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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Legend

中文

역사를 토대로 
                문화창조도시를 꿈꾼다!

남구의 역사 南区的历史 

인천의 옛지명은 비류가 이곳에 정착하여 미추홀이라 부른 것이 근원이었고 삼한시대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경원부에서 인주로 복귀되고 조선 태종 13년에 비로소 

인천군으로 개칭되었을 때부터 군의 소재지는 관교동에 위치, 세조 5년(1459)에 세조

비인 자성왕후의 외향이라 하여 인천도호부로 승격되었고, 숙종 24년에 현으로 강등

되었다가 1698년 다시 부로 환원되었으며 숭의동 지역이 1936년 대화정이 되고 

주안동 또한 1936년 인천부 지역확장때 부천군 다주면 사충리와 간석리 일부를 편입

하여 주안정이 되었으며, 현재의 남구는 여러번의 변천 과정을 거쳐 구세의 확장으로 

인천의 중심구로서 서해안 시대의 전개와 함께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仁川古名为"弥邹忽”，是沸流在此定居后为之命名的，经历了三韩和三国时代，高丽时

代由庆源府归还给麟州，朝鲜时代太祖13年才将其改称为仁川郡，从那以后，郡邑的所

在地为官校洞，世祖5年 (1459)，因为是世祖妃人资成王后的外乡，所以升级为仁川都

护府，肃宗24年又重新将其降为县。1698年还原为府，1936年崇义洞地区称为大和町，

1936年仁川府地域扩张时，与富川郡多朱面四忠里、间石里的一部分地区合并成为朱安町，

现在南区经过了多次的变迁与扩张，成为了仁川的中心地区。随着西海岸的开发，已发

展成为充满活力的都市。

남구 상징마크 南区象征 

인천광역시 남구 상징의 기본형태는 백제문양 (왕관)의 외형적 

형태를 기본으로하여 문학산과 수봉산을 중심으로 손에 손을 잡

고 앞으로 약진하는 이미지로 도시의 새롭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

고자 하는 남구민의 화합과 희망을 표현한다.

象征仁川广域市南区的基本形态为百济花纹（王冠），它展现了

以文鹤山和寿凤山为中心，手拉着手前进的形象，体现了南区作为古代与现代仁川中心

的崭新、干净的形象，表现出南区人的和睦与希望。上端相互连接，体现出团结与协作

的精神，下端是流线形，以土地表现南区悠久的历史，使整个象征具有动感。

남구 마스코트 南区吉祥物-弥邹

인천광역시 남구의 마스코트는 남구의 역사적인 지명인 미추홀 왕국의  

주인공, 백제 비류왕자를 모티브로 캐릭터화하여 남구를 지키는  

수호신 ‘미추’로 설정하였다. 영문으로 ‘만나서 반갑다(meet you)’

라는 문장으로 표기하여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남구의 안내자(홍보사

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있다.

仁川广域市南区过去叫做弥邹忽，百济的沸流王子非常喜欢这个地方，因此在此建立了

弥邹忽王国。而南区的吉祥物正是将沸流王子的形象卡通化而形成的， 并给它取名为‘弥

邹’。弥邹既腼腆又聪明，它可爱的形象使任何人都会对它产生好感；同时，弥邹又与历

史相结合，为人们提供了新的话题。弥邹的身上用英语标注着“见到你很高兴”，在任何

时间、任何地点，都起到了南区形象大使的作用。

남구 알리미 서비스 宣传南区服务是  www.namgu.incheon.kr/sms

남구 알리미 서비스는 민원인들에게 문화소식, 행정정보 등을 문자로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利用文字定期向信访人介绍文化消息、行政信息等的服务。欢迎踊跃参加。 

인천문화관광해설사 仁川文化观光解说词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소중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쉽고 재미있게 안내를 해주는 

전문 해설사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해설 예약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是为访问我们地区的游客们有趣地介绍珍贵文化和旅游资源的专业解说词。通过网站或

电话可预约解说。( 예약접수 受理预约 :010-7276-7277)

http://itour.visitincheon.org (여행도우미 - 문화관광해설사 / 旅行助友 - 文化观光解说词)

인천관광안내

남구 관광 안내 | 南区旅游信息 | Tel. 032)120

남구 전화번호 안내 | 南区电话咨询 

 공공기관 | 公共机关

남구청 南区厅 887-1011 B2

남구의회 南区议会 880-4908 B2

남부경찰서 南部警察署 866-0112 B4

인천지방법원 仁川地方法院 860-1113 C4

인천지방검찰청 仁川地方检察厅 860-4000 C4

보건소 保健所 880-5310 D2

숭의보건지소 崇义保健分所 880-5363 B2

 쇼핑 (백화점, 지하상가) | 购物 (百货商店、地下商场) 

신세계백화점 新世界百货商店 1588-1234 E4

홈플러스 인하점 Home pluss仁荷店 763-2080 B4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Home pluss仁川崇义店 719-2000 B2

주안역지하상가 朱安站地下商场 874-2580 D2

주안시민지하상가 朱安市民地下商场 872-7111 D3

석바위지하상가 石岩地下商场 422-4976 D3                    

제물포지하상가 济物浦地下商场 883-0091 B2

 굿 스테이 및 더 베스트 숙박업소 | Goodstay和最佳住处   

몽타나 Montana 434-0336 D3

쇼모텔 秀旅馆 428-0781 D3

시네마 호텔 Cinema hotel 867-6677 D2

호텔썬플라워1 Hotel Sunflower 1 429-8338 D3

호텔썬플라워2 Hotel Sunflower 2 441-4654 D3

프로방스 호텔 Provence Hotel 421-1606 D2

N모텔 N旅馆 433-1306 D2

로지호텔 Lodge Hotel  421-2169 D2

호텔씨앤 Hotel CN 425-1133 D3

투더맥스 Hotel To The Max 433-2500 D2

파티오호텔 Patio Hotel 427-0070 D2

피코코모텔 Peacoco 旅馆 423-8039 D3

이사벨 Yisabel 885-3001 A3

샵 商店 426-0036 D2

피아노 钢琴 424-2100 D3

문화공간 | 文化空间

학산문화원 鹤山文化园 866-3993 D2

학산소극장 鹤山小剧场 866-3927 C3

돌체소극장 DOLCE小剧场 772-7361 D4

영화공간주안 电影空间朱安 427-6777 D2

주안영상미디어센터 朱安影像媒体中心 872-2622 D3

 박물관, 미술관 | 博物馆、美术馆

인천어린이 박물관 仁川儿童博物馆 432-5600 D5

인하대학교박물관 仁荷大学博物馆 860-8260 C4

범패박물관 梵呗博物馆 886-0029 B2

송암미술관 松岩美术馆 440-6770 B5

국제성서박물관 国际圣书博物馆 867-0301 B5

평생학습공간(도서관) | 平生学习空间(图书馆)

학나래도서관 鹤翔图书馆 880-4837 C4

독정골도서관 独井谷图书馆 872-0043 B3

복사꽃도서관 桃花图书馆 865-8632 C3

석바위도서관 石岩图书馆 422-0651 D2

관교도서관 官校图书馆 421-8630 D4

숭의도서관 崇义图书馆 882-0182 B2

쑥골도서관 艾蒿谷图书馆 872-8630 C1

한우리어린이도서관 韩有利儿童图书馆 872-0814 C2

소금꽃어린이도서관 盐花儿童图书馆 872-0731 D2

장사래도서관 长沙来图书馆 886-5055 B2

이랑도서관 依郎图书馆 427-2283 D3

제물포도서관 济物浦图书馆 887-8836 B2

대학교 | 大学

인하대학교 仁荷大学 860-7114 B3

청운대학교 青云大学 770-8114 C2

인하공업전문대학 仁荷工业专科大学 870-2114 B4

인천대학교(제물포캠퍼스) 仁川大学(济物浦分校) 835-8114 B2

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

韩国第二理工大学
(南仁川分校)

450-0300 C2

병원 | 医院

인하대병원 仁荷大学附属医院 890-2114 A3

인천사랑병원 仁川爱心医院 425-2001 D2

바로병원 BARO医院 722-8585 D3

현대 유비스 병원 现代UVIS医院 888-7575 B3

서울여성병원 首尔妇女医院 247-2000 D3

삼성여성병원 三星妇女医院 451-0000 D3

주안고려요양병원 朱安高丽疗养医院 245-1000 C3

남구 대표문화재 | 南区代表文化财

인천도호부 청사 仁川都护府府衙 422-3492 D4

인천 향교 仁川乡校 876-7041 D4

문학산성 文鹤山城 880-7969 C5

백련정사 칠성도 白莲精舍七星图 868-7711 C3

이윤생·강씨 정려 李润生·姜氏旌闾 880-7969 B3

전통시장 | 传统市场

용남시장 龙南市场 863-3833 B3

용현시장 龙现市场 886-9318 B3

석바위시장 石岩市场 426-6878 D3

남부종합시장 南部综合市场 864-1331 D4

숭의평화시장 崇义和平市场 884-6434 B2

학익시장 鹤翼市场 864-3233 C4

신기시장 新基市场 865-5424 D4

토지금고시장 土地金库市场 887-8985 A3

 외국인특화거리(용현물텀벙이) | 外国人特化街(龙现水噗通)

동원물텀벙 东元水噗通 886-9595 B3

성진물텀벙이 城津水噗通 883-1771 B3

복천물텀벙 福川水噗通 883-6697 B3

경희물텀벙 庆喜水噗通 887-5979 B3

본가물텀벙 本家水噗通 884-0900 B3

명문물텀벙 名门水噗通 885-1373 B3

전철역 | 地铁站

주안역 朱安站 865-7787 D2

도화역 道禾站 863-1464 C2

제물포역 济物浦站 883-7788 B2

인천터미널역 仁川长途客运地铁站
(仁川地铁一号线)

441-3126 E4

기타 | 其他

정보산업진흥원 信息产业振兴院 070-7777-2400 C2

1 여행에 필요한 지도 준비와 일정짜기
인천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문화지도)  나 

검색 또는 지인을 통해 꼭 가봐야 할 곳을 선정하고

일정을 세워봅니다. 

准备旅行必要的地图和安排日程 

仁川南区厅网页(http://namgu.incheon.kr→文化地图)或检索或通过熟人

选定一定要去的地方后再选定日程。 

2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위치를 미리 알아 둔다
방문 할 지역의 장소 맛집 및 숙박업소를 위치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事先了解饮食店及住宿位置。

如果事先了解需要访问的地区的地点美食店及住宿的位置或电话号码就可

以节约时间。 

3 여행일정 및 관광지를 공유한다
여행장소에 대한 기본지식을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하여 

정보수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共享旅行日程及旅游地点。 
通过博客等共享有关旅行地点的基本知识收集信息也是好方法。 

인천광역시 남구 관광 지도 仁川广域市南区导游图

발행처 发行处 | 인천광역시 남구청 문화예술과 仁川广域市南区厅 文化艺术科   
      Tel. 032-120
발행일 发行日期 | 2015년 3월 2015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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历史文化摇篮仁川广域市南区
文 | 化 | 观 | 光 | 地 | 图

  역사문화 

         태동지 

인천광역시  
문 | 화 | 관 | 광 | 지 | 도
http://namgu.incheon.kr

中文

한국관광공사 고객센터(외국어안내)
1330 09:00 ~ 18:00

韩国观光公社客户中心(外语信息)

인천국제공항관광안내소 
032-743-0012~3 07:00 ~ 22:00

(연중무휴 / 全年不休)仁川国际机场旅游咨询处 

인천버스터미널관광안내소
032-435-7257

仁川长途汽车客运站旅游咨询处 

국제여객터미널관광안내소 09:00 ~ 18:00
(일요일 휴무 / 星期天休息 )仁川客运站旅游咨询处

인천광역시관광협회
032-432-4590 09:00 ~ 18:00

仁川城市发展公司旅游事业处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仁川都市公社呼叫中心

인천관광포털
http://itour.visitincheon.org

仁川旅游门户网站

032-260-5000 09:00 ~ 18:00

09:00 ~ 19:00

032-891-2030



1 주안미디어문화축제
朱安媒体文化庆典

미디어 컨텐츠 활성화를 통한 세대간의 소통 및 즐거움을 

즐기는 축제로 매년 9월에서 10월 중에 열린다. 다양한 미

디어, 비디오 아트, 거리공연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펼

쳐진다. 

它是作为通过媒体，资讯的活性化而欢度世代之间的沟通及欢

乐的活动。而这个活动在每年9月，10月期间举行。

 www.jumf.or.kr 
 문화예술과 文化艺术科 : 032- 880-4296

2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仁川国际小丑哑剧庆典

피에로와 어릿광대의 몸짓이나 표정에 의한 예술 행위을 

뜻하는 클라운마임은 인천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이자 

국제적인 예술 축전으로 국내외 마임 배우들의 신비로운 

몸짓과 신작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根据pierrot 和小丑的身体动作或表情表现艺术行为的小丑

哑剧是仁川南区的代表性文化庆典也是国际性艺术庆典，可以

欣赏国内外哑剧演员们神秘的身体动作和新作表演。

 www.clownmime.com 

 작은극장 돌체 小剧场DOLCE : 032-772-7361

5 대한민국 실버 미술대전
韩国银色（老年高级）美术大展 

만 65세 이상의 아마추어 미술가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으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하는 실버 세대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아마추어 실기 대회이다. 매년 9~10월 사이에 열린다. 

为满 65周岁以上业余美术家们安排的庆典，多种美术活动的老

一代参与的全国规模的业余 实技大会。每年 9~10月之间举行。

 032- 880-4297

6 미추홀 단오 한마당
弥邹忽端午节目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를 맞이하여 무형문화재 공연, 

민속 경연대회, 전통문화체험 등의 민속 향연을 통해 액(厄)을 

씻어내고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살

리는 전통문화 나눔의 장.

迎接预告夏日开始的端午，进行无形文化财表演、民俗比赛大会、

传统文化体验等民俗活动。这些活动是回味驱厄迎接清新气运风

俗的传统文化分享活动。 

 032- 880-7969

3 전통성년례
传统成年礼 

남구가 주최하고 인천 향교 재단의 주관으로 열리는 전통

성년례는 만 20세로 성년을 맞이한 이들에게 성인됨을 축하

하며 전통 예법에 따라 성년을 기리며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由南区主持，仁川乡校财团主办的传统成年礼是为庆祝迎接满 

20周岁成年的人，按照传统礼法纪念成年而召开的庆祝演出。   

 032-880-7969

4 미용경연대회 & 미추헤어
쇼

美容比赛&弥邹美发秀 

문화창조도시 기반조성과 뷰티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미용경진대회, 미용헤어 작품전시, 전문모델과의 사진촬영 

등의 전시와 공연, 무료 네일, 헤어커트, 메이크업 시연 등 

다양한 체험과 참여 이벤트가 열린다.

为造就文化创造城市基础发展美容产业而举办此活动。美容比

赛、美容美发作品展示、与专业模特拍相片等展示盒表演、免

费美甲、剃头、化妆试演等多种体验和参与活动。  

 남구 위생안전과 南区 卫生安全科 : 032- 880-7436

남구의 문화 행사Theme 04

7 남구 평생학습 박람회
南区平生学习博览会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인천 남구가 

마련하는 행사로 관내 평생교육관, 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등이 주민과 하나되어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느끼는 뜻 깊은 자리이다.

学习、思考、分享、享受的平生学习城市仁川南区创造的活动。

管辖内平生教育馆、洞居民自治中心、社团等与居民融为一体共

享平生学习信息，并通过各种体验感受平生学习重要性的寓意深

刻的地方。 

 032-880-4754

8 건축백일장
建筑白日场

인천 도시 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

하기 위하여 유치원·초·중학생 대상 가족단위팀을 구성

하여 창의력 및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축모형을 제작함으

로써 가족의 화합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为探索仁川城市建筑蓝图，为发展健康市民意识，以幼儿园、小学、

中学生为对象构成家庭组，制作发挥创意力及想象力的建筑模型，

为和睦家庭为发展建筑文化做出贡献。 

 032-880-4452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인천 남구를 인터넷으로 만난다

디지털인천남구 문화대전
http://incheonnamgu.grandculture.net

모바일 향토문화대전
http://m.grandculture.net

콘텐츠 정보

항목수 : 1,720항목(원고 12,256매)

멀티미디어자료 : 총 3,572항목

● 사진 3,222장
● 가상현실 300종 
● 동영상 30종

● 도면 10종
● 테마뷰 10종

인천 남구의 소멸되어가는 향토문화자료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역사와  

문화유산,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발전상 등에 관한 모든 문화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한 지역 향토문화 백과사전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총 9개 분야 / 

1,700여 항목에 대하여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함께 인천 남구의 다양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为了保存传承仁川南区正在消失的乡土文化资料，有体系地整理收集历史与文化遗

产、政治、经济社会的变化发展状态等的地区乡土文化百科辞典，通过网络任何人

都可以轻松活用。 收录了共九个领域 / 1,700多项丰富的多媒体资料和各种生动的

仁川南区的形象。 

D4 작은극장 돌체  | 小剧场DOLCE

인천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교육관으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의 전통작품  

전시·공연과 다양한 전통체험으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2014년 초 준공)

是为了传承仁川无形文化财的功能•艺能

而建立的教育馆。预计无形文化财功能保留者通过 展示传统作品•表演和多种传统

体验与市民沟通。(2014年初竣工)

 남구 매소홀로 599 (문학동) / 南区 买召忽路 599(文鹤洞)

1983년 마임아티스트 최규호와 연극인 

박상숙 부부가 설립한 돌체는 국제 교류 

무대, 클라운 마임 체험 워크숍, 시민 참여 

프로젝트, 클라운 마임 아카데미, 대관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983年 哑剧艺术崔奎浩与演剧人朴相淑夫妇设立了 DOLCE，举行国际交流舞台、小

丑哑剧体验 研讨会、市民参与工程、小丑哑剧 学术研讨会、代管表演等多种活动。 

 남구 매소홀로 573 (문학동) / 南区 买召忽路573(文鹤洞)   032- 772-7361 

 www.clownmime.co.kr    

D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无形文化财传授教育馆

병자호란에 참전한 의병장 이윤생(1604년~1737)의 전사소식에 부인 강씨는 

바다에 빠져 순절한다. 철종 12년(1861) 이윤생의 충절과 부인의 정절을 기리는 

비각을 세웠다.

在丙子胡乱时期，听到参战的义兵长李润生(1604年~1737)战死的消息后，其夫人姜氏投

大海殉节。 哲宗 12年(1861)为了纪念李润生的忠节和其夫人守节树立了纪念碑。 

 남구 독배로404번길 34(용현동) / 南区 独杯路404号路 34(龙现洞)    
 032- 880-7969

B3 이윤생·강씨 정려  | 李润生·姜氏旌闾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호 | 仁川广域市纪念物第四号

대한민국 국토 높이의 측정 기준이 되는 수준원점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 

차이를 산정하여 육지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로 1963년 현재의 인하공업전문대

학교 교정에 표고(標高) 26.6871m의 수준원점을 이전 설치하였다. 

测量韩国国土高度标准的水平原点是仅核算仁川平均海面差设置在陆地上的设施物。

1963年在现在的仁荷工业专业大学校园内部转移设立了标高26.6871m的水平原点。

 남구 인하로100(학익동) 인하공업전문대학구내 / 南区 仁荷路100(鹤翼洞) 仁荷工业专业

大学区域内   032- 880-7969

B4 대한민국 수준원점  | 韩国水平原点
등록문화재 제247호 | 登陆文化财第247号 

칠성도는 북두칠성과 여러 별들을 불교화한 도교와 불교의 결합을 보여주는 불화. 

七星图是把北斗七星和许多星星进行佛教化的显示道教和佛教结合的佛画。 

  남구 경인로 252번안길 41-46(도화동) / 南区 京仁路252翻案路 41-46(道禾洞) 

  032- 868-7711 

C3 백련정사 칠성도 | 白莲精舍七星图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2호 | 仁川广域市有形文化财第62号

대지면적 약 40만㎡, 연면적 25만㎡로 2002한일월드컵의 성지로 잘 알려졌다.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인공암벽과 청소년문화센터, 어린이박물관, 문학자전

거교실 등을 운영해 시민 여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大地面积约 40万㎡、总面积25万㎡，被称为 2002 韩日世界杯的圣地。目前，作为复合

文化空间运营着人工岩壁和、青少年文化中心、儿童博物馆、文鹤自行车教室等，领先

为提高市民们的休闲生活质量作出努力。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동) / 南区 买召忽路 618(文鹤洞) 

D5 인천문학종합경기장  | 仁川文鹤综合竞技场

문학산과 연결되는 연경산 내에 조성된 문학레포츠 공원은 맑은 공기 속에서 

체육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태 공간이다. 간단한 레포츠 경기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在连接文鹤山的衍庆山内造就的文鹤休闲公园是在清新空气中享受体育和休息的环

保生态空间。 可利用简单的休闲比赛及设施。 

 남구 매소홀로 553 (문학동) / 南区 买召忽路 553(文鹤洞)

C5 문학레포츠공원  | 文鹤休闲公园

1976년에 현충탑의 보수로 조경·편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공원으로 

조성됐다. 수봉산 정상부에 현충탑을 건립했으며 인공폭포 옆의 수봉도서관에는 

소극장, 미술관, 작은 옥상 정원이 마련돼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된다.

1976年补休 显忠塔时设置了造景•便利设施，造就了今天的公园。寿峰山山顶建立了显忠

塔， 在人工瀑布旁的寿峰图书馆里设置了小剧场、美术馆、小屋顶庭院，为地区居民们提供

了文化空间。 

 남구 수봉로68번길 9 (숭의동) / 南区 寿峰路68号路 9(崇义洞)

수봉공원에 자리한 인공폭포는 높이 37m, 폭 122m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상하 두 

개로 이루어진 폭포 앞에는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폭포 사이에는 두세 명이 걸을 수 

있는 회랑이 있는데 폭포와 공원의 경관을 관망하기 좋다.

位于寿峰公园的人工瀑布高 37m、 宽 122m， 是国内最大规模。 在上下两个瀑布前举行多

彩表演。 瀑布之间有两三名可以走过的画廊， 适合观望瀑布和 公园景观。 

 남구 수봉로68번길 9 (숭의동) / 南区 寿峰路68号路 9(崇义洞)

C3 수봉근린공원  | 寿峰近邻公园

C2 수봉인공폭포  | 寿峰人工瀑布 

어린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오감을 사용해 느끼고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험식(Hands-on) 박물관이다. 지구촌 문화 탐구·교구 놀이 전시장, 전통 

탈·도자기 채색하기, 곤충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是让儿童自己思考，使用五感感觉并连接思考的体验式(Hands-on) 博物馆。在这里

安排了探求地球村文化•教具游戏展示场、传统 面具•陶瓷上色、做昆虫等多种体

验教育。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동) 문학경기장 내 / 南区 买召忽路 618(文鹤洞)文鹤竞技场内  

 www.enjoymuseum.org     032-432-5600

불교의 음악과 무용, 의식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보존·전시

하는 전문 박물관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범패(불교 의식음악)소리·무용 

배우기, 법사물을 연주할 수도 있으며 상설 공연도 개최된다.

有体系地收集、研究、保存、展示佛教音乐和舞蹈、意思资料的专业博物馆。有多种体验

节目，可演奏 梵呗(佛教意思音乐 )声•学舞蹈、演奏法四物，还举行常设表演。 

 남구 경인로70번길 11-13(숭의동) / 南区 京仁路70号路 11-13(崇义洞) 
 http://www. nunghwa.org     032-886-0029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观览时间:上午 10点 ~ 下午 5点(每周一休馆)

1976년 개관하여 국내외의 자료 조사와 연구, 유물수집, 역사, 문화, 민속과  

인류학 분야를 수장, 전시하고 있다. 매년 인하 대학교 박물관 학술회의를 개최

하고 대곡동 지석묘, 교동읍성, 인천의 무속 문화 등 별도의 학술 총서를 간행해 

연구자와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1976年开馆，进行国内外资料调查，研究收集遗物，收藏展示历史、文化、民俗和

人类学领域的作品。仁荷大学博物馆每年召开学术会议，并发刊大谷洞 支石墓、乔

桐邑城、仁川巫术文化等另外的学术著作公开于研究人员和普通人。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 南区 仁荷路 100(龙现洞)

 www.inhamuseum.kr    032-860-8260   

D5 인천어린이박물관  | 仁川儿童博物馆

B2 범패박물관  | 梵呗博物馆

C4 인하대학교 박물관  | 仁荷大学博物馆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은 1910년대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재직하며 한글 점자를 창안했다. 평생을 시각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앞장선 선생의 

삶과 업적을 유품과 자료 등이 전시된 기념관에서 만날 수 있다.

被视觉残疾人称为世宗大王的松岩， 1910年代在职济生院盲哑部教师时创案了韩文

点字。在纪念馆展示了他的遗品和资料，显示了带头为增进盲人权益而奋不顾身的

老师的生活与业绩。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번지 (학익동)
    南区 Hannaru路357号路 105-19番地(鹤翼洞) 

 http://ibusongam.or.kr/index.php     032-876-3500

송암문화재단이 인천광역시에 기증한 송암 미술관은 본관동과 관리동, 석조

물을 전시한 야외 휴식 공간을 갖추고 고서화, 불상, 불기류, 목가구, 공예품, 

목판 등 9,385점을 소장하고 있다.

松岩文化财团捐赠给仁川广域市的松岩美术馆，具备了本馆栋和管理栋、展示石造

物的露天休息空间，收藏着9,385件古书画•佛像•佛器类•木家具•工艺品•木板等。 

 남구 비류대로55번길 68 (학익동) / 南区 沸流大路55号路68(鹤翼洞) 

  http://songam.incheon.go.kr      032-440-6770  

성서수집·연구에 평생을 바친 한경수 목사가 세계 각국에서 모은 1만여 점의 

성서와 미국의 성서연구가 데이비스 웨이커필드 박사가 기증한 8천여 점의 

성경을 소장했다. 성서 전시 외에도 국제 성서 연구소, 역사 문화 탐방, 스터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收藏了一生为收集研究圣书而献身的韩景秀牧师在世界各国收集的一万多件圣书和

美国的圣书研究家 David Wakefield博士捐赠的8，000多件圣经。 除了展示圣书还运

营国际圣书研究所、 历史文化探访、 考察团等节目。 

 남구 경인로349번길 16 (주안동) 주안감리교회 내 교육관

    南区 京仁路349号路16(朱安洞)朱安监理教会内教育馆 

 http://biblemuseum.or.kr    032-874-0385  

B4 송암박두성기념관  | 松岩朴斗星纪念馆

A5 송암미술관  | 松岩美术馆

D3 국제성서박물관  | 国际圣书博物馆

기념관 및 박물관

레저및 휴식 공간남구 문화 예술 공간남구의 역사와 문화 南区的历史与文化 南区文化艺术空间 休闲及休息空间 Theme 03Theme 02

Theme 05 Theme 06

Theme 01

1 신세계백화점
新世界百货商店

연남로 35 (관교동)
延南路 35(官校洞)

1588-1234 E4

2 홈플러스 인하점
Home pluss仁荷店

소성로 6 (용현동)
邵城路 6(龙现洞)

763-2080 B4

3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Home pluss仁川崇义店

석정로 51 (숭의동)
石亭路 51(崇义洞)

719-2000 A2

백화점 및 대형마트 百货商店及大型超市

조선시대 국립 교육기관으로 공자와 성현에 대한 제사, 지방민에 대한 교육과 

교화 기능을 담당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철폐 되었다가 해방 직후 복원되어 현재 

매년 두 차례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是朝鲜时代的国立教育机关， 负责了祭拜孔子和圣贤、教育教化地方民的功能。日

本帝国主义抢占期间强制被废除，解放后复原。目前每年奉行两次。 

 남구 매소홀로 589 (문학동) / 南区 买召忽路589(文鹤洞)   032- 876-7041

조선시대 인천 지역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으로 객사와 동헌 일부만이 문학초등

학교 교정에 남아있다(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현재의 위치에 재현한 건물

들은 <화도진도(花島鎭圖)>를 근거로 객사, 동헌, 공수 등 7동을 복원한 것으로 

전통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시민 행사가 연중 열리고 있다.

朝鲜时代负责仁川地区行政的官厅，现在客舍和东轩一部分残留在文鹤小学校园内。

(仁川广域市有形文化财第一号)。在目前位置上再现了根据 <花岛镇图>复原客舍、

东轩、公须等七栋建筑物。在这里年中举行传统文化体验等多彩的市民活动等。 

 남구 매소홀로 553 (문학동) / 南区 买召忽路553(文鹤洞) 

 www.dohobu.org     032- 422-3492 

재현물 再现物

D2 영화공간주안  | 电影空间朱安 C2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CAMF) 
    南区青少年媒体中心

방송, 영화, 디자인, 만화 등 청소년 스스

로가 주체가 되어 미디어 관련 프로그

램을 체험 및 제작할 수 있다. 영상 미디어 

교육, 캠코더 무상 대여, 편집실 이용 등을 

제공한다.

广播、电影、设计、漫画等，青少年可以以自身为主体进行体验并制作有关媒体项目。

进行影像媒体教育，免费租赁录像，提供编辑室等。 

 남구 주안로 82(주안동) 주안역하차 12번 출구

   南区 朱安路 82(朱安洞) 朱安站下车 12号出口 

 www.camf.or.kr    032- 880-4897

황해도 은율군 은율읍에서 전승되던 가면 

극으로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남구 수봉공원 내에 

전수회관을 두고 있다. 

是黄海岛殷栗郡 殷栗邑传承的假面具， 

1978年被指定为重要无形文化财第61号。

目前南区寿峰公园内设立了传授会馆。  

 남구 수봉안길 78 (숭의동) / 南区 寿峰安路 78(崇义洞)

 www.unyul.or.kr    032- 875-9953 

각종 미디어,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  

공간과 스튜디오, 150석의 상영관을 

비롯해 장비 대여, 다양한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为各种媒体、文化艺术活动，提供教育空

间和摄影棚、150 席放映馆，租赁装备、

支援多种制作。 

 남구 석바위로 68(주안동) 주안필프라자 7층 / 南区 石岩路 68(朱安洞) 朱安Feel Plaza七楼

 032- 872-2622     www.juancamf.or.kr    

C2 은율탈춤 전수회관  | 殷栗面具舞传授会馆 D3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朱安影像媒体中心

1982년 6월 25일 개관한 인천문화회관은 

160석 규모의 소극장과 264m2 규모의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극, 무용,  

전시회 등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가 열리며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신청을 해주고 있다.

1982年 6月 25日开馆，仁川文化会馆具备了160席规模的小剧场和264㎡ 规模的

展示室。为了发展演剧、舞蹈、展示会等地方文化艺术计划举行活动，并为市民低

廉使用帮助租赁申请。 

 남구 수봉안길 78 (숭의동) / 南区 寿峰路 78(崇义洞)    032- 873-5174
 http://artin.or.kr/artin_new.htm

문학경기장 내에 있는 공연전용공간으로 

연극·뮤지컬·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

사가 열린다.

是文鹤竞技场内的专业表演空间，在这里

举行演剧•歌舞剧 •音乐会等多种文化活

动。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동) 문학경기장 내 / 南区 买召忽路 618(文鹤洞)文鹤竞技场内 

 032- 433-3777   http://munhaktheater.com  

 이용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월요일 휴무) 
    利用时间 : 上午 9点 ~ 下午 6点 (周一休息)

C2 인천문화회관  | 仁川文化会馆 D4  문학시어터  | 文鹤剧场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문화 활동 공간과 구민들이 문화 예술을 

매개로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为地区文化艺术人的创作活动提供文化活

动空间，为了让区民们以文化艺术为媒介

过健康的生活提供多种教育节目。 

 남구 주안로 82(주안동) 청소년미디어센터 4층

    南区 朱安路 82(朱安洞) 青少年媒体中心四楼

 www.haksanculture.or.kr   032- 866-3993

인천 유일의 연극전용공간으로 크기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무대를 채용해 

좌석을 이동하거나 마당놀이 공간으로 

변형된다. 첨단 시설과 대형 스크린을 

갖춰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仁川唯一的专业演剧空间，采用了可以调

整大小与高度的舞台，可移动坐席或变形曲艺游戏空间。具备尖端设施和大型屏幕

提供优质表演。

 남구 인하로 126 (용현동)  용현1·4동주민자치센터 4층 

    南区 仁荷路126(龙现洞)龙现1·4洞居民自治中心四楼

 www.haksanculture.or.kr/theatre/haksantheater.php    032- 866-3927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남구가 처음으로  

설립한 예술영화관이다. 100~140석  

규모의 상영 전용관과 다목적 ‘컬쳐팩 

토리’ 1개관을 갖추고 수준 높은 예술 

영화, 추억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全国地方自治团体中南区第一次设立的艺术电影院。拥有100~140席位规模的专业

上映馆和一个多目的 ‘culture factory’ 馆，可欣赏高水平艺术电影，怀念的电影、

动画片等多种体裁的电影。 

 남구 미추홀대로 716(주안동) 주안메인프라자 7층

   南区 弥邹忽大路 716(朱安洞) 朱安主商场七楼 

 www.cinespacejuan.com   032- 427-6777

D2 학산문화원  | 鹤山文化院 C3 학산소극장  | 鹤山小剧场 

D3 석바위 특색음식거리
  石岩 特色食品街

주안 석바위 특색음식거리는 구)카페골목으로서 

칼국수, 비빔밥, 보쌈, 삼계탕 등 다양한 음식을 값

싸게 맛 볼 수 있고, 저녁에는 2030거리와도 가까워 

낭만적인 휴식공간으로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朱安 石岩特色食品街是 旧）咖啡胡同，所以可以廉价地品尝到 

刀切面， 拌饭，包肉，参鸡汤等各种各样的食品， 又与2030街很近，晚上可以做为

浪漫的休息空间享用的地方。

학산둘레길은 전통시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문학

산의 기존 등산로를 재조명하여 남구 역사 바로알기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탐방로이다. 

重新开发聚集传统时代仁川的历史与文化的文鹤山原有登山路，

为了正确理解南区历史体验生态而开发了鹤山环路探访路。 

문학레포츠공원
文鹤休闲公园

文鹤山城 

吉魔山瞭望台 

갑옷바위 铠岩 

술바위 酒岩 문학산성

고마리길

길마산 전망대

산신우물 
山神井水

叩马里路 

인천도호부청사 (재현물)

仁川都护府府衙(再现物)

인천도호부청사 (문학초교 내, 문화재)

仁川都护府府衙(文鹤小学内，文化财)

문학경기장
文鹤竞技场

인천향교
仁川乡校

삼호현 三呼岘

학산서원 터
鹤山书院旧址 

건강도 챙기고 

조망도 즐기는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 검색 가능

남구의 맛집 쇼핑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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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학익법조타운 먹거리촌
   鹤翼法乔镇小吃村

일식, 순대국, 비빔밥, 추어탕, 참치, 빈대떡,  

아구탕, 칼국수…. 법조타운 먹거리에 가면 여

러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가족행사를 하거

나 손님을 대접할 곳부터 가볍게 한끼 때울 만

한 곳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하다. 

日餐、米肠汤、拌饭、泥鳅鱼汤、金枪鱼、土豆饼、鮟鱇汤、

手擀面…. 到了法乔镇小吃街就可以品尝到各种饮食。这里各种

饭店林立，适合家人聚会或招待客人或轻松吃一顿。

05

B3 용현물텀벙이거리
龙现水噗通街 

콧등에 송송 땀이 맺히도록 매콤한 맛이  

그리울 때,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를 찾으면 

후회는 없다. 물텀벙이와 함께 시뻘겋게 버무

려진 콩나물이며 미더덕이며 갖가지 야채와  

해물도 푸짐해 골라먹다 보면 어느새 배가 부르다. 

怀念鼻尖上冒汗的辣味时， 到龙现洞水噗通街就绝不会后

悔。与水噗通一起拌的红红的长豆芽和柄海鞘， 各种蔬菜和海鲜也很丰盛， 

挑着吃不知不觉就饱了。

04

B2 숭의 목공예마을
崇义木工艺村

숭의동 124번지 일대는 30여 개의 목공예점

과 목공소가 밀집된 곳으로 30년 이상 경력

을 지닌 숙련공과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조성

사업으로 꾸며지고 있는 목공예 마을이다. 

崇义洞124番地一带是30多个木工艺店和木工所密

集的地方。是以有30多年以上经历的熟练工和居民

为中心进行村落事业的木工艺村。  

02

B3 인하대 문화거리
仁荷大学文化街

인하대학교 후문 거리를 중심으로 길거리공연, 

프리마켓 조성, 실용음악 공개강좌 등이 열리는 

문화예술공간의 거리이다. 

是以仁荷大学后门街为中心，进行街道表演，造就跳蚤

市场，举行实用音乐公开讲座等的文化艺术空间街道。

B2 우각로 문화마을 
牛角路文化村

숭의동 109번지 일대를 인천의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창조적 문화 학습마을로 조성

하였다. 도예공방, 게스트하우스 등 사회적 

기업 운영과 도서관 운영,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仁川的艺术家和村民们把崇义洞109番地一带造

就成创造性文化学习村。运营陶艺工坊、 招待所等社会性企业和图书馆、文化项

目等

01

03

D4 인천도호부청사 | 仁川都护府厅舍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 仁川广域市有形文化财第一号

문화재 文化财

문학산 정상부분에 있는 돌로만든 산성

으로 ‘미추홀 고성’, ‘남산성’으로 불린다. 

『동사강목』과 『여지도서』에 의하면 문

학산은 백제 미추왕의 도읍지로 돌로 만

든 산성의 터가 있고, 성안에 비류정이

라는 우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坐落在文鹤山山顶的用石头砌成的山城，

又称为“弥邹忽古城”、“南山城”。根据『东史纲目』、『舆地图书』，文鹤山上有用石

头砌成的百济弥邹王的城邑旧址，记载城内有一所叫飞流亭的井。 

 남구 문학동 산 27-1 / 南区 文鹤洞 山 27-1   032- 880-7969

C5 문학산성  | 文鹤山城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 | 仁川广域市纪念物第一号

C4 주안동·문학동고인돌  | 朱安洞·文鹤洞支石墓

청동기 시대 대표적 유적으로 주안동 고

인돌은 용일사거리 부근, 문학동 고인돌

은 문학산 서북쪽의 도천현 남쪽에서 발

견되어 수봉공원에 옮겨졌다가 2005년 

미추홀근린공원으로 이전해왔다.

青铜器时期代表性遗迹，朱安洞支石墓在龙

日十字街附近、文鹤洞支石墓在文鹤山西北

方道川县南方被发现，曾移到寿峰公园，在2005年转移到 弥邹忽近邻公园。 

 남구 학익소로13번길 46(학익동) / 南区 鹤翼小路13号路 46(鹤翼洞)  
 032- 880-7969

A3 용정근린공원  | 龙井近邻公园  

용현5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의 공원은  

1만7천㎡ 부지에 인공폭포와 광장 및 

녹지대와 각종 운동기구와 우리꽃동산, 

산책로 및 휴게 시설을 갖춰 인근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자연

학습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龙现5洞居民自治中心临近 公园里， 在 17，000㎡ 用地上具备了 人工瀑布和广场及

绿带和各种运动器械、 我们美丽乐园、 散步路及休息设施，为临近学生和区域居民提

供了休息空间和自然学习场。 

 남구 낙섬동로 68-26 (용현동) / 南区 落暹洞路 68-26(龙现洞)

C4 미추홀근린공원  | 弥邹忽近邻公园 

남구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위치한 공원은 굴곡 

없는 평지로 만들어진 산책로에 탄성 포장을 

해 어린이나 어르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과 생태연못, 놀이터, 운동장 

등을 갖춰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位于南区老人福利会馆附近的公园里有平坦的

做弹性包装的散步路，儿童或老人都可自由自在地利用。具备体育设施和生态莲池、 游玩

处、运动场等，适合以家庭为单位出游。 

 남구 학익소로13번길 46 (학익동) / 南区 鹤翼小路13号路 46(鹤翼洞) 

通过网络之窗看仁川南区。 

数码仁川南区文化大典 

E2-E3 중앙근린공원  | 中央近邻公园

남구 관교동과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은 4㎞에 거리에 100여 m의 폭

으로 이어진다. 아홉 개의 테마로 조성되어 

어린이 놀이터, 교통교육, 산책로, 공연장, 

광장, 놀이터,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跨越南区官校洞和南东区间石洞、九月洞的公园长 4㎞、宽100多 m。有九个主题，拥有

儿童游乐场、交通教育、散步路、演出场、广场、游玩处、溜冰场等设施。 

  남구 예술로 85 (관교동) / 南区 艺术路 85(官校洞)

D3 석바위근린공원  | 石岩近邻公园

남구 주안4동 일원에 위치한 구릉 형태의 

공원은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

장, 게이트볼장, 주안도서관 등의 체육·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한, 도서관과 공

원 주체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시민

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位于南区朱安4洞一带的邱棱形态的公园，具备了散步路、儿童游乐场、羽毛球场、 

门球场、 朱安图书馆等体育•方便设施。另外，以图书馆和公园为主体举行了多种

活动，提高了市民们的参与率。 

 남구 구월남로 27 (주안동) / 南区 九月南路 27(朱安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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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특색거리D4 인천향교 | 仁川乡校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 | 仁川广域市有形文化财 第十一号

南区的文化活动 购物空间南区的美食店

拥有健康，欣赏景色的鹤山环路 
南区的特色街

Tip

期间 : 每年 4~6月, 9~10月    地点 : 衍庆山羽毛球场前集合 

对象 : 任何人  

咨询预约 :南区厅 文化艺术科(民俗文化组)☎ 880-7969

학산둘레길 탐방 

探访鹤山环路

기   간 : 매년 4~6월, 9~10월 
장   소 : 연경산 베드민턴장 앞 집결

대   상 : 누구나

문의 및 접수 : 남구청 문화예술과 (민속문화팀) ☎ 880-7969

지하도상가 地下道商场 店铺数

店铺数전통시장 传统市场

1 숭의평화시장
崇义和平市场

석정로76번길 5 (숭의동)
石亭路76号路 5 (崇义洞)

71 B2

2 용남시장
龙南市场

한나루로501번길 21 (용현동)
Hannaru路501号路 21 (龙现洞)

85 C3

3 용현시장
龙现市场

용삼길 49 (용현동)
龙三路 49 (龙现洞)

274 B3

4 학익시장
鹤翼市场

한나루로 400 (학익동)
Hannaru路 400 (鹤翼洞)

55 C4

5 제일시장
第一市场

제일로 21-4 (도화동)
第一路 21-4 (道禾洞)

72 C3

6 석바위시장
石岩市场

경원대로852번길 15 (주안동)
庆元大路852号路 15 (朱安洞)

253 D3

7 남부종합시장
南部综合市场

인하로 274-30 (주안동)
仁荷路 274-30 (朱安洞)

147 C4

8 신기시장
新基市场

인하로272번길 25 (주안동)
仁荷路272号路 25 (朱安洞)

120 C4

9 토지금고시장
土地金库市场

낙섬중로38번길 5 (용현동)
落暹中路38号路 5 (龙现洞)

146 A3

1 주안역지하상가
朱安站地下商场

주안로 지하 86 (주안동)
朱安路地下 86 (朱安洞)

497 C2

2 주안시민지하상가
朱安市民地下商场

경인로 지하 343 (주안동)
京仁路地下 343 (朱安洞)

250 C3

3 제물포지하상가
济物浦地下商场

경인로 129 (숭의동)
京仁路 129 (崇义洞)

264 B2

4 석바위지하상가
石岩地下商场

경원대로 지하 848 (주안동)
庆元大路地下 848 (朱安洞)

312 D3

1 하리에
HARIE

연남로 35
延南路35

관
교
동
官
校
洞

430-1247 회정식
生鱼片套餐

2 오리회관
鸭会馆

인하로406번길 7 
仁荷路406号路7

428-5292 옻오리
漆鸭 

3 용인정 
龙仁厅

경인로305번길 5 
京仁路305号路5

도
화
동

道

禾

洞

866-9045 생태전골
鲜明太鱼火锅

4 우전옥
牛田屋

석바위로33번길 5 
石岩路33号路5

862-7061 간장게장
酱蟹

5 봉이김선달뼈감자탕
凤伊金先达脊骨土豆汤

송림로201번길 46
松林路201号路46 

772-3232 황태정식
烤黄太鱼套餐

6 신포횟집
新浦生鱼片店

제일로 31 
第一路31

867-4286 모듬초밥,  롤스시
寿司拼盘, 寿司卷

7 명동보리밥
明洞麦饭

한나루로 608
大津里路608 

866-7006 삼합보쌈
包三合

8 원조석산민물고기
元祖石山淡水鱼

매소홀로546번길 8 
买召忽路546号路8 문

학
동

文

鹤

洞

435-1550 민물파장어쌈
葱包淡水鳗鱼

9 권가네전주비빔밥
权家全州拌饭

문학길 9-37
文鹤路9-37

431-2973 비빔밥
拌饭

10 가마솥손두부
铁锅手豆腐

소성로326번길4
邵城路326号路4

426-7270 두부보쌈
包豆腐

11 문학궁
文鹤宫

소성로 381
邵城路381

421-5000 소갈비
烤牛排

12 숭의가든
崇义公园

경인로88번길 10
京仁路88号路10

숭
의
동

崇

义

洞

884-2266 소갈비
烤牛排

13 화진원
花镇园

석정로10번길 72
石亭路10号路72

883-9964 백반
家常套餐

14 인하찹쌀순대
仁荷糯米肠

수봉로 95
寿峰路95

867-6880 찹쌀순대국
糯米肠汤

15 수봉농원
寿峰农园

수봉안길 62 
寿峰安路62

868-0059 한방오리백숙
药膳炖鸭

16 만리성
万理城

아암대로  5
儿岩大道5

885-9453 자장면
炸酱面

17 함흥관
咸兴馆

인중로 1
仁中路1

889-4004 전복갈비찜
蒸鲍鱼排骨

18 부영선지국
富英鲜血汤

장천로14번길 20 
长川路14号路20

884-5981 소머리수육선지국
熟牛头肉、鲜血汤 

19 남원골추어탕
南原谷泥鳅汤

장천로 25 
长川路25

888-6500 추어탕
泥鳅汤

20 새우물식당
新井饭店

미추로19번길 14
弥邹路19号路14

886-5239 해장국, 갈비탕
解酒汤, 排骨汤

21 송도골곱창구이
松岛谷烤猪肠

능해길60번길 11
岭海路60号路11 용

현
동

龙

现

洞

885-7076 곱창구이
烤肥肠

22 옥류관
玉流馆

매소홀로 55
买召忽路55

888-6400 삼겹살, 육개장
烤五花肉, 香辣牛肉汤

23 푸른농원
绿色农场

인주대로 143 
仁州大路143

885-0050 한방누룽지백숙
药膳锅巴炖鸡 

24 백령도횟집
白领岛生鱼片店

낙섬서로10번길 14
落暹西路10号路14

888-5282
 물회, 광어, 활어회
 生鱼片汤、牙鲆、活鱼生鱼片   

25 송도갈매기
松岛猪肉

구월로 23 
九月路23

주
안
동

朱

安

洞

426-0028 불고기
烤肉

26 진시황족발
秦始皇猪爪

길파로 23 
吉坡路23

874-5528 족발
酱猪蹄

27 지송아구탕
地松安康鱼汤

미추홀대로 539
弥邹忽大路539

862-6900 아귀찜
辣炖安康鱼

28 삼보해물가
三宝海鲜家

미추홀대로 661 
弥邹忽大路661

439-7900 해물탕
海鲜汤

29 허벌난횟집
老牌生鱼片店

미추홀대로 701
弥邹忽大路701

872-8858 허벌난보양어죽
老牌养身鱼粥

30 송원
松园

미추홀대로719번길 28 
弥邹忽大路719号路28

872-2000 오리진흙구이
泥烤鸭

31 영갈비
英排骨

석바위로74번길 5-1
石岩路74号路5-1 

431-2214 청국장
清麴酱(黄豆酱)

32 황금오리
黄金鸭

석정로 428 
石亭路428

861-2010 오리백숙
韩方清汤

33 닭이봉춘천닭갈비
鸡李峰春春川鸡排骨

인하로 289 
仁荷路289

425-5707 치즈닭갈비
奶酪鸡排骨

34 어가
鱼家

주안서로 16
朱安西路16 

875-1300 생선회 정식
生鱼片套餐

35 신볶음닭
新炒鸡

주안중로43번길 9
朱安中路43号路9

주
안
동

朱

安

洞

439-7702 치즈볶음닭
奶酪炒鸡肉

36 진흥관
振兴馆

경인로326번길 13 
京仁路326号路13

875-1664 사천짜장
四川炸酱面 

37 옹진냉면
翁津冷面

한나루로586번길 92 
Hannaru路586号路92

875-0410 냉면
冷面

38 청실홍실
青线红线

미추홀대로 697
弥邹忽大路697

876-5868 메밀국수, 만두
荞麦冷面、饺子

39 서문삼계탕
西门参鸡汤

미추홀대로 690
弥邹忽大路690

425-3300 삼계탕
参鸡汤

40 마루샤브
MALU 火锅 

매소홀로 372 
买召忽路372

학
익
동

鹤

翼

洞

876-6677 샤브샤브
火锅

41 경복궁학익점
景福宫鹤翼店

매소홀로 378 
买召忽路378

873-2000 양념갈비
佐料排骨

42 고향곤드레나물밥
故乡山菜饭 

매소홀로 379번길 14 
买召忽路379号路14

876-6322 참살이곤드레나물밥
健康山菜饭

43 태원
太原

매소홀로 388
买召忽路388

862-0806
탕수육,태원냉채

锅包肉, 太原冷盘

44 미락초밥
美乐寿司 

매소홀로401번길 8-5
买召忽路 401号路8-5

876-3002 모듬초밥
寿司拼盘

45 금산식당
金山饭店

매소홀로488번길 6-29
买召忽路488号路6-29 

864-3003 해물찜
辣炖海鲜

46 어향
鱼香

소성로 166-1
邵城路166-1

873-8859 오리구이
烤鸭肉

47 루외루
楼外楼

소성로185번길 16-5 
邵城路185号路16-5

873-8855 생크림왕새우
鲜奶油大虾

48 문학골손두부
文鹤谷手豆腐

소성로 206 
邵城路206

868-5060 손두부전골
手豆腐火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