삼계탕
본점 

Information

주차 | 40  

좌석(룸수) | 300(4)
주변볼거리 | 수성유원지

tel | 053)761-9331
Open | 24시간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들안로 49(상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30년을 지켜온 금산삼계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다. 육질이 부드러운 영계, 인삼, 찹쌀이 어우러진 삼계탕은 

입은 물론 마음까지 푸근하게 한다. 

오시는 길

삼계탕 / Samgyetang / サムゲタン / 参鸡汤� \13,000
한방삼계탕 / Hanbang samgyetang / 韓方サムゲタン / 药膳参鸡汤� \19,000
전복삼계탕 / Jeonbok samgyetang / アワビサムゲタン / 鲍鱼参鸡汤� \27,000

Keumsan Samgyetang Head Store /
クムサン・サムゲタン(本店) / 锦山参鸡汤总店 

상동지구대

들안로

만반

금산삼계탕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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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따마르게리따 

자연을 소재로 한 실내인테리어 및 수성유원지 전체를 전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이태리식당 2011년 세계육상 갈라디너쇼 

및 2012년 세계생명공학 수상자 대회를 유치한 명성있는 식당 

으로 전 메뉴 화덕에서 직접 구워낸 깊은 맛은 많은 고객에게  

알려져 있으며 코스 및 전 메뉴 종류별로 맛볼 수 있음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179
좌석(룸수) | 220(7)
주변볼거리 | 수성유원지

tel | 053)764-3199
Open | 11:30-24: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무학로 78(두산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파스타 / Pasta / パスタ / 意大利面� \14,800 ~ \17,800
화덕피자 / Brick oven pizza / 窯焼きピザ / 烤炉披萨� \16,800 ~ \21,800
스테이크 / steak / ステイク / 牛排� \25,800 ~ \63,000

Santa Margherita / 
サンタ・マルゲリータ / 圣玛格丽特

아르떼수성랜드 두산동주민센터

무학로

수성못

산따마르게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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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Margherita / 
サンタ・マルゲリータ / 圣玛格丽特 감나무집 

Information

주차 | 50  

좌석(룸수) | 250(10)
주변볼거리 | 망우공원

tel | 053)756-7755
Open | 10:00-22:00
Off | 연중 무휴

주소 | 수성구 동대구로80길 24(범어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삼계탕과 백숙에는 산삼 배양근까지 최고의 보양식이다. 

정수 물이 아닌 알칼리수를 제공한다. 추천 메뉴로는 해신탕, 

산삼배양근우리맛닭삼계탕, 산삼배양근우리맛닭백숙,  

닭볶음탕 등 최고의 재료로 만든 해신탕을 꼭 드셔보세요.

오시는 길

해신탕 / Haesin tang / 鶏肉と海鮮の保養スープ  / 海鲜鸡汤 \78,000 ~ \93,000 
토종약백숙 / Tojong yak baeksuk / 韓方入り地鶏の水炊き / 药膳炖土鸡� \45,000
산삼배양근삼계탕 / Sansam baeyanggeun samgyetang / 山蔘培養根サムゲタン  
                              / 山参培养根参鸡汤    \13,000                                                                                     

Gamnamu Jip / 
カムナムチプ / 柿子树家

대구고용센터

MBC 대구문화방송

감나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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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물회 

제주물회, 해삼물회, 전복물회 등 다양한 물회 종류가 있는 

물회 전문점으로 배, 오이, 해산물 등을 사용하며 엄선된 

20여 가지의 식재료를 배합해 자연 숙성시킨 특제소스를 

사용한다. 남해에서 경매로 구입하는 산지 직송 자연산 

회 맛이 일품이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공영주차장

좌석(룸수) | 100(6)
주변볼거리 | 강정유원지

                 화원유원지

tel | 053)588-9705
Open | 10:00-22:00
Off | 연중 무휴

주소 |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29(호림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제주물회 / Jeju mulhoe / 済州ムルフェ / 济州水拌生鱼片� \13,000
제주특물회 / Jeju teuk mulhoe / 済州特ムルフェ / 济州特级水拌生鱼片� \16,000
제주스페셜(4인) / Jeju special(for 4) / 済州スペシャル(4人前) / 济州特选(4人份) \130,000

Jeju Sin Mulhoe / 
チェジュ・シンムルフェ / 济州Sin水拌生鱼片

チェジュ

KB국민은행 인디안
상설매장

달서대로

달서대로1길

제주신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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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Sin Mulhoe / 
チェジュ・シンムルフェ / 济州Sin水拌生鱼片 첫번째집 

Information

주차 | 15  

좌석 | 50
주변볼거리 | 대구수목원

tel | 053)638-0701
Open | 11:30-22:00
Off | 매주 월요일

주소 | 달서구 한실로6길 94-3(대곡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첫번째집은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이곳은 우리밀 천연발효종으로 도우를 만들고  

신선한 우유로 직접 치즈를 만들며 수제 베이컨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여 다른 음식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통 

이탈리아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오시는 길

과토로포르마치오 / Quattro Formaggi / クワトロフォルマッジオ / 四种芝士披萨 \20,000
불고기샐러드 / Bulgogi salad / プルコギサラダ / 烤牛肉沙拉� \12,000
한우크림리조뜨 / Cream risotto with Hanu beef / 韓牛入りクリームリゾット 
                          / 韩牛奶油意式焗饭  \12,000                                                                                   

Cheotbeonjjae Jip / 
チョッポンチェチプ / 第一家

대구수목원

대곡고등학교

제일풍경채
아파트

첫번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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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남자의그릴 

Information

주차 | 10  

좌석(룸수) | 100(1)
주변볼거리 | 월광수변공원

tel | 053)635-3292
Open | 12:00-23:00(주말)
            16:30-23:00(평일)
Off | 명절

주소 | 달서구 월곡로 10(도원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월광수변공원 바로 앞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창가 자리에 

앉으면 도원지가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뛰어나다. 바닷가재 

전문점으로 살아있는 바닷가재에 향신료와 각종 소스를 곁들여 

테이블에 마련한 바비큐 그릴에 바로 익히는 바닷가재 통구이는 

신선함과 풍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메뉴다.

오시는 길

바닷가재 구이(치즈, 버터) / Badatgajae gui(with cheese and butter)  \39,000
                                          / ロブスター焼き(チーズ、バター) / 烤龙虾(奶酪、黄油)                                                          
바닷가재 회세트(1인분) / Badatgajae hoe set / ロブスターの刺身セット / 龙虾刺身套餐� \78,000
바닷가재점보사이즈통구이 / Badatgajae jumbo-size tong gui / 特大ロブスターの丸ごと焼き
                                            / 烤全超大龙虾�� \150,000                                                        

Dunamjaeui Grill / 
トゥ・ナムジャエ・グリル / 两个男人的烤架

월광수변공원

수밭길

대구보훈병원
두남자의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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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희두부마을 

채소는 직접 농사를 짓고, 유기농 콩으로 손수 담은 3년 된 된장과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 가마솥에서 콩을 삶는 것은 물론 청국장을 위해 

72시간 황토방에서 짚으로  발효하고, 바닷물을 이용한 전통방식의 

두부를 만든다.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맛을 내어 달성군 

사찰음식 전문점으로 지정되었으며, 주인장은 최상의 재료로 가족의 

건강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요리한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110(9)
주변볼거리 | 육신사, 하목정, 

                 강정보

tel | 053)592-4900
Open | 11:00-20:00
Off | 명절

주소 | 달성군 다사읍 죽곡2길 2-6(죽곡리)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발우비빔밥 / Balwoo bibimbap / 鉢盂ビビンバ / 钵盂拌饭� \10,000
청국장 / Cheonggukjang(Rich soybean paste) / チョングクチャン / 清麴酱 \10,000
순두부 / Sundubu(Soft tofu) / スンドゥブ / 嫩豆腐 \10,000

정강희 두부마을

대실역

대백마트

강창훼밀리타운아파트
국민은행

Jeong Gang Hee Dubu Maeul / 
チョン・カンヒ・トゥブ・マウル / 
郑康熙豆腐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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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식당 

Information

주차 | 90  

좌석(룸수) | 160(5)
주변볼거리 | 육신사, 하목정, 

                 강정보

tel | 053)583-0533
Open | 09:30-21:30
Off | 명절

주소 |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92길 88(문산리)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낙동강의 은물결과 석양을 바라보면서 30년 전통을 자랑

하는 대구10미 논메기매운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식당이다.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 신선한 재료와 

부식을 사용하며 칼칼한 매운탕 한 그릇은 달아난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최고의 음식이다. 

오시는 길

메기매운탕 / Megi maeuntang / ナマズの辛味スープ  / 辣味鲶鱼汤� \25,000 ~ \38,000                                                    
메기찜 / Megi jjim / ナマズの蒸し物 / 清蒸鲶鱼 \35,000 / \45,000
미꾸라지튀김 / Mikkuraji twigim / どじょうの天ぷら / 炸泥鳅                        \15,000

문산리경로회관

낙동식당

낙동강

Nakdong Restaurant / 
ナクトン食堂 / 洛东餐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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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나무집 궁중약백숙 /
큰나무집 밥
궁중 비법을 그대로 사용, 24가지 한약재를 넣은 건강보양식으로 90일 된 

토종닭을 사용해서 수분함량이 높고 육즙이 풍부하며 육질이 쫄깃쫄깃하다. 

맛은 물론 각종 한약재로 건강까지 확실히 책임지는 궁중약백숙은 20여년 

전통을 자랑한다. 몸이 허하고 기(氣)를 많이 소진했을 때 먹는 보양식이며 

정성으로 만든 밑반찬도 깔끔하다. 질 좋은 음식으로 단골손님들의 입맛을 

감동시켜 달성군 지정 사찰음식점  1호점으로 마니아층이 두텁다고 한다.

Information

주차 | 75
좌석(룸수) | 320(11)
주변볼거리 | 남지장사,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tel | 053)793-2000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달성군 가창면 우록길 24(삼산리)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한방궁중약백숙 / Hanbang gungjung yak baeksuk / 宮中韓方入り鶏肉の水炊き / 宫廷药膳炖鸡�
 \36,000 ~ \55,000
전복한방백숙 / Jeonbok Hanbang baeksuk / 韓方とアワビ入り鶏肉の水炊き / 鲍鱼药膳炖鸡������
 \54,000 ~ \69,000                                                                                                             
사찰정식(남자밥,여자밥) / Sachal Jeongsik (Buddhist-temple-style Vegetarian Set Menu): Namjabap (For Men) Yeojabap (For Women) 

                                           / 精進定食(男性食、女性食) / 寺庙套餐(男餐、女餐) \15,000
                                            오시는 길

Keunnamu Jip  Gungjung Yak Baeksuk /
Keunnamu Jip Bap / 
クンナムチプ・クンジュン・ヤクペクスク / クンナムチプ・パプ  /
大树之家 宫廷药膳炖鸡 / 大树之家饭 

삼산리경로당

가창로

삼산교회

신 천

큰나무집
궁중약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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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마을 

Information

주차 | 100  

좌석(룸수) | 104(4)
주변볼거리 | 남지장사, 녹동서원

tel | 053)767-1889
Open | 11:30-21:00
Off | 명절

주소 | 달성군 가창면 녹문길 19(삼산리)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솔잎을 2년 이상 발효시킨 솔잎효소 식초로 요리한 건강식

으로 맛도 일품이다. 솔잎조림닭은 토종닭 중 생닭만을 사용

하고 나트륨을 줄인 건강음식점으로 인정되어 식약처장상을 

받은 집이다. 솔잎돼지갈비는 주인장이 직접 참숯에 구워 

식지 않도록 옥돌에 올려드려 손님 접대로 인기가 많은 친절 

음식점이다.

오시는 길

솔잎돼지갈비 / Solip dwaeji galbi / 松葉豚カルビ / 松叶烤猪排 \10,000
솔잎조림닭 / Solip jorim dak / 松葉と鶏肉の煮付け / 松叶酱炖鸡肉 \30,000 ~ \42,000
해물전 / Haemuljeon / 海鮮のチヂミ / 海鲜煎饼�                                       \8,000

삼산리경로당 돈마을

신천

삼산교
삼산리회관

Don Maeul / 
トンマウル / 豚村



‘대찬맛’은 

대구의 확신찬 맛, 알찬 맛, 기찬 맛을 컨셉으로 

성미가 꿋꿋하며 세차다는 ‘대차다’의 의미와 

맵고 화끈한 맛으로 유명한 

대구의 올곧은 선비의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한 고장의 맛을 표현하였다는 뜻을 담은 

대구의 통합 맛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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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무르익은 분위기에

섬세한 제스처, 글로벌 매너를 갖춘다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이 더해질 때,

당신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터. 

32-54



비즈니스 

맛집

Business
restaurants

ビジネスシーンにぴっ
たりのお店

商务美食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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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품은 산(곤드레정식) / Haengbok pumeun san(gondeure jeongsik)  \29,000
                                               / 幸せを包み込む山(コンドゥレ定食) / 满怀幸福的山(山蓟菜套餐)                                          
젊음이 넘치는 산(돈피정식) / Jeormeumi neomchinun san(donpi jeongsik) \70,000 

                           / 若さあふれる山(豚皮定食) / 充满青春活力的山(炸猪排披萨套餐)                                   

산 

Information

주차 | 유료주차(지원)

좌석 | 100
주변볼거리 | 동성로, 약령시

tel | 053)257-9998
Open | 11:00-22:00
Off | 명절

주소 | 중구 남성로 53-1(종로2가)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멋스러운 한옥 건물의 한정식 코스 전문점으로 산을 주제로 한 

메뉴와 룸식 구조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오시는 길

San / 
サン / 山

산
고려인삼사

남성로

진골목길

대지당한약방

본초당한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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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닉신라 

현대미술관 전문화랑과 갤러리를 겸한 유기농 재료로 

맛을 내는 대구 유일의 이탈리아식당. 무던하면서 세련된 

시설에 귀한 손님 모시기에도 손색이 없는 집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8
좌석(룸수) | 28(5)
주변볼거리 | 김광석거리,        

                 방천시장

tel | 053)421-1628
Open | 11:00-23:00
Off | 매주 월요일, 명절

주소 | 중구 대봉로 200-29(대봉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스테이크코스 / Steak course / ステーキコース / 牛排套餐 \63,000 / \75,000                                                                                                                          
오늘의 파스타 / Oneului pasta / 本日のパスタ / 今日意大利面                   \26,000

Organic Silla / 
オーガニック・シンラ / 有机新罗

올가닉신라

청운빌라
동덕로

지하철대봉교역

대구광역시립
대봉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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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갈비살 / Hanu galbi sal / ハヌガルビサル / 韩牛肋条肉 \22,000
불고기 / Bulgogi / プルコギ / 烤牛肉 \14,000
돼지갈비 / Dwaeji galbi / 豚カルビ / 猪排 \8,500

종로숯불갈비 

Information

주차 | 10
좌석(룸수) | 120(5)
주변볼거리 | 근대골목투어 2코스,  

                약령시

tel | 053)252-7197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중구 종로 26(종로2가)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진골목 안 고풍스런 옛 한옥에서 24년 전통을 이어오는 

갈비전문점. 외국 관광객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한다.

오시는 길

Jongro Sutbul Galbi / 
チョンノ・炭焼きカルビ / 钟路炭烤排骨

종로숯불갈비

미도다방

떼아뜨로
중구극장

화교성당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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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더미가든

Information

주차 | 80  

좌석(룸수) | 170(4)
주변볼거리 | 동촌유원지, 옻골마을, 

                 국립대구기상과학관

tel | 053)986-3000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동구 동촌로 402(용계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황토가마 참나무 장작불로 오리&삼겹&떡갈비의 기름을 

쫙 빼서 그 맛이 천하 일품이며 곤드레돌솥밥에 숭늉까지 

정갈한 약선밥상 

장작오리바베큐 / Wood-fired barbecued duck / 鴨薪火焼き / 柴烤鸭肉BBQ  \40,000
삼겹살훈제바베큐 / Samgyeopsal hunje barbecue / サムギョプサルの燻製バーベキュー
                              / 熏制五花肉BBQ�  \30,000
곤드레돌솥밥 / Gondeure dolsotbap / コンドゥレナムル入り釜飯 / 山蓟菜石锅饭 \12,900 

                                              

오시는 길

Jangjack Deomi Garden /  
チャンジャクドミ・ガーデン / 柴堆花园

장작더미가든

지하철용계역

용계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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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장어 

민물장어요리 전문점으로 1987년 문을 열어 온 가족이 함께 

장어요리 연구와 소스 개발에 힘을 모아 남강장어만의 독특한 

요리비법을 개발 장어요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몸에 

좋은 자연 식재료로 만든 소스를 국내산 장어에 발라 7~8회 

구워 장어의 깊은 맛과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

모임이나 비즈니스 모임에 손색이 없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120(5)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tel | 053)571-9595
Open | 10:00-23:00
Off | 명절

주소 | 서구 서대구로 36(내당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한방장어구이 / Hanbang jangeo gui / 韓方入りウナギの蒲焼き / 药膳烤鳗鱼�      \37,000
장어정식 / Jangeo jeongsik / ウナギ定食  / 鳗鱼套餐  \22,000
장어탕 / Jangeo tang / ウナギスープ  / 鳗鱼汤� \10,000
장삼탕 / Jangsam tang / 高麗人蔘入りウナギスープ / 参鳗鱼汤� \13,000

Namgang Jangeo / 
ナムガン・チャンオ / 南江鳗鱼

삼익맨션오베이베이비

남강장어
서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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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들마을 

한우의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 부위별 특성을 살려 주인장이 

직접 정성으로 정형한다. 고기 시식 후 차돌돌판된장정식도 

일품이다.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180(6)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tel | 053)555-2158
Open | 10:00-23:00
Off | 명절

주소 | 서구 서대구로 127(평리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차돌돌판된장정식 / Chadol dolpan doenjang jeongsik / 牛のともばら肉入りテンジャンチゲ定食
                            / 牛胸肉石板大酱汤� \8,000                                                                                  
한우로스구이 / Hanu rosue gui / 韓牛ロース焼き / 烤韩牛� \25,000
생삼겹 국내산 / Saengsamgyeop / サムギョプサル / 烤鲜五花肉韩国产� \10,000
불고기정식 / Bulgogi jeongsik / プルゴギ・ジョンシク / 烤牛肉套餐� \11,000

Deul Maeul / 
トゥルマウル / 野村

들마을

국채보상로

서대구로

롯데하이마트

평리푸르지오
3단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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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 

회코스 / Hoe course / 刺身コース / 生鱼片套餐� \25,000 ~ \70,000
회정식 / Hoe jeongsik / 刺身定食 / 生鱼片套餐  \20,000
초밥정식 / Chobap jeongsik / 寿司定食 / 寿司套餐� \15,000
물회정식 / Mulhoe jeongsik / 刺身の冷たいスープ定食 / 水拌生鱼片套餐  \20,000

Information

주차 | 12  

좌석(룸수) | 48(12)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tel | 053)525-0043
Open | 10:00-22:30
Off | 명절

주소 | 서구 서대구로 39(내당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당일 받은 싱싱한 국내산 생선만 사용하며 채소 등 

식자재도 최상품만 사용한다. 30년 일식 경력의 사장님이 

직접 회를 떠서 회를 씹으면 질감이 일품이다. 밑반찬도 

조금이라도 더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늘 

연구하기 때문에 고급음식점의 격에 맞게 깔끔하면서도 

맛깔스럽다.

오시는 길

Eodeung / 
オドゥン / 渔灯

삼익맨션오베이베이비어등

서대구로

뉴대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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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탕(한마리) / Bokeotang / ふぐスープ(丸ごと一匹) / 河豚汤(一只) \8,000
복불고기 / (노루궁댕이버섯, 은이버섯, 밀복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13,000 ~ \19,000
/  Bok bulgogi(price varies with optional selections: norugungdengi mushrooms, euni mushrooms, milbok) 

/ ふぐプルコギ(ヤマブシタケ、シロキクラゲ、サバフグのうち、具材のチョイスによって金額が異なる) 
/ 烤河豚肉(按照猴头菇、银耳、月尾兔头鲀的选择，价格有所不同)                                                                                                                                 

복들어온 날 

서구청 맞은편 골목 안에 위치한 식당으로 그 역사가 정감 

있게 묻어나고 밑반찬은 모두 가정집 같은 맛이다. 인기 

메뉴인 복어탕은 뽀얀 속살과 시원하면서 담백한 육수 맛이 

가히 일품이다. 점심 특선 메뉴로 복까스와 전국에서 최초 

개발한 복껍질 물회국수도 맛볼 수 있다.

Information

주차 | 0
좌석(룸수) | 52(1)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tel | 053)561-1255
Open | 10:00-21:30
Off | 매주 일요일, 명절    

주소 | 서구 국채보상로 266(평리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Bok Deuleo-on Nal / 
ポク・トゥロオン・ナル / 福气滚滚来之日

복들어온날

국채보상로

현대자동차

서구청

이니스프리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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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원 

Information

주차 | 18  

좌석(룸수) | 104(3)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한우옛날불고기 / Hanu yennal bulgogi / 昔ながらの韓牛プルコギ / 古味烤韩牛� \17,000
옛날불고기 / Yennal bulgogi / 昔ながらのプルコギ / 古味烤牛肉� \13,000
제주흑돼지오겹살  / Jeju heukdwaeji ogyeopsal / 済州 州黒豚の皮付サムギョプサル  
                               / 济州黑猪带皮五花肉����� \12,000                                                    
돌솥홍합밥정식 / Dolsot honghapbap jeongsik / ムール貝入りの釜飯定食 / 石锅贻贝饭套餐 \8,000
                                                                                                                            
                                                                                        

tel | 053)566-0046
Open | 11:00-22:00
Off | 명절

주소 | 서구 서대구로 113(평리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옛날식 불고기처럼 전용 불판에 불고기를 올리고 가장자리에 

육수를 넣고 당면과 버섯, 파채 등의 채소를 곁들여 먹는 

방식으로 아련한 추억을 맛볼 수 있다. 고기가 연하고 양념이 

잘 배어 담백하고 부드러우며 입 안에서 녹는다. 홍합, 새송이 

버섯, 단호박 등을 넣은 홍합돌솥밥을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만점이다.

오시는 길

Sariwon / 
サリウォン / 沙里院

서대구우체국

사리원
국채보상로

서대구로
평리푸르지오
3단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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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음 

주인이 직접 요리하는 전라도 음식 전문점으로 갈비전복찜과 

홍어삼합, 장대찜, 담양죽순찜 등 전라도 요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음식의 재고를 없애기 위해 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10
좌석(룸수) | 80(11)
주변볼거리 | 앞산

tel | 053)655-1511
Open | 10:00-22:00
Off | 매월 일요일 2번

주소 | 남구 안지랑로 5-1(대명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한정식 / Hanjeongsik / 韓定食 / 韩定食� \20,000 ~ \40,000

Sotnae-eum / 
ソルネウム / 松香

대구앞산
커뮤니티센터 일광사

솔내음

앞산순환로

대덕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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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본스테이크 / T-bone steak / Tボーンステーキ / 丁骨牛排                         \45,000
까르보나라 / Carbonara / カルボナーラ / 奶油培根意大利面������������������\17,000
리삐에노 / Ripieno / リピエーノ / Ripieno                                        \19,000

국수 

Information

주차 | 8  

좌석(룸수) | 48(3)
주변볼거리 | 앞산

tel | 053)625-1365
Open | 11:00-23:00
Off | 매주 화요일

주소 | 남구 현충로7길 2(대명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대구 앞산 카페거리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슬로푸드를 

지향하는 곳이다.

// 티본스테이크 : 한우를 그릴에 구워 정통 이태리방식

으로 요리

오시는 길

Guk Su / 
ククス  

현충로

대명동
주민센터

앞산카페거리

스타벅스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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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밥달밥 

깨끗하고 정갈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내부 인테리어가 

특색있는 업소로 자연약초를 숙성시켜 만든 효소와  

유기농 나물을 사용한 웰빙 한정식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180(9)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tel | 053)624-1177
Open | 11:30-22:00
Off | 매주 일요일

주소 | 남구 두류공원로 62(대명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해가빛상 / Haegabitsang / ヘガビッ定食 / 日成光套餐� \25,000
모꼬지상 / Mokkojisang / モコジ定食 / 聚会套餐� \35,000
다올상 / Daulsang / ダオル定食 / 都来套餐� \15,000

Haebap Dalbap /
へバプダルバプ / 日餐月餐 

대구가톨릭병원

해밥달밥

삼정비취
아파트

남명교회
보리수
유치원

두류공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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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바 / Salad bar(lunch/dinner) / サラダバー(ランチ/ディナー) / 沙拉吧(午餐/晚餐)1  
                11111111               \13,900(런치) / \19,000(디너)                                                                                
바다가재안심스테이크 / Badatgajae ansim steak / ロブスターとヒレステーキ / 龙虾里脊 \39,900                                                                                                                
꽃등심스테이크 / Rib Eye Roll Steak / リブアイステーキ / 霜降牛排 \29,000

르네상스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250(2)
주변볼거리 | 앞산

tel | 053)626-7770
Open | 11:00-21:30
Off | 명절

주소 | 남구 앞산순환로 407(대명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웰빙트랜드에 맞추어 다양한 스테이크 요리와 샐러드바 메뉴를  

더욱 다양화시켰다. 즉석 코너는 알밥, 새우튀김, 스파게티, 피자,  

목살구이, 다양한 종류의 김밥과 샌드위치 등 전문 요리사가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요리들로 맛과 즐거움을 한층 높였으며 샐러드바도  

세계 각국의 샐러드 요리, 다양한 초밥류, 갓 구워낸 빵과 계절과일, 

죽, 음료코너 등 다양한 메뉴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다.

Renaissance / 
ルネサンス / 文艺复兴

오시는 길

대구앞산
커뮤니티센터 일광사

앞산맛
둘레길

르레상스

앞산순환로

대덕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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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 

중화요리 전문 관광식당으로 대구 최대 규모를 자랑함.

대표 음식으로는 전가복, 돌솥해물누룽지탕, 

전복송이(백)짬뽕, 꿀탕수육, 부용(홍)짬뽕이 있음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50
좌석(룸수) | 500(200)
주변볼거리 | 엑스코

tel | 053)381-8700
Open | 11:30-22:00
Off | 명절

주소 | 북구 유통단지로22길 13-8(산격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전가복 / Jeongabok / アワビと帆立の炒め / 鲍鱼全家福 \80,000
부용전복송이냉면 / Buyong jeonbok songi naengmyeon / プヨン・アワビ入松茸冷麺 
                                               /�富龙鲍鱼松茸冷面 \14,000                                                                                                  
잡탕밥 / Japtangbap / 海鮮あんかけご飯 /�海鲜什锦汤饭� \14,000

Buyong / 
プヨン / 富龙

유통단지로

부용

EXCO

나눔문화관

건축복합자재관

검단공단로삼원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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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선회특정식 / Gwiseon House Special Set Menu with Sliced Raw Fish / クィソン刺身特定食

                                   / 龟船生鱼片套餐 \25,000
회덮밥 / Hoe deopbap / 刺身丼 / 生鱼片盖饭                           \12,000
물회 / Mulhoe / 刺身の冷たいスープ / 水拌生鱼片                                    \12,000

(주)귀선울산정자
참가자미회 

Information

주차 | 12  

좌석(룸수) | 88(17)
주변볼거리 | 엑스코

tel | 053)381-3553
Open | 11:00-23:00
Off | 명절

주소 | 북구 유통단지로8길 13-28(산격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일식 전문점으로 싱싱한 활어회와 다양한 해물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일본풍 실내장식이 인상적이고 방마다 분리가 

잘 되어 있어 조용하고 오붓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오시는 길

Gwiseon Ulsan Jeongja Chamgajami Hoe, Inc.  /
㈱クィソン・ウルサン・チョンジャ・チャムカジャミフェ /
(株)GuiSun蔚山亭子真比目鱼生鱼片

유통단지로

귀선산업용재관

전자관
웨딩프라자

NH농협

우리은행
호텔인터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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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 

한정식과 숯불갈비가 유명한 25년 전통의 음식점이다.  

전통한옥의 구조를 재현한 식당 외형은 야간조명을 받으면 

더욱 인상적이다. 비원의 전통적인 맛과 내부의 편안함은 

상견례와 가족모임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70
좌석(룸수) | 180(12)
주변볼거리 | 어린이회관,

                수성유원지

tel | 053)742-3355
Open | 12:00-22:00
Off | 연중 무휴

주소 | 수성구 청수로 73(중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생갈비 / Saenggalbi / 生カルビ / 鲜牛排��� � � � � � � � � � � � � � � � � � � � � � � � � � �\88,000
갈비살 / Galbisal / カルビ / 肋条肉�                                      \38,000
양념갈비 / Yangnyeom galbi / 味付けカルビ / 调味排骨                      \33,000
한정식코스 / Korean Table D’hote / 韓定食コース / 韩定食套餐 \18,000 ~ \38,000

Biwon / 
ピウォン / 秘园

비원

현대자동차

이월부띠크호탤

KT상동지사

들안길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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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 / Jeongabok / アワビと帆立の炒め / 鲍鱼全家福� \120,000
해물누룽지탕 / Haemul nurungji tang / ヘムル・ヌルンジタン / 海鲜锅巴汤� \70,000
금전전복 / Geumjeon jeonbok / クムジョンジョンボク / 金钱鲍鱼� \100,000

자금성 

Information

주차 | 100  

좌석(룸수) | 350(13)
주변볼거리 | 어린이회관,

                수성유원지

tel | 053)767-6700
Open | 11:30-22: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동대구로 127(황금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1993년 대구 황금동에 자리를 잡은 자금성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줄곧 고급 중국요리 한길만을 달려왔다. 참된 

서비스와 높은 음식 품질을 바탕으로 22년간 대구에서 

그 맛을 인정받았다. 2007년 ISO 국제품질 자격마크를 

획득하였고 2012년에는 명예미소국가대표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

오시는 길

Jageumseong / 
チャグムソン / 紫禁城

자금성
대구은행 엘리제호텔황금역

범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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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장어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장어요리 전문점으로 전통장어 

부터 토사자, 원지, 육종용, 오미자 등의 다양한 한약재에 

재운 장어를 구워 낸 한방꿈의장어, 장녹수탕, 연산군탕 

등 다양한 장어요리가 일품이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100(12)
주변볼거리 | 망우공원

tel | 053)745-7800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신천동로 442(수성동4가)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삼수명품 / Samsu myeongpum / サムス名品 / SamSoo名品� \180,000
장어정식 / Jangeo jeongsik / ウナギ定食 / 鳗鱼套餐� \20,000
장녹수탕 / Jangnoksu tang / チャンノクスタン / 张绿水汤� \8,000

Samsu Jangeo / 
サムス・チャンオ / SamSoo鳗鱼

수성대림
e편한세상

수성화성
쌍용타운

신천동로

삼수장어
인제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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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라 

갈비살 / Galbisal / カルビ / 肋条肉                                     \40,000
양념갈비 / Yangnyeom galbi / 味付けカルビ / 调味排骨                       \40,000
한정식 / Hanjeongsik / 韓定食 / 韩定食 \35,000 ~ \70,000

Information

주차 | 45  

좌석(룸수) | 200(20)
주변볼거리 | 수성유원지

tel | 053)765-9999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용학로 116-12(두산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맛있는 곳, 가고 싶은 곳, 편안한 곳, 여유 있는 곳을 지향하는 

한우고기 전문점인 이곳은 동화에서 나옴 직한 울타리와 

정원이 먹는 즐거움을 한층 더해준다. 한우숯불구이가 메인

이지만 잘 차려진 밥상이 한정식에 가깝다. 상견례나 외국인 

모시기에 손색이 없는 집이다.

오시는 길

아사다라

범물동방면 파동방면

수성하와이
해수탕

수성
관광호텔

뉴욕뉴욕

수성못

Asarada / 
アサダラ / 阿斯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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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봉 

청정 자연에서 키운 한우청의 초정 암소 한우만 사용, 질이 

매우 뛰어나고 한정식으로 유명하며 황토와 원목이 조화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청정하고 

깨끗한 식재료를 산지와 직접 계약해 공급받아 주인이 항상 

고객의 입맛에 맞는 음식 메뉴 개발에 노력하는 집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40
좌석 | 120
주변볼거리 | 수성유원지

tel | 053)783-8558
Open | 11:30-24:00
Off | 연중 무휴

주소 | 수성구 들안로 9(상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한우갈비 / Hanu galbi / 韓牛カルビ / 韩牛肋条肉� \24,000
한정식 / Hanjeongsik / 韓定食 / 韩定食  \13,000 ~ \60,000

용지봉

상동네거리

TBC대구방송덕화중학교

들안길삼거리

Yongjibong / 
ヨンジボン / 龙池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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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 Samgyetang / サムゲタン / 参鸡汤� \13,000
궁중한방닭백숙 / Gungjung Hanbang dak baeksuk / 宮中韓方入り鶏肉の水炊き  
                              / 宫廷药膳炖鸡        \42,000                                                                                                        
해신탕(닭) / Haesin tang(Chicken) / 鶏肉と海鮮の保養スープ(鶏)
                      / 海鲜鸡汤(鸡) \75,000 / \90,000

소나무집 

Information

주차 | 40  

좌석(룸수) | 120(5)
주변볼거리 | 어린이회관,

                 대구국립박물관

tel | 053)764-1313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청수로40길 73-10(지산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한약재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궁중요리로 손님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며 장아찌 또한 별미다. 입구에 

들어서면 넓은 정원에 심어진 소나무와 정자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예쁜 정원이 있는 집이다. 

오시는 길

Sonamu Jip / 
ソナムチプ / 松树家

무학로
수성아트피아

개나리유치원

소나무집

녹원맨션

능인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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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우식육식당 

소형, 중형, 대형 룸이 있어 각종 모임 장소로 좋으며  

단체룸에는 빔프로젝터 등 각종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회의 장소로도 적합하다. 갈빗살과 양념갈빗살, 신성스페셜, 

한우불고기, 영천육회 등 최고급 한우를 사용하는 한우 

전문점이다. 10종류가 넘는 쌈채소가 제공되며 산지에서 

직접 구매한 방풍나물을 밑반찬으로 제공한다.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170(14)

tel | 053)583-8900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달서구 성서로 359(이곡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한우갈비살 / Hanu galbisal / 韓牛カルビ / 韩牛肋条肉                       \26,000
신성스페셜 / Sinseong special / シンソン・スペシャル / 新星特选�               \30,000
영천육회 / Yeongcheon yukhoe / 栄川 式ユッケ / 永川生拌牛肉                 \22,000

Sinseong Hanu Sikyuk Restaurant / 
シンソン韓牛食肉食堂 / 
新星韩牛食肉餐厅

ヨ ン チ ョ ン

성서농협

성서산업단지역

신성한우식육식당

대구은행달구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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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우비빔밥 / Baru bibimbap(a type of Buddhist temple cuisine) / 鉢盂ビビンバ / 钵盂拌饭� \10,000
사찰요리정식 / Sachal yori jeongsik / 精進料理定食 / 寺庙料理套餐� \23,000
일월정정식 / Ilwoljeong jeongsik / イルォルジョン定食 / 日月正套餐 \20,000 ~ \70,000

일월정한정식 

Information

주차 | 50  

좌석(룸수) | 90(13)
주변볼거리 | 달성보, 비슬산 

                옥연지송해공원

tel | 053)615-0855
Open | 11:00-21:30
Off | 명절

주소 |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5(북리)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KBS 지역방송 『행복발견 오늘』, 『음식기행 3도3미』에 사찰음식 

전문점으로 소개되었으며 채소를 직접 농사지어 사용하고 

된장, 간장, 매실 등을 직접 담아서 요리하는 업소로 30여 년간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철에 맞는 식재료로 미식가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업소 전체가 룸으로만 이루어져 

공단을 찾는 손님들의 접대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오시는 길

대구은행

달성군민 운동장 공단파출소

일월정한정식

Ilwoljeong Hanjeongsik /  
イルォルジョン韩定食 /  
日月正韩定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