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10味’는 광복 직후부터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음식 중 

‘대구하면 떠오르는 음식’으로 대구에서 시작되었거나, 대구에만 있는 

독특한 조리법 또는 오직 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맛의 고장 대구 

대구10味

야끼(볶음)우동 납작만두
yaki udon Napjak mandu 

ヤキウドン ナプチャクマンドゥ

대구육개장(따로국밥) 막창구이 뭉티기 동인동찜갈비
Daegu yukgaejang Makchang gui mungtigi Dongin-dong jjim galbi

テグユッケジャン マクチャングイ ムンティギ トンインドン・チムガルビ
大邱式香辣牛肉汤 烤牛皱胃 大邱式生肉片 东仁洞炖排骨

논메기매운탕 복어불고기 누른국수 무침회
Nonmegi maeuntang Bogeo bulgogi Nureunguksu Muchim hoe 

ノンメギ・メウンタン ポゴブルゴギ ヌルングクス ムチムフェ
辣味鲶鱼汤 烤河豚肉 鳀鱼汤刀切面 凉拌生鱼片

日式炒乌冬面 扁饺子

Daegu, a City of Taste

Daegu's 10 Best D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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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함보다 진솔한 신뢰를 대접하며

변치 않는 맛의 대를 잇는 

음식점들이 여기 모였다. 

그 맛을 쫓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대물림 맛집은 

쌓아온 시간만큼 

더 깊은 맛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그 명성을 빛내고 있다. 

58-71



대물림 

맛집

Family-Owned 
Matijp

老舗名店 传家美食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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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만두 / Gun mandu / 揚げ餃子 / 煎饺  \4,500
고기만두 / Gogi mandu / 肉まん / 肉馅包子� \4,500

1958년에 개업하여 3대째 운영되고 있는 전통중국식 만두 

전문점이다. 화교가 직접 운영하는 만둣집으로 비빔만두, 

탕수만두 등 젊은 세대의 입맛을 맞춘 신메뉴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유료    
좌석 | 40
주변볼거리 | 동성로, 약령시

tel | 053)424-0449
Open | 10:30~22:00
Off | 매주 월요일

주소 | 중구 달구벌대로 2109-32(덕산동)

태산만두 Taesan Mandu /
テサン・マンドゥ / 泰山饺子

중앙파출소

YBM어학원
동성로센터

영스테이지

ABC마트
태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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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식당 

전통 '추어탕' 전문점, 미꾸라지가 동면하는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휴무를 철칙으로 지키는 집. 그만큼 

자연산 미꾸라지만 고집한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추어탕 / Chueo tang / どじょうスープ  / 泥鳅汤� \9,000

Information

주차 | 유료

좌석(룸수) | 80석(5)
주변볼거리 | 동성로, 약령시

tel | 053)425-5924
Open | 09:00~20:30
Off | 12. 16. - 2.28, 명절

주소 | 중구 국채보상로 598-1(동성로2가)

Sangju Restaurant /
サンジュ食堂 / 尚州餐厅

랜드로바
대구지점CGV

대구한일

교보문고
대구점

국채보상로

우리은행
대구지점

미스터도넛
대구동성로점

상주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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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장 / Yukgaejang / ユッケジャン / 香辣牛肉汤� \8,000

옛집 

대구육개장의 원조 격. 3대를 이어온 전통의 비법으로  

만드는 '육개장'은 마냥 맵지만 않고 뒷맛의 달콤함까지 

있다.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    
좌석 | 40
주변볼거리 | 달성공원, 서문시장,   

                북성로 공구골목

tel | 053)554-4498
Open | 11:00~18:30
Off | 매주 일요일

주소 | 중구 달성공원로6길 48-5(시장북로)

Yetjip /
イエッチプ / 故居

행남자기 
대구총판

달성공원
사거리

동산
네거리

오토바이
골목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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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드레밥보쌈세트 / Gondeure bap bossam set�/ コンドゥレナムルご飯とポッサムセット
                                 / 山蓟菜饭菜包肉套餐    \52,000 / \30,000                                                                                    
불쭈꾸미세트(1인) / Bul jukkumi set / 味付けイイダコの鉄板炒めセット  \11,000
                                     / 辣炒八爪鱼套餐 
도토리묵무침 / Dotorimuk muchim / どんぐりこんにゃくの和え物 / 拌橡子凉粉  \8,000

고향식당

팔공산케이블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신중식당

산중식당 

팔공산 동화사 지구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맛과 멋을 

묵묵히 계승시켜 온 향토 전문음식점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와 

세트로 구성된 다양한 메뉴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다. 

웰빙을 가득 담은 세트메뉴들은 모두 특색 있는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토리묵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180(5)
주변볼거리 | 동화사,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방짜유기박물관

tel | 053)982-0077
Open | 11:30~21:30
Off | 명절

주소 | 동구 팔공산로185길 55(용수동)

Sanjung Restaurant /
サンジュン食堂 / 山中餐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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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복코스(3~4인) / Eunbok course (for 3 to 4) / シロサバフグコース (３～４人前)   / 怀氏兔头鲀套餐�(3~4人份)�� \80,000
복불고기세트(1인) / Bok bulgogi set (for 1) / ふぐプルコギセット (一人前) / 烤河豚肉套餐�(1人份) \20,000
청복 / Cheongbok (for 1) / キタマクラ  / 水纹扁背鲀� \12,000
밀복 / Milbok (for 1) /ドクサバフグ  / 月尾兔头鲀� \15,000

해금강  

2대째 내려오는 복요리 전문점으로 복어를 몸에 좋은  

약선요리와 접목한 메뉴를 개발하여 건강까지 생각하는  

음식점이다. 대표 메뉴는 복어를 주재료로 한 코스요리로  

복껍질무침, 복튀김, 복어찜, 복샤브전골 등 다양한 복요리를 

맛볼 수 있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25    
좌석(룸수) | 140(7)
주변볼거리 | 동촌유원지, 아양

기찻길, 국립대구기상과학관

tel | 053)954-2323
Open | 09:30~22:30
Off | 명절

주소 | 동구 신암남로 133(신암동)

Haegeumgang /
ヘグムガン / 海金刚

해금강

CU

부곡장모텔

동대구역

혜리호텔

덕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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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뽈찜 

2대째 가업을 이어온 30년이 넘은 전통의 대구뽈찜은  

여러 번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다. 살이 오른 

생선 대구와 아삭거리는 콩나물과의 조화가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고 담백하며 먹고 남은 양념은 김 가루와 채소를 

곁들여 볶아 주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대구뽈찜 / Daegu ppol jjim  /  たらの頭の蒸し物  /�辣炖鳕鱼头�� \20,000 ~ \30,000
대구뽈탕 / Daegu ppol tang / たらの頭のスープ / 鳕鱼头汤� \7,000
해물찜 / Haemul jjim / 海鮮の蒸し物  / 辣炖海鲜  \25,000 ~ \35,000

Information

주차 | 3    

좌석 | 70
주변볼거리 | 원대가구골목 

tel | 053)358-8409
Open | 11:00-22:00
Off | 첫째·셋째주 일요일

주소 | 서구 원대로 69(원대동2가)

고성동우체국

북구청 대구시립북부도서관고성네거리

대구뽈찜

Daegu Ppol Jjim /
テグポルチム / 辣炖鳕鱼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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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온반 / Pyeongyang onban / 平壌式温飯 / 平壤温饭  \7,500
어복쟁반 / Pyeongyang-style beef hot pot / オボクチェンバン(平壌風牛肉入り鍋 

              / 平壤牛肉火锅� \43,000 ~ \58,000
초계탕 / Chogyetang / 鶏スープのマスタードソース添え / 酸甜鸡丝汤� \22,000

대동강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특별한 별미를 느낄 수 있다. 

// 평양온반 : 닭고기 육수에 닭고기를 찢어 넣은 북한식 

맑은 장국밥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 | 160
주변볼거리 | 신천변

tel | 053)471-3379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남구 대봉로 57-1(봉덕동) 

대동강

신천대로남구청

봉덕시장국민은행

오시는 길

Daedonggang /
テドンガン / 大同江

(ピョン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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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식당

대구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선짓국밥으로 유명한 맛집

이다. 매일 아침 신선한 선지와 푹 곤 사골육수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정성스럽게 끓여 등산객의 출출해진 배를 

따뜻하게 채워준다.

Information

주차 | 50   
좌석 | 250
주변볼거리 | 앞산

tel | 053)656-8111
Open | 24시간

Off | 연중 무휴

주소 | 남구 앞산순환로 443(대명동)

선지국밥 / Seonji gukbap / 牛血クッパ / 牛血汤饭� \6,000
육개장 / Yukgaejang / ユッケジャン / 香辣牛肉汤� \8,000
옛날간장찜닭 / Yetnal ganjang jjimdak / 昔ながらの鶏肉と野菜の蒸し物 / 古味酱香炖鸡� \25,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Daedeok Restaurant /
テドク食堂 / 大德餐厅

대덕식당
곤지곤지
옹기보리밥

대덕문화전당

임페리얼캐슬

신광사

대명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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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할매손칼국수  

앞산 자락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한 지 30년을 훌쩍 넘긴 

맛집으로 손수 빚어낸 찹쌀동동주, 직접 반죽한 손칼국수, 

해물을 넣어 만든 부추전 등 향수의 맛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집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송이손칼국수 / House-made noodle soup with pine mushrooms / 松茸入り手作りきしめん
                        / 松茸手工刀切面� \8,000
메밀전병 / Memil jeonbyeong / そば粉の薄皮巻き / 荞麦煎饼� \8,000
한방수육 / Hanbang suyuk / 韓方入りゆで肉 / 药膳白切肉� \17,000 ~ \20,000
찹쌀동동주 / Chapssal dongdongju / もち米の濁り酒 / 糯米冬冬酒� \4,000 ~ \7,000

Information

주차 | 2    

좌석(룸수) | 64(3)
주변볼거리 | 앞산 

tel | 053)624-3386
Open | 10:00-22:00
Off | 명절, 여름휴가 

주소 | 남구 앞산순환로87길 13(대명동)

Apsan Halmae Son Kalguksu /
アプサン・ハルメ・ソン・カルグクス /  
前山奶奶手工刀切面

앞산할매
손칼국수

곤지곤지
옹기보리밥

대덕문화전당

임페리얼캐슬

신광사

대명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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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동할매콩국수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져 2대째 이어온 콩국수 전문점

으로 고소하고 걸쭉한 콩국물로 유명한 맛집. 40여 년 세월 

속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콩국수를 팔았으며 오직 콩국수 하나

만을 고집하며 채 썰어 식용유에 볶아 고명으로 얹은 애

호박이 사이사이 씹히고 콩국수의 구수함이 일품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13   
좌석 | 70 
주변볼거리 | 도청교 근처

tel | 053)422-8101
Open | 11:00~20:30
Off | 매주 일요일

주소 | 북구 중앙대로 614-9(침산동)

콩국수 / Kongguksu / 豆乳素麺  / 豆汁面� \8,000

오시는 길

Chilseong-dong Halmae Kongguksu /
チルソンドン・ハルメ・コングクス /
七星洞奶奶豆汁面

Apsan Halmae Son Kalguksu /
アプサン・ハルメ・ソン・カルグクス /  
前山奶奶手工刀切面

기독교방송국

칠성초등학교

침산화성타운

침산코오롱
하늘채2차

동침산
네거리

경대교

칠성동할매
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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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국밥 / Dwaeji gukbap / 豚肉クッパ / 猪肉汤饭� \6,000
따로국밥 / Ttaro gukbap / タロクッパ / 牛骨汤饭  \7,000
암뽕 / Amppong / 豚のコブクロ / 肠衣  \20,000
모듬수육 / Modeum suyuk / ゆで肉の盛り合わせ / 白切肉拼盘� \22,000

만촌소문난국밥  

50년 전통의 맛집으로 2대째 대를 이어 운영하는 맛집으로 

소문난 국밥 전문점이다. 돼지 사골로 우려낸 담백한 뽀얀 

국물 위에 부추김치와 깍두기를 얹어 먹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20    
좌석(룸수) | 50(2)
주변볼거리 | 망우공원 

tel  | 053)755-4511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동원로 36(만촌동)

Minchon Somunnan Gukbap /
マンチョン・ソムンナン・クッパ  /
晚村驰名汤饭

대구컴퓨터

대구흥사단
회관

동원초교
남편네거리

수성구청역 만촌
네거리

만촌소문난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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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맛전골 / Hwansangui mat jeongol / コプチャンと大腸とプルコギの寄せ鍋  / 绝佳味道火锅  \13,000
곱창전골 / Gopchang jeongol  / コプチャンの寄せ鍋  / 小肠火锅   \15,000
대창전골 / Daechang jeongol / 大腸の寄せ鍋  / 大肠火锅            \15,000

버들

반세기를 이어온 역사를 가진 버들식당은 달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곱창전골 원조집이다. 3대째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오너셰프는 30년 이상 요리 경력을 갖고

있다. 대표 음식인 환상의맛전골은 곱창과 대창, 불고기를 

모두 맛볼 수 있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다.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15   
좌석(룸수) | 50(5)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tel | 053)656-1991
Open | 12:00~22:00
Off | 명절

주소 | 달서구 두류공원로28길 8(성당동)

오시는 길

Beodeul /
ポドゥル / 柳树餐厅

두류공원

SK-LPG
대구충전소

오리명가
고향정

이파크아파트

두류공원
네거리

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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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째 70년을 이어오는 맛의 종가로 가마솥에서 푹 곤 

곰탕의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은 물론 쫄깃쫄깃한 육질로 

씹는 재미를 더하며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50    
좌석(룸수) | 250(7)
주변볼거리 | 비슬산, 도동서원, 

국립대구과학관, 석빙고

tel | 053)615-1122
Open | 09:00-21:00
Off | 명절

주소 |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56-1(하리)

곰탕 / Gomtang / コムタン / 精熬牛骨汤                                  \11,000
꼬리곰탕 / Kkori gomtang / 牛テールコムタン / 精熬牛尾汤                  \17,000
수육 / Suyuk / ゆで肉 / 白切肉                                                   \40,000
모듬수육 / Modeum suyuk / ゆで肉の盛り合わせ  / 白切肉拼盘          \55,000

원조현풍박소선
할매집곰탕

현풍파출소

축산농협

현풍교네거리

현풍천

원조현풍박소선
할매집곰탕

Wonjo Hyeonpung Park So Seon Halmae Jip Gomtang /
ウォンジョ・ヒョンプン・パク・ソソン・ハルメジプ・コムタン /
元祖玄风朴小仙奶奶家精熬牛骨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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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탕 / Chueo tang / どじょうスープ / 泥鳅汤                                     \8,000
손두부 / Son dubu / 手作り豆腐  / 手工豆腐                                    \7,000
미꾸라지튀김 / Mikkuraji twigim / どじょうの天ぷら / 炸泥鳅                 \20,000

현풍추어탕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추어탕의 명가로 미꾸라지를 믹서

대신 손으로 일일이 으깨어 텁텁한 맛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철 따라 잡아 올린 미꾸라지로 끓인 추어탕에는 

미네랄, 철, 칼슘이 풍부해 원기회복에 그만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 | 100
주변볼거리 | 비슬산, 유가사, 

                현풍백년도깨비시장

tel | 053)614-3326
Open | 09:30-21:00
Off | 명절

주소 |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801(성하리) 

대구방면

비룡

현풍휴게소
남대구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중부내륙고속지선

현풍추어탕

Hyeonpung Chueo tang /
ヒョンプン・チュオタン / 玄风泥鳅汤

Wonjo Hyeonpung Park So Seon Halmae Jip Gomtang /
ウォンジョ・ヒョンプン・パク・ソソン・ハルメジプ・コムタン /
元祖玄风朴小仙奶奶家精熬牛骨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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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밥보다 더 든든하게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각종 면 요리의 진수를 한 곳에 모았다. 

누군가 후루룩하고 소리 내어 맛있게 먹는 

소리만 들어도 금세 군침을 돌게 하는 

면 요리의 매력에 빠져보자. 

74-85



면요리 

맛집

Noodle-Specialist 
Matijp

麺料理
が美味しいお店

面食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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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반점 

40년 전통의 야끼우동 전문점. 야끼우동은 쫄깃쫄깃한 

면과 다양한 채소들로 식감이 아주 좋으며, 바삭한 군만두와 

함께 먹는 그 맛은 잊을 수 없는 별미

야끼우동 / Yaki udon / 焼きうどん / 日式炒乌冬面   \9,000
탕수육 / Tangsuyuk / 酢豚 / 糖醋肉   \16,000 ~ \38,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소 | 중구 중앙대로 406-12(남일동)

주차 | 유료  
좌석(룸수) | 150(4)
주변볼거리 | 동성로, 약령시

tel | 053)425-6839
Open | 11:30-21:00
Off | 첫째·셋째주 월요일

오시는 길

중화반점

대구백화점

맥도날드

중앙로역

롯데시네마 아카데미대구

Junghwa Banjeom /
チュンファ・バンジョム / 中华饭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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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칼국수 

3대째 내려오는 칼국수 전문점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와 입식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고 분위기 있는 국숫집이다. 

칼국수와 돼지수육이 대표 메뉴이며 육수는 정성들여 만든 

사골육수를 사용하여 걸쭉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수육은 

국내산 암퇘지 생삼겹살을 여러 가지 약재와 양념으로 삶아 

잡내가 없고 맛과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다.

칼국수 / Kalguksu / きしめん / 刀切面   \6,000
감자만두 / Potato Dumplings / ジャガイモ餃子 / 土豆饺子 \5,000
해물파전 / Seafood and Green Onion Pancake / 海鮮とねぎのチヂミ / 海鲜葱煎饼 \9,000
돼지수육 / Dwaeji suyuk / ゆで豚肉  / 白切猪肉               \20,000

Information

주소 | 동구 신성로 63(신암동)

주차 | 4    
좌석(룸수) | 120(2)
주변볼거리 | 동촌유원지, 평화 

                    시장, 송라시장

tel | 053)951-0321
Open | 10:00-22:00
Off | 명절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Taeyang Kalguksu /
テヤン・カルグクス / 太阳刀切面

태양칼국수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은행

남신암지구대 공고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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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통의 칼국수 전문점으로 옛날 어머님들의 방식  

그대로 면을 홍두깨로 밀어 만들기 때문에 쫄깃하면서도 

찰진 면발을 자랑한다. 대표 메뉴는 칼국수로 육수를 새우, 

멸치, 다시마 등 12가지의 다양한 재료를 넣어 4시간 이상 

푹 끓여내기 때문에 진하고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Information

주차 | 25    
좌석(룸수) | 184(6)
주변볼거리 | 동촌유원지, 

                평화시장, 송라시장

tel | 053)751-6850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동구 송라로 93(신천동)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칼국수 / Kalguksu / きしめん / 刀切面         \6,000
들깨칼국수 / Deulkkae kalguksu / エゴマきしめん / 紫苏刀切面  \7,000
찹쌀수제비 / Chapssal sujebi / もち米すいとん / 糯米面片汤   \8,000
수육,암뽕,순대 / Suyuk, amppong, sundae / ゆで肉、豚のコブクロ、豚の腸詰め / 白切肉、肠衣、血肠� \23,000 ~ \28,000

고향집칼국수 

오시는 길

신천역

대경할인마트

대구은행

고향집칼국수

동보한방병원

Gohyang Jip Kalguksu /
コヒャンチプ・カルグクス / 故乡刀切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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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 / Kalguksu / きしめん / 刀切面      \5,500
산채비빔밥 / Sanchae bibimbap / 山菜ビビンバ  / 野菜拌饭  \7,000
수육짬뽕(파전+수육) / Suyuk Jjamppong / スユクチャンポン  (ねぎのチヂミ+ゆで肉付き)  / 白切肉套餐(葱煎饼+白切肉)

 \20,000 ~ \25,000

대구의료원 내에 있으며 3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 중  
산채비빔밥과 칼국수가 인기다. 칼국수는 24시간 숙성시킨 
반죽을 손으로 직접 밀어 면을 뽑아 멸치, 다시마 등으로 
우려낸 국물에 넣고 경상도식으로 끓여낸다. 정직하고  
신선한 재료로 자연 그대로의 토속적인 맛을 즐길 수 있다. 
해물파전과 수육을 반반 섞어 먹을 수 있는 짬뽕이라는  
이름의 메뉴도 있는데 이 메뉴도 인기가 좋은 편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병원내    

좌석(룸수) | 150(4)
주변볼거리 | 퀸스로드

tel | 053)623-3200
Open | 09:00-21:00
Off | 매주 일요일, 명절

         

주소 | 서구 평리로29길 7(중리동)

산록식당  Sanrok Restaurant /
サンロク食堂 / 山麓餐厅

산록상차림

중리동우체국

대구의료원

와룡네거리

라파엘웰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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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칼국수 / Haemul kalguksu / 海鮮きしめん / 海鲜刀切面           \6,500
해물칼제비 / Haemul kaljebi / 海鮮すいとん / 海鲜面片汤                         \6,500
칼국수 / Kalguksu / きしめん  / 刀切面                                                 \5,000

10년째 칼국수 전문점으로 운영 중이며 신선한 해물을 

사용해 칼국수의 깊은 맛을 내고 있다. 

// 해물칼제비 : 조개와 칼국수 수제비가 어우러져 바다의 

맛을 냄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5    
좌석 | 80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tel | 053)629-4300
Open | 11:30-22:00
Off | 명절

주소 | 남구 두류공원로 100(대명동)

조선손칼국수 

대명4동주민센터

문성병원

대구가톨릭
대학교병원

조선손칼국수

대양오일
할인주유소

SK LPG
대구충전소

Joseon Son Kalguksu /
チョソン・ソンカルグクス / 朝鲜手工刀切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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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동안 칼국수를 전문적으로 만든 경험과 위생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손님에게 더욱 좋은 음식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집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20    
좌석(룸수) | 104(2)
주변볼거리 | 안지랑곱창골목

tel | 053)623-9259
Open | 10:00-16:00
Off | 명절

주소 | 남구 대명남로 141(대명동) 

손칼국수 / Son kalguksu / 手作りきしめん  / 手工刀切面�������� \6,500
비빔밥 / Bibimbap / ビビンバ  / 拌饭                                     \6,500
메밀파전 / Memil pajeon / そば粉入りねぎのチヂミ / 荞麦葱煎饼���������� \9,000

와촌손칼국시 본점  
Wachon Son Kalguksi Bonjeom /
ワチョ・ンソンカルグクシ本店 / 
瓦村手工刀切面总店

와촌손칼국시
본점

대덕성당

폴인커피
현대카서비스

꿈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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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근이칼국수 / Wanggeuni Kalguksu / ワングニ・カルグクス(きしめん)  / WangGeuNi刀切面 \6,000
수육 / Suyuk / ゆで肉  / 白切肉                          \15,000 ~ \20,000
만두 / Mandu / 餃子  / 饺子                                                  \5,000

50년 전통으로 서문시장 칼국수 골목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다가 구암동으로 이전한 맛집이며 면을 삶아 한번 씻은 

후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먹는 안동건진국수 

스타일이다. 맛깔스러운 멸치육수에 봉곳하게 쌓아 올린  

칼국수는 직접 담근 간장과 된장을 곁들여 먹는 맛이 일품

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5    
좌석 | 70
주변볼거리 | 함지공원

tel | 053)326-2154
Open | 11:00-20:00
Off | 명절

주소 | 북구 동암로38길 19-43(구암동)  

왕근이칼국수 Wanggeuni Kalguksu /
ワングニ・カルグクス / WangGeuNi刀切面
 

왕근이칼국수

함지근린공원
앵무새어린이공원

국우성당

화성그랜드파크
아파트

구암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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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국시 / Andong guksi / アンドン・グッシ / 安东面条         \8,000
돼지수육 / Dwaeji suyuk / ゆで豚肉  / 白切猪肉                \15,000 / \20,000
녹두빈대떡 / Nokdu bindaetteok / 緑豆のピンデトク / 绿豆煎饼          \5,000 / \10,000

40년 전통의 국시 전문점으로 안동지방 고유 음식 조리법을 

기반으로 사골, 양지로 육수를 만들어 정성껏 대접하는 반가의  

음식이다. 국수의 면발은 다른 국수에 비해 얇고 가늘어  

부드럽고 쫄깃하며 부추김치, 배추김치와 더불어 깻잎에 싸서 

먹는 그 맛이 가히 일품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25    
좌석(룸수) | 150(6)
주변볼거리 | 어린이회관, 

                 수성유원지

tel | 053)763-6633
Open | 11:00-21:0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희망로 216(황금동)

안동국시 

안동국시

효산병원

현대자동차

황금2동
치안센터

희망로네거리
어린이회관삼거리

Andong Guksi /
アンドン・グッシ / 安东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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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밭골 입구에 위치하여 시골의 정취를 느끼며 엄마의 손

맛을 맛볼 수 있다. 대표 메뉴인 들깨메밀칼국수는 부산 

기장 다시마와 동해안 멸치 등 신선한 재료로 육수를 내 고소

하고 담백한 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세트메뉴는 국수와 

함께 만두, 파전, 수육, 메밀전병 등을 맛볼 수 있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92(1)
주변볼거리 | 월광수변공원

tel | 053)634-0563
Open | 11:00-21:00
Off | 명절

주소 | 달서구 월곡로 16(도원동) 

들깨메밀칼국수 / Deulkkae memil kalguksu / エゴマ入りそば粉きしめん   / 紫苏荞麦刀切面 \7,000
양푼이보리밥 / Yangpuni boribap / 大型器盛り麦ご飯  / 铜盆大麦饭          \6,000
듬북2인세트 / Deumbuk 2(i)in set / ドゥムプク２人前セット(餃子、きしめん、そば粉のチジミ、ゆで肉)   
                     / 诚意满满套餐2人份  \20,000                                                                                     

듬북칼국수  
Deumbuk Kalguksu /
トゥムプク・カルグクス / 诚意满满手工刀切面

듬북칼국수월광수변공원도원지

월광교

커피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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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짬뽕 / Haemul jjamppong / 海鮮ちゃんぽん  / 海鲜炒码面    \6,500
문어짬뽕 / Muneo jjamppong / タコ入りちゃんぽん  / 大章鱼炒码面   \12,000
탕수육 / Tangsuyuk / 酢豚  / 糖醋肉�� \15,000 ~ \30,000

24시간 영업하는 짬뽕 전문점으로 문어짬뽕이 유명하다. 

문어짬뽕은 동해안의 참문어를 사용하여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회전율이 좋아 식재료 재고가 없어 항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며 식사시간에는 대기 손님이 많아 

예약은 받지 않는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20    
좌석 | 74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tel | 053)625-7750
Open | 24시간

Off | 둘째·넷째주 월요일

주소 |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4(두류동)

신신반점 Sinsin BanjeomSinsin Banjeom /
シンシン・バンジョム / SinSin饭店

국민은행

농협은행

현대해상

신신반점두류역

내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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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 / Kalguksu / きしめん  / 刀切面                                     \5,000
돼지고기수육 / Dwaeji gogi suyuk / ゆで豚肉  / 白切猪肉                 \15,000
암뽕 / Amppong / 豚のコブクロ  / 肠衣                                \12,000
콩국수 / Kongguksu / 豆乳素麺  / 豆汁面                                     \7,000

1950년대 초반 현 영업자의 외할머니가 옛 동곡시장에서 

처음 장터국밥 국숫집을 시작하여 1996년 6월부터 증손자가 

4대째 대를 이어 운영하는 60년 전통의 대구를 대표하는 

국수의 종가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10    
좌석(룸수) | 50(6)
주변볼거리 | 육신사, 하목정,  

                강정보

tel | 053)582-0278
Open | 11:00-21:00
Off | 첫째주 월요일, 명절

        

주소 |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55길 104-4(동곡리)

동곡원조할매
손칼국수식당

동곡원조할매
손칼국수한국타이어

동곡초등학교

봉촌교방면

동곡네거리

Donggok Wonjo Halmae Son Kalguksu Restaurant /
トンゴク・ウォンジョ・ハルメ・ソンカルグクス食堂 / 
桐谷元祖奶奶手工刀切面餐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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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칼국시 / Urimil kalguksi / 韓国産全粒粉きしめん  / 韩国小麦刀切面    \7,000
우리밀콩국시 / Urimil kongguksi / 韓国産全粒粉豆乳素麺  / 韩国小麦豆汁面       \8,000
수육 / Suyuk / ゆで肉  / 白切肉                                         \20,000
농주 / Nongju / 農酒(マッコリ)  / 农酒                                        \10,000

직접 밀 농사를 짓고 수확한 우리 밀을 찧어 옛날식으로 

빚은 칼국수로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이 검증한 착한식당

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엄마표 식재료만 사용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15    
좌석(룸수) | 60(2)
주변볼거리 | 남지장사,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tel | 053)767-9630
Open | 11:00-19:00
Off | 매주 화요일, 명절 

주소 |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57길 57(삼산리)

우리밀할매손칼국시

우리밀할매
손칼국시

대구방면 청도방면

녹문교

범동교

 가창삼성요양병원 삼산리회관

Uri Mil Halmae Son Kalguksi /
ウリミル・ハルメ・ソンカルグクシ / 
全麦奶奶手工刀切面

(ノンジュ)

Donggok Wonjo Halmae Son Kalguksu Restaurant /
トンゴク・ウォンジョ・ハルメ・ソンカルグクス食堂 / 
桐谷元祖奶奶手工刀切面餐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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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입맛도 없고, 매일 먹는 음식이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땐 좋은 벗과 함께 

가볍게 술 한 잔 기울이는 건 어떨까. 

일상의 무료함을 날릴 수 있는 

대구의 특별한 맛을 찾아 

식도락 여행을 떠나보자. 

88-98



별미

맛집
술 한 잔하기 좋은 집

Delicacy 
Matijp

「珍味」
が味わえるお店

风味美食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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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탕 / Chueo tang  / どじょうスープ  / 泥鳅汤     \10,000
솔잎돼지고기 / Solip dwaeji gogi / 松葉豚肉(松葉を入れてゆでた豚肉)  / 松叶白切五花肉� \30,000
                                          

로타리식당  

옛날 추어탕을 맛볼 수 있는 업소로 대봉동 로타리 추어탕은 

할머니가 전통 추어탕 그대로 조리하여 인기를 끄는 집이다.  

국산 미꾸라지로 만든 시원한 추어탕과 솔잎돼지고기수육이  

일품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4
좌석(룸수) | 40(7)
주변볼거리 | 김광석거리, 

                 방천시장

tel | 053)256-7983
Open | 10:00-22:00
Off | 매주 일요일 

주소 | 중구 동덕로14길 11(대봉동)

Rotary Restaurant /
ロータリー食堂 / 环岛餐厅

로타리식당

대구은행

방천시장경대사대부설
중·고등학교

경대병원역

수성교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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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Restaurant /
ロータリー食堂 / 环岛餐厅

대박삼겹살 / Daebak samgyeopsal (1 person) / テバク・サムギョプサル  / 大发五花肉(1人份)  \1,900
생삼겹살 / Saeng samgyeopsal / サムギョプサル  / 烤鲜五花肉         \3,900 

중간단계의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직거래로 고기와 채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갖가지 무농약 청정채소를 

무한리필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 번거롭지만 흰 쌀밥 대신 치자 우린 물에  

강원도산 찰옥수수를 넣고 정성스럽게 지은 옥수수밥을 

제공하고 있다.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16   

좌석 | 188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tel | 053)521-1003
Open | 24시간

Off | 연중 무휴  

주소 | 서구 서대구로 80(평리동) 

종가대박집 평리점   
(ピョンり)

Jonga Daebak Jip Pyeongri Location /
チョンガ・テバッチプ坪里店 / 
宗家大发家坪里店

종가대박집
평리점

평리청구타운
아파트

광제한의원

SK현대
주유소

남평리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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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막창 / Dwaeji makchang / 豚ギアラ / 猪皱胃                        \9,000
생삼겹살 / Saeng samgyeopsal / サムギョプサル / 烤鲜五花肉           \8,000
생목살 / Saeng moksal / 豚の肩肉 / 鲜猪肩肉                  \8,000
버섯된장찌개 / Beoseot doenjang jjigae / きのこ入りテンジャンチゲ / 蘑菇大酱汤   \1,000

구공탄막창  

막창은 초벌구이 되어 나오며 자리에서 데워먹는 방식이다. 

밑반찬으로 갖은 채소와 콩나물국, 간장양파절임, 막장이 

나온다. 고소한 막창과 함께 버섯이 들어간 된장찌개가 

인기 있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4
좌석 | 115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이월드

tel | 053)573-9282
Open | 17:00-02:50
Off | 명절

주소 | 서구 서대구로 120(평리동)

Gugongtan Makchang /
クゴンタン・マクチャン / 蜂窝煤烤猪皱胃

구공탄막창

대우푸르지오
3단지아파트GS-LPG

신대한

롯데하이마트

신평리
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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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gongtan Makchang /
クゴンタン・マクチャン / 蜂窝煤烤猪皱胃

쏘가리매운탕 / Ssogari maeuntang / コウライケツギョの辛味スープ / 辣味桂鱼汤      \50,000
잡어매운탕 / Japeo maeuntang / 雑魚の辛味スープ / 辣味杂鱼汤�                     \15,000
어탕 / Eotang / 淡水魚の辛味スープ / 鱼汤                                             \10,000

30년 동안 자연산 재료를 이용한 매운탕 전문점. 

// 쏘가리매운탕 : 직접 잡은 자연산 쏘가리와 토란 등이 

어우러져 뛰어난 맛을 자랑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8 

좌석(룸수) | 40(1)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tel | 053)626-6106
Open | 10:30-22:00
Off | 둘째·넷째주 일요일, 

       명절 

주소 | 남구 명덕로 36(대명동)

금강매운탕식당 

대구중부소방서위드병원동인당한의원

내당초등학교

반고개역

금강매운탕식당

Geumgang Maeuntang Restaurant  /
クムガン・メウンタンシクタン / 
锦江辣味鱼汤餐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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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특선 회정식 / Gidan teukseon hoe jeongsik / ギダン特選刺身定食   / GiDan精选生鱼片套餐

� \30,000                   

초밥정식 / Chobap jeongsik / 寿司定食  / 寿司套餐                             \15,000

기단

일본보다 더 맛있는 초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횟집으로 

자연산 회와 초밥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집이다.  자리만 

차지하는 기본 반찬은 과감히 줄였다. 조리장의 예술적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30
좌석(룸수) | 30(6)
주변볼거리 | 앞산

tel | 053)474-7275
Open | 16:00-24:00
Off | 매주 일요일

주소 | 남구 중앙대로22길 193(봉덕동)

 Gidan /
ギダン / GiDan

신협

손한의원

기단

중동교
대덕로

대림빌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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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삼합 / Hongeo samhap / ガンギエイの刺身・豚肉・キムチ包み  / 斑鳐三合(泡菜、斑鳐、五花肉)  \40,000 ~ \65,000                     
생고기 / Saeng gogi / 牛刺身  / 烤鲜肉                 \35,000

대구 최초의 홍어 전문점으로 호남지방 별미 음식만을 

취급한다. 홍어삼합은 홍어의 톡 쏘는 맛과 돼지수육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 사각사각 씹히는 묵은지가 조화를 

이루어 마니아층이 형성될 정도이다.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9  

좌석(룸수) | 84(3)
주변볼거리 | 두류공원

tel | 053)626-0901
Open | 12:00-15:00
             17:00-22:00
Off | 매주 일요일, 명절

주소 | 남구 두류공원로 89(대명동)

보금 Bogeum /
ポグム / 甫昑

대명파출소

문성병원
두류공원로

SK-LPG
대구충전소

대구문화
예술회관 보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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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3대 천왕에 소개된 집으로 40년 전통의 연탄  

돼지불고기를 직화로 구워 불맛이 느껴지고 가격 또한 

저렴한 집

오시는 길

연탄석쇠 돼지불고기 / Yeontan seoksoe dwaeji bulgogi / 豚肉の練炭網焼きプルコギ  / 蜂窝煤铁网烤猪肉   
 \5,000                                   
연탄석쇠 소불고기 / Yeontan seoksoe so bulgogi  / 牛肉の練炭網焼きプルコギ  / 蜂窝煤铁网烤牛肉                                                                                                                                    
 \7,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
좌석 | 61
주변볼거리 | 칠성시장

tel | 053)424-8349
Open | 07:00-21:00
Off | 둘째·넷째주 수요일 

주소 | 북구 칠성시장로7길 9-1(칠성동1가)

단골식당  
Dangol Restaurant /
タンゴル食堂 / 常客餐厅

농협은행

경명시장

대성시장
칠성시장역

단골식당
푸른다리
사무용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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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참하제는 재료 선별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고 깔끔하고 세련된 실내와 안락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낙지요리 전문점이다.

오시는 길

낙지보쌈 / Cabbage Wraps with Octopus / テナガダコのポサム / 菜包章鱼  \37,000 / \49,000
연포탕 / Yeonpotang / テナガダコスープ / 软泡汤（清章鱼汤） \35,000 / \55,000
해물찜 / Haemuljjim / ヘムルチム / 辣炖海鲜               \39,000 / \55,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15
좌석 | 50
주변볼거리 | 망우공원

tel | 053)742-4455
Open | 10:00-22:00
Off | 연중 무휴

주소 | 수성구 화랑로2길 106(만촌동) 

낙지참하제  
Nakji Chamhaje /
ナクチ・チャムハジェ / 章鱼漂亮吧

낙지참하제

수성누리빌
 데시앙아파트

차약국

태백빌라

경상제일주유소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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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양구이는 소의 첫 번째 위의 가장 두꺼운 부위인  

"양깃머리"만을 사용하며 소화가 잘되고 부드러워  

사근사근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조갯살을 씹는 듯한 

감칠 맛이 일품이다. 한우대창구이는 육질이 아주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탁월하여 소백산의 인기 메뉴로 특히 여성분

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테미너 음식이다. 

양대창모듬 / Yang daechang modeum / 牛ミノと大腸の盛り合わせ  / 牛百叶大肠拼盘    \65,000
안창갈비 / Anchang galbi / ハラミカルビ  / 牛横隔膜肉                         \13,000
불고기곱창전골 / Bulgogi gopchang jeongol / プルコギとコプチャンの寄せ鍋  / 烤牛肉小肠火锅��� \12,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10 

좌석(룸수) | 100(2)
주변볼거리 | 강정유원지

tel | 053)587-9293
Open | 11:00-02:00(익일)

Off | 명절

주소 |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72(호산동) 

소백산양대창구이  Sobaeksan Yang Daechang Gui /
ソベクサン・ヤンデチャングイ  /
小白山烤牛百叶大肠

영진알루미늄

대림프라콘

호림공원

희성전자대구공장

소백산양대창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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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aeksan Yang Daechang Gui /
ソベクサン・ヤンデチャングイ  /
小白山烤牛百叶大肠

생막창 / Saeng makchang / 豚ギアラ / 烤鲜猪皱胃                                    \7,000
소막창 / So makchang / 牛ギアラ / 烤牛皱胃                           \9,000
생삼겹살 / Saeng samgyeopsal / サムギョプサル  / 烤鲜五花肉                      \8,000

막창 및 고기류를 주문하면 돌판에 김치와 콩나물, 버섯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세팅되고 기본 채소와 샐러드 외 

애피타이저로 비트탕수, 까르보나라떡볶이, 냉파스타, 

수프가 제공되며 디저트로 식혜, 딸기식혜, 블루하와이안이 

슬러시로 무한리필 된다. 고기를 먹은 후 치즈돌판볶음밥과 

된장찌개로 마무리하길 추천한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50
좌석 | 290
주변볼거리 | 대구수목원

                 월광수변공원

tel | 053)635-9268
Open | 12:00-04:00(익일)

Off | 연중 무휴

주소 | 달서구 상화로 73(진천동)

성주막창 Seongju Makchang /
ソンジュ・マクチャン / 星州猪皱胃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대진공원

센트로빌라성주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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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 Naengmyeon / 冷麺  / 冷面（含肉饼） \6,000 
탕수육(뀌바오로우) / Guobaorou Tangsuyuk / 酢豚(北京風酢豚)  / 糖醋肉（�锅包肉）   \15,000 
양꼬치구이 / Yang kkochi gui / 羊肉の串焼き  / 羊肉串 \11,000

22년 전통의 소문난 냉면 전문집으로 직접 끓인 국내산 

사골육수와 자연 건조한 고추양념다대기 사용, 특별  

메뉴인 양꼬치구이는 냄새를 제거한 담백하고 맛있는  

건강 음식으로 젊은이를 포함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술 한잔 하기 좋은 집으로 소문난 맛집이다.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10 

좌석 | 60
주변볼거리 | 사문진나루터,    

                 마비정벽화마을

tel | 053)635-4141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7길 8(천내리)

최복금냉면&양고기 Choi Bok Geum Naengmyeon & Yanggogi /
チェ・ボクム冷麺＆羊肉 / 
崔福金冷面&羊肉

덕화빌라 화원먹거리타운

성천로

사문진로

최복금냉면
& 양고기



나트륨은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영양소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건강한 성인은 나트륨이 부

족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오르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

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890mg
2,000mg

나트륨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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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와 

외국 음식의 인기에  발맞추어 

대구에도 개성 있는 

외국인 맛집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대구에서 만나는 세계 음식, 

미식가라 자부하는 이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02-112



외국인 

맛집

Foreign-Dish 
Matijp

海外料理が楽しめ
るお店

外国美食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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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타이 / Pad thai / パッタイ  / 金边粉                          \10,000
양꿍 / Tom yum goong /トムヤムクン / 冬荫功汤            \10,000

하이 타이

하이 타이는 태국 현지의 음식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스타일로 조리하는 태국 음식 전문점이다. 태국산 재료를 

공급받아 현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오후 3시

~5시 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유료

좌석 | 20
주변볼거리 | 동성로, 2.28기념 

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tel | 053)255-0562
Open | 11:30-21:30
Off | 매주 월요일

주소 | 중구 공평로 53(공평동)

Hi Thai  /
ハイタイ 

신피부과의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2.28기념
중앙공원

공평네거리

하이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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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타이 전문음식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바로 요리하며 다양한 나라의 아시아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오시는 길

푸팟 퐁가리 / Bu pad pong karee / プー・パッ・ポン・カリー / 泰式咖喱炒蟹�������� \19,000
시즐링쉬림프 / Sizzling shrimp / シズリングシュリンプ / 铁板虾������������������� \14,500
팟타이 / Pad thai / パッタイ / 金边粉                              \10,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유료   

좌석 | 80
주변볼거리 | 동성로, 2.28기념

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tel | 053)287-7940
Open | 12:00-22:30
Off | 명절

주소 | 중구 동성로3길 58-18, 지상2층(삼덕동1가)

팬아시아 

팬아시아

반월당역

공평네거리

중앙로역

대구백화점

2·28기념중앙공원

삼덕119안전센터

Pan Asia /
ペナシ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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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요리하는 일본요리 전문점으로 일본식 라면, 

덮밥, 우동 등이 주메뉴이다. 우동 국물을 매일 만들어서 

당일 분만 사용하고 담백함이 제맛이다.

냉고기우동 / Naeng gogi udon / 冷やししゃぶうどん  / 冷牛肉乌冬面��������� \9,000
돈토로덮밥 / Dontoro deopbap / とんとろ丼  / 猪颈肉盖饭                        \12,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유료   

좌석 | 30
주변볼거리 | 동성로, 2,28기념중앙

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약령시 

tel | 053)426-5660
Open | 12:00-15:00,
              17:00-20:30
Off | 매주 월요일

주소 | 중구 동성로2길 31(삼덕동1가) 

경도미야꼬우동 

동성로로데오거리`

스타벅스

미스터피자

경도미야꼬우동

Gyeongdo Miyako Udon  /
キョンド・ミヤコ・うどん / 京都都乌冬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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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요리 / Chicken / 鶏肉料理 / 鸡肉料理                 \10,000 ~ \25,000
소고기 요리 / Beef / 牛肉料理 / 牛肉料理�������  \12,000 ~ \25,000
양고기 요리 / Lamb / 羊肉料理 / 羊肉料理 \12,000 ~ \25,000
파키스탄식밥 / Pakistani Rice / パキスタン式ご飯 / 巴基斯坦风味餐 \4,000 ~ \12,000  

인도, 파키스탄 요리 전문점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이다. 외국인에게는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고  

한국인에게는 특이한 이국의 맛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   

좌석(룸수) | 60(2) 
주변볼거리 | 원대가구골목 

tel | 053)355-7851
Open | 11:00-21:00
Off | 연중 무휴 

주소 | 서구 서대구로 303-10(비산동,10호)

알리바바 레스토랑 

북부정류장사거리

농협

유창약국

명보맨션

오페라
웨딩뷔페

북부시외정류장

알리바바 레스토랑

Gyeongdo Miyako Udon  /
キョンド・ミヤコ・うどん / 京都都乌冬面

Alibaba Restaurant  /
アリババ・レストラン  /  
阿里巴巴西餐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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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요리 전문점으로 남미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색적인 맛, 훈훈한 서비스

//치미창가 : 브리또를 기름에 튀긴 요리로 레오차우  

추천 메뉴

오시는 길

치미창가 / Chimichanga / チミチャンガ  / 深油煎的面卷饼             \15,500 ~ \16,500
브리또 / Burrito / ブリート / 墨西哥卷饼                                 \15,000
퀘사디아 / Quesadilla / ケサディーヤ  / 玉米饼                              \14,5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

좌석 | 40 
주변볼거리 | 앞산공원  

tel | 053)431-3777
Open | 12:00-22:00
Off | 매주 월요일

주소 | 남구 큰골길 46(대명동)

레오차우 

현충로역

앞산네거리

대구은행

대명9동
주민센터

안지랑역

드림병원

새마을금고

레오차우

Leo Chow  /
レオチャ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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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인도 전통음식점을 개점하여 외국인은 

물론 인도 바이어들이 즐겨 찾고 있다. 인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주인장과 다양한 인도 물건, 책 등이 있어 인도에 대한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다. 화학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요거트도 100% 우유를 

사용하여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커리파우더도 인도 스리랑카산을 사용하며 인도, 네팔 주방장이 직접 

요리한다. 

런치스페셜(귀리&난&밥) / Lunch specials(curry, naan and rice) / ランチスペシャル(オーツ麦&ナーン&ライス) 
                                        / 特选午餐（燕麦+印度薄饼+米饭） \7,500                                       
커리(치킨, 해물, 채식, 양고기) / Curry(chicken, seafood, vegetarian, lamb) \12,000 ~ \15,000
                                       / カレー (チキン、海鮮、ベジタブル、羊肉) / 咖喱（鸡肉、海鲜、素食、羊肉）                                                      
탄두리치킨 / Tandoori chicken / タンドリーチキン / 印度烤鸡 \18,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   

좌석 | 40 

주변볼거리 | 경대북문

                     로데오거리

tel | 053)956-9940 
Open | 11:00-23:00
Off | 첫째·셋째주 월요일  

주소 | 북구 대학로 81(산격동)

인도방랑기 Indo Bangranggi  /
インド・バンランギ / 印度流浪记

오시는 길

인도방랑기

복현오거리

경북대학교(북문)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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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수 / Ssalguksu / フォー / 越南米线             \6,500 / \7,500
월남쌈 / Wollam ssam / 生春巻き / 越南春卷      \19,000 / \25,000
해물볶음면 (팟타이) / Pad thai / 海鮮炒麺 (パッタイ)  / 海鲜炒面（金边粉）   \6,900
타이식볶음밥(카오팟) / Kao pad / タイ式チャーハン (カーオ・パッ) / 泰式炒饭   \6,900

베트남 특유의 장식과 안락한 소파 정리정돈이 잘 된  

테이블 가격 대비 쌀국수가 특별히 맛있는 집 

// 양지쇠고기 쌀국수 : 전통방식으로 끓여낸 육수가 일품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2    

좌석 | 40 

주변볼거리 | 경대북문로데오거리  

tel | 053)939-3688
Open | 10:00-22:00
Off | 명절 

주소 | 북구 대학로 63(산격동) 

포베트21  
Pho Viet 21  /
ポベト２１ 

포베트21 봉봉치킨

북문카모터스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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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베로 범어점 

이탈리아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본토의 맛을 고스란히 재현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이탈리아 현지에서 정식 요리 과정을 

이수한 셰프가 직수입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영업주가 직접 이탈리아 요리시연 및 식문화 등을 

소개함으로써 업소를 홍보하고 있다.

오시는 길

등심스테이크 / Loin Steak / サーロインステーキ / 里脊牛排������������� \43,000
파스타 / Pasta / パスタ / 意大利面                             \18,000
피자 / Pizza / ピザ / 披萨                                                     \13,000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50
좌석 | 150
주변볼거리 | 어린이회관,  

                 수성유원지

tel | 053)763-8805
Open | 12:00-24:00
Off | 연중 무휴

주소 | 수성구 동대구로 251(범어동)

쌍용스윗닷홈
범어예가농협

태왕유성
하이빌

호텔라온제나

제2범어교
사거리

동대구로

빠빠베로
범어점

Papavero Beomeo Branch  /
パパーヴェロ(泛魚店) 
Papavero泛鱼店

ポ     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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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쌀국수 / Haemul ssalguksu / 海鮮フォー / 越南海鲜米线����������������� \10,000
쇠고기쌀국수 / Soegogiu ssalguksu / 牛肉フォー / 越南牛肉米线            \11,000
월남쌈 / Wollam ssam / 生春巻き / 越南春卷  \29,000

대구지역 베트남 요리 1호점으로 해물쌀국수는 신선한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국물이 깔끔하고 시원하며 각종 

채소와 고기, 과일 등을 라이스페이퍼에 싸먹는 월남쌈은 

쏙쏙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며  베트남 음식을 비롯한 

아시아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개발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20
좌석 | 140 
주변볼거리 | 수성유원지

tel | 053)765-6544
Open | 11:00-22:30
Off | 명절  

주소 | 수성구 수성못6길 20-6(두산동)

신짜오 

신짜오

두산오거리

들안길삼거리

TBC대구방송

수성못

Xin Chao  /
シンチャ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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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향원정식 / Chok Hyang Won jeongsik / チョキャンウォン定食  / 蜀香苑套餐      \26,000
북경오리세트 / Bukgyeong ori set / 北京ダックセット / 北京烤鸭套餐                 \80,000
짬뽕 / Jjamppong / ちゃんぽん  / 炒码面                                             \7,000 

2015년 대구시에서 스타가게로 선정한 이곳은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정통 중국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특히 사천

요리 전문으로 ‘사천식샤브샤브(후어궈)’ 전문점이다. 태극

문양의 전골냄비 한쪽에는 백탕, 다른 한쪽에는 홍탕을 

내어놓는데 쇠고기와 모둠해물은 백탕, 양고기는 홍탕에 

넣어 먹는다.

오시는 길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주차 | 공영주차장

좌석(룸수) | 100(10)
주변볼거리 | 강정유원지

  

tel | 053)588-2111
Open | 11:00-23:00
Off | 연중 무휴

주소 | 달서구 달서대로85길 17(호림동)

촉향원  
Chok Hyang Won  /
チョキャンウォン / 蜀香苑

월드폴리머

호림네거리

촉향원

모다아울렛

무궁빌딩

구마보링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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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치킨크림파스타 / maeun chicken cream pasta / ピリ辛チキンクリームソースパスタ                 
                                                               / 辣味炸鸡奶油意大利面� \10,800
콰트로벨리지오조(피자)/ Quatro delizioso pizza /  クワトロ・ベルリジオジョ (ピザ )  / Quattro�Delizioso�(披萨)  \15,800
포크스테이크 메이드 인 이태리 / Pork steak made in Italy / ポークステーキ・メイド・イン・イタリア 
                                                          / 意大利制猪排� \10,800

생면을 직접 뽑아 생면파스타와 전통 이탈리아 나폴리장작

화덕피자를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이다. 한국적인 

따뜻한 분위기로 무던함과 깔끔함이 조화로운 업소이다.

추천메뉴 Recommended Menu

오시는 길

Information

주차 | 15   
좌석(룸수) | 90(3)
주변볼거리 | 사문진나루터, 마비정

벽화마을, 화원휴양림, 옥연지송해공원

tel | 053)638-0344
Open | 11:30-22:00
Off | 명절 

주소 |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28(명곡리)

이태리제면소  

이태리제면소
지하철1호선

달성중학교

화원연세병원

Italy Jemyeonso  /
イテリ・ジェミョンソ / 意大利制面所



Italy Jemyeonso  /
イテリ・ジェミョンソ / 意大利制面所

대구푸드

www.daegufood.go.kr



그저 차와 커피를 마시는 공간에서 

점점 그 기능이 진화되고 있는 

요즘의 카페. 

각각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곳에서 

도심 속 힐링을 경험해보자. 

커피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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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 Tea
コーヒー＆ティー

咖啡&茶

Off | 매주 일요일 

주차 | 유료

좌석 | 40 

주소 | 중구 공평로8길 46-1(삼덕동2가)

tel | 053)425-7383
Open | 10:30-19:00

연암다원
Yeonam Dawon
ヨナム・ダウォン
莲庵茶园 

보이차 / Boicha / プーアル茶 / 普洱茶   \10,000 
우롱차 / Oolongcha / ウーロン茶 / 乌龙茶   \7,000  
말차 / Malcha / 抹茶 / 抹茶   \7,000  

Off | 매주 일요일

주차 | 5
좌석 | 28

주소 | 수성구 용학로36길 7(지산동) 

tel | 053)783-4222
Open | 10:00-22:00

인
in
イン
In 

핸드드립 커피 / Hand drip coffee / ハンドドリップコーヒー  / 手冲咖啡  \6,000~\8,000  
라떼카푸치노 / Latte cappuccino / ラテ・カプチノ / 拿铁卡布奇诺  \6,000
비엔나커피 / Vienna coffee / ピエンナコピ  / 维也纳咖啡  \6,000  

Off | 매주 일요일

주차 | 50
좌석 | 30

주소 |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176길 19(냉천리)

tel | 053)761-8882
Open | 10:00-19:00

차마고도
Chamagodo
チャマゴド
茶马古道 
 

보이차 / Boicha / プーアル茶  / 普洱茶   \6,000  
오미자차 / Omija cha / 五味子茶 / 五味子茶   \5,000
복분자빙수 / Bokbunja bingsu / 覆盆子入りカキ氷 / 覆盆子刨冰  \9,000    

미도다방
Mido Dabang
ミド・ダバン
美都茶馆 Off | 연중 무휴

주차 | 유료

좌석 | 130 

주소 | 중구 진골목길 14(종로2가)  

tel | 053)252-9999
Open |  09:00-22:00

커피 / Coffee / コーヒー / 咖啡   \2,500    
쌍화차 / Ssanghwacha / 双和茶(サンファチャ)  / 双和茶   \4,000  
약차 / Yakcha / 薬茶(ヤクチャ) / 药茶   \3,500 

Off | 명절 

주차 | 30
좌석(룸수) | 130(7)

주소 | 동구 파계로 613(중대동) 

tel | 053)983-6003
Open | 12:00-24:00

파계마루
Pagyemaru
パギェマル
把溪廊台 
 

한방약차 / Hanbang yakcha / 韓方薬茶(ヤクチャ) / 韩方药茶   \7,000
황차 / Hwangcha / 黄茶(ファンチャ) / 黄茶   \7,000
말차빙수 / Malcha bingsu / 抹茶カキ氷 / 抹茶刨冰  \12,000 

Off | 매주 월요일 

주차 | 5
좌석 | 64 

주소 | 중구 동덕로8길 43(대봉동)  

tel | 053)255-9625
Open |  11:00-23:30

선댄스팜
Sundance Farm
サンダンス・ファーム
Sundance Farm

아메리카노 / Americano / アメリカーノ / 美式咖啡   \4,500    
시금치루꼴라 / Sigeumchi rucola / ホウレンソウ・ルッコラ(パン) / 
菠菜芝麻菜面包   \13,000 



오랜 시간 전통을 이어 내려오는 

추억의 빵집부터 

새로운 방식과 맛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건강하고 소박하며 맛있는 빵집이 

대구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가까이 있어 더 좋은 

우리 동네 빵집을 찾아 떠나보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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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ies and Patisseries
ベーカリー
糕点店

삼송제과
Samsong Bakery
サムソン・チェグァ 
三松面包店

Off | 명절

주차 |  -
좌석 |  -

주소 | 중구 중앙대로 395(동성로3가)

tel | 053)254-4064
Open | 08:00~21:00

통옥수수빵 /  Tong oksusu ppang / 丸ごととうもろこしパン  / 玉米面包� \1,600
소보로팥빵 / Soboro patppang / そぼろあんパン / 红豆菠萝包  \1,600    

Off | 연중 무휴

주차 |  -
좌석 |  -

주소 | 중구 국채보상로140길 35(동인동4가)

tel | 053)256-0600
Open | 08:00-22:00

빵장수 단팥빵
Ppang Jangsu Danpat Ppang
パンジャンス・タンパッパン
面包商人甜红豆面包

생크림단팥빵 / Saeng cream danpat ppang / 生クリームあんパン / 奶油甜红豆面包 \2,500
오리지널 단팥빵 / Original danpat ppang / オリジナルあんパン / 原味甜红豆面包 \2,000      

Off | 명절

주차 | 공용주차장

좌석 | 40

주소 | 수성구 화랑로8길 11-11(만촌동)

tel | 053)384-2464
Open | 09:00-24:00

르배
Lebae 
ルベ
Le Bae

후레즈 / Fraises cake / フレーズ(ストロベリーケーキ) / Freds�蛋糕  \28,000
키리쉬 / Kirsch cake / キルシェ(チェリーケーキ) / 酒渍樱桃蛋糕  \24,000      

Off | 명절

주차 | 5 
좌석 | 30 

주소 | 수성구 희망로 151(중동)

tel | 053)219-7737
Open | 09:00-23:00

마들렌베이커리
Madeleine Bakery
マドレーヌベーカリー
玛德莲面包店 

빵 / Bread / パン / 面包  \2,000~\7,000
케익 / Cake / ケーキ / 蛋糕  \23,000~\37,000

Off | 매주 일요일

주차 |  -
좌석 | 7 

주소 | 남구 중앙대로49길 13(대명동) 

tel | 053)654-0522
Open | 09:00-20:00

프라리네
Praline 
プラリネ
Praline

치즈파이 / Cheese pie / チーズパイ / 奶酪饼派  \14,000
초코파이 / Choco pie / チョコパイ / 巧克力饼派  \14,000             

Off | 연중 무휴

주차 |  -
좌석 | 60 

주소 | 달서구 화암로 325(대곡동)

tel | 053)633-7227
Open | 09:00-24:00

행운의 시간들
Haengunui Sigandeul
幸運の日々 ヘンウネ・シガンドゥル
幸运的时光 

허그빵 / Hug ppang / ハグパン / 拥抱面包  \6,000
시금치 치아바타 / Sigeumchi ciabatta / ホウレンソウ・チャバッタ / 菠菜夏巴塔面包  \4,000

Off | 명절

주차 | 10

좌석 | 80

주소 | 달성군 다사읍 서재본길 4(서재리)

tel | 053)202-1232
Open | 09:00-23:30

양과부띠끄엘
Yanggwa Boutique “L”
ヤングァ・ブティック・エル
洋菓Boutiquel

할라피뇨치아바타 / Jalapeño ciabatta / ハラペーニョ・チャバッタ / 墨西哥胡

椒夏巴塔面包  \4,300
치아바타샌드위치 / Ciabatta sandwich / チャバッタサンドイッチ / 夏巴塔面包三明治  \5,500

Off | 연중 무휴

주차 |  -
좌석 | 36 

주소 | 서구 달서로 257(원대동3가)

tel | 053)352-0187
Open | 08:00-24:00

메종드샤베르
Maison de Saveur
メゾン・ド・サヴール
Maison De Saveur

서구맛빵 / Seogu matppang / ソグマッパン / 西方味面包  \800
단호박찹쌀떡 / Danhobak chapssal tteok / かぼちゃ入りもち米の餅 / 南瓜糯米面包  \4,000       



건강한 기운이 감도는 연잎을 

한 잎 한 잎 벗겨 내면

찹쌀, 수수, 기장, 흑미, 연자 등 

잡곡이 한데 어우러져

자연의 풍요로움이 

깊고도 그윽하게 입 안에 번진다.

온유하고 건강한 기운이 가득한 연요리 밥상

그 산해진미가 여기 다 있다.

연요리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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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蓮料理専門店
莲料理专卖店

반야월 연근사랑
Banyawol Yeongeun Sarang
パニャウォル・ヨングンサラン
半夜月莲藕爱

Off | 매주 일요일,           

       명절     

주차 | -
좌석(룸수) | 40(1)

주소 | 동구 동호로2길 13-5(동호동)

tel | 053)964-0912
Open | 09:00-21:00

연향이 머무는 뜨락
Yeonhyangi 
Meomuneun Tteurak
ヨンヒャンイ・モムヌン・トゥラク
莲香停留的庭院

Off | 명절

주차 | 50
좌석 | 80

주소 | 동구 갓바위로 57(진인동)

tel | 053)981-8200
Open | 11:00-21:00

미담
Midam
ミダム
味潭

Off | 명절

주차 | 30
좌석(룸수) | 230(23)

주소 | 달서구 상화로9길 2-13(진천동)

tel | 053)644-5000
Open | 11:30-22:00

들메꽃
Deulmekkot
トゥルメコッ
DeulMea花

Off | 명절

주차 | 20
좌석(룸수) | 100(2)

주소 | 달서구 달구벌대로36길 8(두류동)

tel | 053)652-5432
Open | 10:00-22:00

정대감능이백숙,

연잎밥
Jeong Daegam 
Neungi Baeksuk, 
Yeonnipbap
チョンデガム・ヌンイべクス
ク、ヨンニッパプ
郑大人虎掌菇药膳鸡、
荷叶饭

Off | 명절 

       주말 예약제

주차 | 20
좌석(룸수) | 103(11)

주소 | 달서구 새방로 16(용산동)

tel | 053)588-0014
Open | 10:00-22:00

연근한정식 /  Yeongeun hanjeongsik / レンコン韓定食 /  莲藕韩定食   \15,000
연근수제비 /  Yeongeun sujebi /  レンコンすいとん /  莲藕面片汤  \5,000
연근비빔밥 /   Yeongeun bibimba / レンコンビビンバ  /  莲藕拌饭� \7,000 
왕건백숙 /  Wanggeon baeksuk /  王建(ワンゴン)ペクスク(鶏肉の水炊き) /  王建药膳炖鸡  \50,000           

연향정식 / Yeanhyang jeongsik /  ヨンヒャン定食 /  莲香套餐    \13,000
순향정식 / Sunhyang jeongsik /  スンヒャン定食 /  纯香套餐   \23,000
연잎밥 /  Yeonnipbap /  蓮葉飯(追加、持ち帰り)  /  荷叶饭�� \3,500 
일품요리 /   Ilpum yori /  単品料理  /   一品料理    \5,000           

소헌정식 / Yeongeun sujebi /  ソホン定食 /  昭宪套餐   \25,000
소혜정식 / Yeongeun sujebi /  ソヒェ定食 /  昭惠套餐   \35,000
한우갈비살 / Yeongeun sujebi /  韓牛カルビ /  韩牛肋条肉   \26,000 
말파보리굴비한정식 / Yeongeun sujebi /  干しイシモチ韓定食  /  抹茶大麦黄花鱼韩定食�\35,000           

들메자연 / Deulme jayeon /トゥルメ自然(コースメニュー) /  DeulMea自然� \20,000
들메건강 / Deulme Geongang /  トゥルメ健康(コースメニュー) /  DeulMea健康  \25,000
들메연밥 / Deulme yeonbap /  トゥルメ蓮葉飯 /  DeulMea荷叶饭  \18,000 

능이버섯토종닭백숙 / Neungi beoseot tojongdak baeksuk / コウタケ入り地鶏の水炊き    
                          /  虎掌菇药膳炖土鸡  \50,000
연잎밥 + 차 / Yeonnipbap + cha / レンコン韓定食 /  荷叶饭＋茶  \18,000
토속정식 / Tosok jeongsik / 土俗(トソク)定食 /  风味套餐   \8,000 



대구 10味 중 하나로 손꼽히는 육개장

대파, 무, 마늘, 토란대 등 각종 야채를 넣고 

끓인 대구식 진한 육수에

고추기름을 넣어 칼칼하면서도 

얼큰함을 잊지 않았다.

시끌벅적 세상살이를 잠시 잊고 

속풀이 제대로 해줄 원조 육개장을 만나보자.

육개장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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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따로
Gukil Ttaro
クギルタロ / 国一牛骨汤饭

Off | 명절 

주차 | 유료

좌석 | 120

주소 | 중구 국채보상로 571(전동)

tel | 053)253-7623
Open | 24시간

교동따로
Gyodong Ttaro
キョドンタロ / 校洞牛骨汤饭

Off | 연중 무휴

주차 | 유료

좌석 | 60

주소 | 중구 국채보상로 563(전동)

tel | 053)254-8923
Open | 24시간

대구전통따로
Daegu Jeontong Ttaro
テグ・チョントン・タロ / 大邱传统牛骨汤饭

Off | 연중 무휴

주차 | 유료

좌석 | 50

주소 | 중구 국채보상로 563-1(전동)

tel | 053)257-1476
Open | 24시간

옛집
Yetjip
イエッチプ / 故居

주소 | 중구 달성공원로6길 48-5(시장북로)

tel | 053)554-4498
Open | 10:00-18:30

Off | 매주 일요일 

주차 | 유료

좌석 | 50

한일식당
Hanil Restaurant
ハニル食堂 / 韩一餐厅

Off | 첫째·셋째주  일요일,   
         명절
주차 | 유료(일부지원)

좌석(룸수) | 92(1)

주소 | 중구 경상감영길 112-1(포정동)

tel | 053)254-0028
Open | 07:00-21:00

진골목
Jin Golmok
チンゴルモク / 长巷

Off | 명절

주차 | 유료

좌석(룸수) | 96(2)

주소 | 중구 진골목길 9-1(종로2가)

tel | 053)253-3757
Open | 10:00-21:30

대덕식당
Daedeok Restaurant
テドク食堂 / 大德餐厅

Off | 연중 무휴

주차 | 50
좌석 | 250

주소 | 남구 앞산순환로 443(대명9동)

tel | 053)656-8111
Open | 24시간

벙글벙글
Beonggeul Beonggeul restaurant
ポングルボングル・シクタン
乐呵呵餐厅

Off | 명절

주차 | 유료

좌석 | 70(1)

주소 | 중구 동덕로 129(삼덕동2가)

tel | 053)421-5390
Open | 08:00-21:30

온천골
Oncheongol
オンチョンコル / 温泉谷

Off | 명절

주차 | 유료

좌석 | 80

주소 | 남구 앞산순환로 435(대명동)

tel | 053)656-2800
Open | 09:00-21:00

벙글벙글집
Beonggeul Beonggeul
ポングルボングルジプ 
乐呵呵之家

Off | 첫째·셋째주  일요일,     
         명절   
주차 | 주변노상주차

좌석 | 76

주소 | 달성군 화원읍 성암로 16-11(본리리)

tel | 053)641-1113
Open | 09:00-22:00

한우장
Hanu Jang
ハヌジャン / 韩牛庄

Off | 연중 무휴

주차 | 유료

좌석 | 56

주소 | 중구 국채보상로 567(전동)

tel | 053)257-1125
Open | 24시간

Korean Soup
ユッケジャン専門店
香辣牛肉汤专卖店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생활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더우기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 직장인은

무의식적으로 하루 권장량의 2~3배가 높은 

나트륨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지금 대구에는 나트륨을 줄인 

착한 음식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123

Healthy Food
塩分控えめのヘルシーなお店
减钠的健康餐厅

국일생갈비  
Gugil Saenggalbi
クギル・センガルビ
国一鲜排骨 Off | 명절 

주차 | 2시간 무료

좌석(룸수) | 200(10)

주소 | 중구 국채보상로 492(동산동)

tel | 053)254-5115
Open | 10:00-22:00

| 저염 메뉴  

한우갈비뼈탕 / Short Rib Soup / 韓牛カルビタン / 韩牛排骨汤

사계절한방굴국밥  
Sagyejeol Hanbang 
Gulgukbap
サゲジョル・ハンバングルクッパ
四节药膳牡蛎汤饭

Off | 매주 일요일, 명절 

주차 | 1시간 무료

좌석(룸수) | 80(1)

주소 | 중구 약령길 57(수동)

tel | 053)424-5038
Open | 09:00-21:30

| 저염 메뉴  

능이반계탕 / Ginseng Half Chicken Soup with Shingled Hedgehog

              / コウタケ入りサムゲタン(半羽) / 虎掌菇半鸡汤

생굴반계탕 / Ginseng Half Chicken Soup with Oysters

              / 生牡蠣入りサムゲタン(半羽) / 生蚝半鸡汤

화림보쌈  
Hwarim Bossam
ファリム・ポサム
hwarim菜包肉 Off | 둘째주 월요일 

주차 | 7
좌석(룸수) | 70(1)

주소 | 중구 명덕로35길 111(남산동)

tel | 053)255-1877
Open | 24시간

| 저염 메뉴  

국밥 / Rice Soup / クッパ / 汤饭

풍기인삼갈비 단  
Punggi Insamgalbi Dan
プンギインサムガルビダン
丰基人参排骨团

Off | 연중 무휴

주차 | 20
좌석(룸수) | 180(6)

주소 | 중구 동덕로 177(동인동2가)

tel | 053)256-9292
Open | 10:00-22:00

| 저염 메뉴  

삼계탕 / Ginseng Chicken Soup / サムゲタン / 参鸡汤

갈비탕 / Short Rib Soup / カルビタン / 排骨汤

유닭스토리  
Yudak Story
ユダク・ストーリー
硫鸡Story

Off | 첫째, 셋째주 일요일 

주차 | 10
좌석(룸수) | 76(1)

주소 | 중구 서성로 26(계산동2가)

tel | 053)270-8786
Open | 10:00-22:00

| 저염 메뉴  

삼계탕 / Ginseng Chicken Soup / サムゲタン / 参鸡汤

꼬막비빔밥 / Cockle Bibimbap / ハイガイビビンバ / 泥蚶拌饭

산중식당  
Sanjung Restaurant
サンジュン・シクタン
山中餐厅 Off | 명절

주차 | 30
좌석(룸수) | 180(5)

주소 | 동구 팔공산로185길 55(용수동)

tel | 053)982-0077
Open | 11:30-21:30

| 저염 메뉴  

사랑담다세트 / Sarangdamda Set / サランダムタセット / 爱意浓浓套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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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먹쇠마당  
Sugang Meoksoe 
Madang
スガンモクセマダン
寿康Meoksoe餐厅 Off | 매주 일요일, 명절 

주차 | 2

좌석(룸수) | 58(1)

주소 | 서구 국채보상로 329(평리동)

tel | 053)553-1999
Open | 11:30-22:30

| 저염 메뉴  

순두부들깨탕 / Soft Tofu Stew with Perilla Seeds 

                 / スンドゥブ入りエゴマスープ / 紫苏嫩豆腐汤

세복해물찜  
Sebok Haemuljjim
セボク・へムルチム
世福辣炖海鲜

Off | 매주 일요일 

주차 | 7

좌석(룸수) | 50(2)

주소 | 서구 서대구로53길 13-16(평리동)

tel | 053)527-3336
Open | 10:00-24:00

| 저염 메뉴  

흑태찜 / Spicy Stewed Patagonian Toothfish / メロの蒸し物 / 辣炖黑鳕鱼

웰빙보리밥 / Well-being Steamed Barley and Rice 

              / ヘルシー麦ご飯 / 健康大麦饭 

물레식당  
Mulle Restaurant
ムルレ・シクタン
纺车餐厅 Off | 첫째, 셋째주 일요일 

주차 | 10
좌석(룸수) | 50(1)

주소 | 서구 평리로35길 32(중리동)

tel | 053)566-1078
Open | 10:00-22:00

| 저염 메뉴  

불고기 / Bulgogi / プルゴギ / 烤牛肉

금강산식당  
Geumgangsan 
Restaurant
クムガンサン・シクタン
金刚山餐厅

Off | 매주 일요일

주차 | -
좌석(룸수) | 40(1)

주소 | 서구 와룡로66길 65(중리동)

tel | 053)564-7009
Open | 10:30-22:30

| 저염 메뉴  

불고기 / Bulgogi / プルゴギ / 烤牛肉

콩나물해장국식당  
Kongnamul Haejangguk 
Restaurant
コンナムルへジャンクク・シクタン
黄豆芽醒酒汤餐厅 Off | 첫째, 셋째주 일요일, 

       명절 

주차 | 8
좌석(룸수) | 32(1)

주소 | 남구 고산2길 5-1(봉덕동)

tel | 053)476-5775
Open | 07:00-23:00

| 저염 메뉴  

콩나물해장국 / Hangover Soup with Soybean Sprouts 

                 / 豆もやし入り酔い覚ましスープ / 黄豆芽醒酒汤

차사랑녹야원 
Chasarang Nogyawon
チャサラン・ノギャウォン
茶之爱绿野园

Off | 명절

주차 | 공용주차장

좌석(룸수) | 100(1)

주소 | 북구 동암로 128-10(구암동)

tel | 053)314-6686
Open | 10:00-22:00

| 저염 메뉴  

버섯들깨죽 / Mushroom and Perilla Seed Rice Porridge 

              / きのこ入りエゴマスープ / 蘑菇紫苏粥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125

Healthy Food
塩分控えめのヘルシーなお店
减钠的健康餐厅

왕추  
Wangchu
ワンチュ
王雏

Off | 매주 일요일, 명절 

주차 | 5

좌석(룸수) | 80(1)

주소 | 북구 대현로9길 55(대현동)

tel | 053)959-0038
Open | 10:00-21:00

| 저염 메뉴  

꼬탕 / Chicken Soup / 鶏がらスープ / 鸡爪汤

꼬깔탕 / Spicy Chicken Soup / 鶏がらのすましスープ / 辣味精熬鸡汤

꼬떡 / Rice Cakes in Chicken Feet Broth / 鶏がらのトックク / 鸡爪年糕汤

팔공한우곰탕  
Palgong Hanu Gomtang
パルゴンハヌゴムタン
八公精熬韩牛骨汤

Off | 명절

주차 | 20

좌석(룸수) | 92(1)

주소 | 북구 대학로 135(산격동)

tel | 053)959-5050
Open | 24시간

| 저염 메뉴  

곰탕 / Bone Soup / コムタン / 精熬牛骨汤

양곰탕 / Beef Tripe Soup / 牛ミノコムタン / 精熬牛百叶汤 

남강회초밥  
Namgang Hoechobap
ナムガン・フェチョバプ
南江生鱼片寿司

Off | 첫째, 셋째주 일요일,

       명절

주차 | 20
좌석(룸수) | 80(13)

주소 | 수성구 들안로 17(상동)

tel | 053)767-2233
Open | 12:00-22:00

| 저염 메뉴  

대구지리 / Cod Soup / たらちり / 鳕鱼清汤

전복죽 / Abalone Rice Porridge / アワビ粥 / 健康鲍鱼粥

황태성  
Hwangtaeseong
ファンテソン
干明太鱼城

Off | 매주 일요일

주차 | -
좌석(룸수) | 50(4)

주소 | 수성구 동대구로74길 47(범어동)

tel | 053)751-3367
Open | 10:00-22:00

| 저염 메뉴  

황태해장국 / Dried Pollack Hangover Soup / スケトウダラ入り酔い覚ましスープ 

              / 干明太鱼醒酒汤

황태들깨탕 / Dried Pollack and Perilla Seed Stew / スケトウダラ入りエゴマスープ 

              / 干明太鱼紫苏汤

충무해물탕  
Chungmu Haemultang
チュンム・へムル
忠武海鲜汤 Off | 명절 

주차 | 30
좌석(룸수) | 200(8)

주소 | 수성구 화랑로 86(만촌동)

tel | 053)745-1111
Open | 10:00-23:00

| 저염 메뉴  

해물철판 / Griddled Seafood / 海鮮鉄板炒め / 铁板炒海鲜

미담 
Midam
ミダム
味潭

Off | 명절

주차 | 40

좌석(룸수) | 230(23)

주소 | 달서구 상화로9길 2-13(진천동)

tel | 053)644-5000
Open | 11:30-22:00

| 저염 메뉴  

한우불고기정식 / Set Menu with Bulgogi / 韓牛プルコギ定食 / 烤韩牛肉套餐

한우버섯전골 / Beef and Mushroom Hot Pot / きのこと韓牛の寄せ鍋 / 韩牛肉蘑菇火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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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청국장순두부  
Chamjoeun 
Cheonggukjang Sundubu
チャムジョウン・チョングク
チャン・スンドゥブ
真好嫩豆腐清麴酱汤

Off | 둘째, 넷째주 일요일, 

       명절 

주차 | 1시간 무료

좌석(룸수) | 80(1)

주소 | 달서구 상인서로 18-24(상인동)

tel | 053)634-0889
Open | 10:00-22:00

| 저염 메뉴  

맑은간장순두부 / Clear Soy Soft Tofu Stew 

                   / カンジャン入りすましスンドゥブチゲ / 清汤酱油嫩豆腐

다슬기순두부 / Freshwater Snail and Soft Tofu Stew 

                 / カワニナ入りスンドゥブチゲ / 川螺嫩豆腐锅

청국장 / Rich Soybean Paste / チョングクチャン / 清麴酱锅

원대복집 성서점  
Won Daebokjip 
Seongseo Branch
ウォンデ・ポクチプ 城西店
元大河豚店 城西店

Off | 명절

주차 | 2시간 무료

좌석(룸수) | 150(4)

주소 | 달서구 이곡동로 69(이곡동)

tel | 053)592-3003
Open | 09:00-22:00

| 저염 메뉴  

복지리 / Blowfish Soup / ふぐちり / 河豚清汤

복샤브샤브 / Blowfish Shabu-shabu / ふぐのしゃぶしゃぶ / 河豚涮涮锅

복영양죽 / Deluxe Blowfish Rice Porridge / ふぐの栄養粥 / 河豚营养粥

냄비집  
Naembijip
ネンビチプ
烧锅小店

Off | 명절 

주차 | 50
좌석(룸수) | 250(2)

주소 |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556(위천리)

tel | 053)615-6802
Open | 08:00-21:00

| 저염 메뉴  

소머리국밥 / Ox Head Rice Soup / 牛頭肉クッパ / 牛头肉汤饭

양곰탕 / Beef Tripe Soup / 牛ミノコムタン / 精熬牛百叶汤

돈마을  
Donmaeul
トンマウル
豚村 Off | 명절

주차 | 100
좌석(룸수) | 104(4)

주소 | 달성군 가창면 녹문길 19(삼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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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염 메뉴  

솔잎조림닭 / Solip jorim dak / 松葉と鶏肉の煮付け / 松叶酱炖鸡肉

일월정한정식  
Irwoljeong Hanjeongsik
イルォルジョン韩定食 
日月正韩定食

Off | 명절 

주차 | 50
좌석(룸수) | 90(13)

주소 |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5(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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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염 메뉴  

독계탕 / Black Garlic Chicken Soup with Medicinal Herbs 

         / 黒ニンニク入り韓方サムゲタン / 药膳炖鸡汤

큰나무집궁중약백숙 
Keunnamujip Gungjung 
Yakbaeksuk
クンナムチプ・クンジュンヤクベクスク
大树家宫廷药膳炖鸡 Off | 명절

주차 | 75

좌석(룸수) | 320(11)

주소 | 달성군 가창면 우록길 24(삼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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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염 메뉴  

약백숙 / Whole Chicken Soup with Rice and Medicinal Herbs 

         / 韓方入り鶏肉の水炊き / 药膳炖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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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Food
塩分控えめのヘルシーなお店
减钠的健康餐厅

장춘복어  
Jangchun Bogeo
チャンチュン・ポゴ
长春河豚 Off | 매주 일요일, 명절

주차 | 20

좌석(룸수) | 61(5)

주소 |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890(금포리)

tel | 053)611-3353
Open | 10:00-22:00

| 저염 메뉴  

복어탕 / Blowfish Soup / ふぐスープ / 河豚汤

대구광역시 동구청 
Dong-gu Office, Daegu
大邱広域市・東区庁
大邱广域市东区厅 주소 |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tel | 053)662-2577

| 저염 메뉴  

중식 / Lunch / ランチ / 午餐

대구광역시 남구청
Nam-gu Office, Daegu
大邱広域市・南区庁
大邱广域市南区厅 주소 |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tel | 053)664-3160

| 저염 메뉴  

중식 / Lunch / ランチ / 午餐

효덕요양병원
Hyodeok Treatment 
Silver Hospital
ヒョドク療養病院
孝德疗养医院

주소 | 남구 현충로 184(대명동)

tel | 053)624-2299

| 저염 메뉴  

중식 / Lunch / ランチ / 午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Seobu Branch of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大邱地方検察庁・西部支庁
大邱地方检察厅西部大邱

주소 | 달서구 장산남로 40(용산동)

tel | 053)553-7207

| 저염 메뉴  

중식 / Lunch / ランチ / 午餐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Dalseong-gun Office, 
Daegu
大邱広域市・達城郡庁
大邱广域市达城郡厅

주소 |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금포리)

tel | 053)611-7792

| 저염 메뉴  

중식 / Lunch / ランチ / 午餐

대구보건대학교부설 

대구보건대학교병원
Daegu Health College Hospital
大邱保健大学付設・大邱保健大学病院
大邱保健大学附属大邱保健大学医院

주소 | 북구 팔거천동로 209(동천동)

tel | 053)320-1987

| 저염 메뉴  

중식 / Lunch / ランチ / 午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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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7

즐비한 고층빌딩에서 잠시 벗어나

눈길 닿는 주택가 사이사이로

발길을 돌리면

일상 속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소박한 음식점이 

구석구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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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진골목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편으로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분식, 간식, 퓨전 음식점들이 

많지만, 서편인 진골목, 종로, 향촌동, 약전골목 등지에는 실버세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공간들이 많다. 진골목은 근대문화재와 한옥들이 많이 남아 있어 골목 

투어 및 주위 염매시장 떡골목과 약령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한식, 중식,  

일식, 대구 10미(味)인 육개장까지 모든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골목이다. 진골목을 

주축으로 주변에 27개소의 음식점이 성업중에 있으며, 맛과 함께 좁은 골목길에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접할 수 있다. 

따로국밥골목

진골목

오시는 길

대구 중구 진골목길 26 일원(종로2가)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1번 출구, 지하철 1, 2호선 반월당역 15번 출구 인근 

종로 홍백원 우측 입구에서 (구)중앙시네마로 이어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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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대구의 맛

찜갈비골목

동인치안센터 뒤 골목길에는 간장으로 맛을 내는 갈비찜과는 달리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듬뿍 곁들여 벌겋게 양념이 된 찜갈비만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다. 1960년대부터 하나 둘 생기면서 지금은 100m 정도 되는 골목 양쪽

으로 12개의 업소가 영업중이다. 다른 지역의 갈비찜과 달리 쫄깃쫄깃한 육질과 

온갖 양념이 어우러져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우면서도 달짝지근한 동인동 찜갈비는 

대구의 향토음식으로 자리매김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동인동찜갈비골목

오시는 길

대구 중구 동덕로36길 7 일원(동인동1가)

동인치안센터 골목길 → 중구청 방향의 100m 정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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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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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벗삼아 탐미하는

팔공산지구

갓바위는 팔공산 관봉에 있는 보물 제431호로 지정된 관봉석조여래좌상을 일컫는다. 

소원을 빌기 위해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옛방식 그대로 

만드는 두부요리가 웰빙건강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전통 두부요리는 갓바위 

두부라는 상품명으로 일반가정에까지 판매되고 있다. 동화사 지구의 팔공산에서 채취한 

산나물로 만드는 비빔밥과 향 좋은 송이버섯요리는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메뉴이다. 

이곳 집단시설지구에는 40여 개의 음식점이 먹거리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갓바위지구

동화지구

오시는 길

대구 동구 갓바위로 244 일원(능성동)

대구 동구 팔공산로 1183 일원(용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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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 군침 돋우는

무침회골목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내당동 무침회 골목은 반고개역  

열린병원 뒤에 위치한다. 무침회는 대구 10미(味)에 포함되는 지역의 특화된 음식 

으로, 삶은 오징어와 소라 등을 무채, 미나리 등 채소를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등 양념을 넣어 즉석에서 버무린 음식이다. 무침회 골목 15개 업소의 초고추장 

맛은 집집이 조금씩 달라 찾는 단골집도 제각각이다. 푸짐한 양, 저렴한 가격으로 

야유회와 잔치 등 각종 행사에 단골메뉴이며, 무침회의 매콤한 맛은 혀를 자극하여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해 자주 찾게 한다. 

반고개

무침회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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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375길 11-1 일원(내당동)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1번 출구 근처

반고개네거리 → 북비산네거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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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 자락길따라 펼쳐지는

맛 둘레길

현충 삼거리에서 앞산 빨래터 공원까지 4.5km 남짓한 거리에는 50여 개의 식당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다. 앞산 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침체기를 겪었으나 꾸준히 맛과 

서비스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 구간에는 옛 도로의 차도를 

축소하여 인도를 넓히고, 간판정비,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테마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다. 앞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이곳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한식점과 젊은 연인들이 좋아할 만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와 음식이 있는 레스토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시는 길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73 일원(대명동)

현충삼거리에서 앞산빨래터 공원까지 4.5km 거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 안지랑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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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벅적 밤의 황제

안지랑곱창골목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3번출구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조금만 걷다 보면  

나오는 골목으로, 40여 개소의 곱창집이 500m 골목을 따라 양쪽으로 들어서  

있는데 똑같은 간판 불빛 자체만도 볼만하다. 곱창집이 밀집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하여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휴식처이자 젊은층이 많이 찾아오는 

젊음의 거리이다. 연탄으로 직화하는 소막창, 돼지막창, 곱창주점들이 즐비한  

안지랑에는 계곡의 시원한 공기가 골목을 따라 불고 있어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몰려드는 사람으로 밤 풍경이 요란하다. 

오시는 길

대구 남구 대명로36길 23-1 일원(대명동)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3번 출구

안지랑네거리에서 안지랑시장 방향 500m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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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다시 찾는

엑스코 맛거리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와 각종 회의가 연중 개최되는 전시공간인 EXCO(대구전시

컨벤션센터) 주변으로는 산업용재관, 섬유제품관, 전자관 등 도매단지와 기업관, 

물류단지, 각종 지원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의 건립 등으로 

50여 개소의 음식점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이곳 음식점은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라 관광전문식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생 및 친절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엑스코 맛집 거리

엑스코 맛집 거리

오시는 길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8길 74 일원(산격동)

종합유통단지 엑스코 일대 주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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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펼쳐지는 맛의 향연

들안길

90년대까지 도심에 모여 있던 식당들이 도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 등으로 

지산범물지구가 조성되는 시기에 들안길에 입점하게 되었다. 현재 이 일대에는 

130여 개의 음식점이 성업 중으로 돼지양념갈비, 유황오리, 복어불고기, 한정식, 

안심스테이크, 해물찜, 생고기 등 업체 수 만큼이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넓은 주차공간과 함께 식당별로 특색있는 음식개발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최고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먹거리 타운이다. 인근에는 수성유원지가 자리 

잡고 있어 식사 후 가볍게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다. 

오시는 길

대구 수성구 들안로 113 일원(상동)

들안길삼거리에서 

들안길네거리까지 1.2km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5 일원(두산동)

두산오거리에서 상동네거리까지 1.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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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좋은

깨친맛거리

호림동, 호산동 일원 상업지역(성서3차산업단지)에 분포된 음식마을로 2008년  

6월 달서구의 대표적인 먹거리 마을로 지정되었다. 교통, 주차, 쇼핑, 숙박시설 등 

입지조건 및 제반여건이 양호할 뿐 아니라 번영회가 결성되어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한 의지가 높고, 도시계획으로 정리된 공단 내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수준이 높은 곳이다. 대형업소가 많은 곳으로 100여개의 음식점이 분포

되어 있으며, 한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메뉴를 접할 수 있다. 

깨친맛거리

오시는 길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85길 일원(모다아울렛 뒤)

호림동, 호산동 일원 상업지역(성서3차산업단지) 내

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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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낙동강 풍경 벗 삼은

논메기매운탕

지하철 2호선 종점인 문양역 주변에는 메기매운탕을 비롯한 음식점들이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논메기 양식을 하다가 메기매운탕 요리를 

시작한 것이 논메기매운탕마을의 생성 유래이다. 살아있는 메기를 다시마와 무로 

우려낸 육수에 마늘,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매운탕은 국물맛이 

일품이다. 문양역 옆으로 나있는 산길을 따라 건강도 챙기고, 석양이 아름다운 낙동강 

풍경을 감상하며 맛있는 요리를 먹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다사논메기매운탕마을

다사논메기매운탕마을

다사논메기매운탕마을

오시는 길

대구 달성군 다사읍 부곡2길 일원(지하철 2호선 문양역 주변)

지하철 2호선 문양역 → 문양차량기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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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찾아보기

각 구·군별로 되어있는 맛집을 쉽게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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