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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四色) 만찬이 펼쳐지는
‘광진구 맛의거리’

너른 한강과 아차산을 품은 광진구는 지하철 2•5•7호선이 관통하는 서울 동부지역의 

관문으로 세련된 도시의 매력이 공존한다. 생동하는 젊음이 넘치는 건국대학교, 트렌디한 

쇼핑 명소인 커먼그라운드와 스타시티,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이 모두 가깝다. 광진구에는 

특히 여러 맛집이 지하철역과 가까워 먹세권으로 통하는 맛의 거리 4곳이 있다.  

‘구의동 미가로 맛의거리’, ‘자양동 양꼬치 맛의거리’,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 ‘능동 능마루 

맛의거리’로 색色다른 먹방탐험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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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고 새로운 미식(美食) 세계, 
광진구로의 초대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유니크한 개성이 담긴 음식들이 쏟아

져 나오는 맛의 거리로 연결된다. 광진구를 대표하는 맛 골목에는 오랜 

전통의 맛부터 트렌디한 맛까지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요리가 가득

하다. 맛있는 음식 하나가 바꾸는 일상도 흥미진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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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분위기, 이색적인 모든 것이
이슈가 되는 먹방 퍼레이드

거리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광진구 맛의거리에는 화제가 된 ‘그 메뉴’가 있다. ‘구의동 미가로 맛의거리’에

는 매콤한 치즈닭갈비,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에는 복고 감성의 냉동삼겹살, ‘자양동 양꼬치 맛의거리’에는 마라 

열풍이 불었고, ‘능동 능마루 맛의거리’에는 유명세를 탄 곱창으로 미식 여행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광진구에서 

색色다른 맛의 즐거움을 찾아 골목 구석구석을 탐험해보자.

감자탕이나 곱창구이 
먹은 후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이지!

오늘 뭐 
먹을까? 고민말고 

Go!Go!

밥먹고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즐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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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로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의 세계가 

공존하는지 미처 몰랐다. 전통 한식부터 

고깃집과 술집까지 골목 사이사이 맛으로 

승부하는 가게들을 찜해보자.

구의동
미가로
맛의거리

광진구청 앞, 숨은 맛집 찾기
쾌적한 거리를 따라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싶을 때 구의역 1번 출구에 있는 ‘맛있는 만

남의 거리, 미가로(味街路)’를 찾아가자.

광진구청과 가까운 ‘미가로’는 구의동 먹자골목으로 유명하다. 2017년에 간판과 

거리 일대를 쾌적하게 개선하여 미가로 초입부터 음식점 메뉴가 잘 보이는 깔끔

한 간판이 눈에 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음식점이 많다는 건 수많

은 단골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터. 전통의 손맛과 젊은 감각이 담긴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거리다.

소소한 데이트나 회식 장소로 강추!

최신 트렌드, 깔끔한 분위기의 고기 전문점과 포차도 있고 감자탕, 족발, 

치킨 등 저녁 술자리에 좋은 메뉴들이 가득하다.

걷고 싶은 거리, 편안한 분위기!

메인 거리인 자양로18길을 중심으로 양옆에 음식점과 바, 노래방, 마트 

등이 나란히 이어져 있다. 골목마다 숨겨진 맛집도 찾아보자.

건대로 갈까?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놀까?

구의역에서 건대입구역과 강변역이 지하철로 불과 한 정거장 

거리다. 쇼핑하고 싶을 때 바로 고고!

구의동 미가로 맛의거리 매력 포인트 3

Guui

2

1
4

3

2호선 
구의역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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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하루	네	차례	따끈하게	삶아져	나오는	구의동	족발	맛의	비결은	주문	즉시	썰어내	야들야들	쫀득

한	식감에	있다.	윤기가	도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족발을	새우젓에	찍어	먹거나	쌈장에	찍어	쌈채

소와	함께	먹는	맛도	기막히다.

MAIN

감자탕
구의역	인근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메뉴	중	하나인	감자탕은	쌀쌀해

지면	더욱	생각나는	국물	요리로	든든한	한	끼	식사나	술안주로	그만

이다.	두툼한	살이	붙어있는	돼지	등뼈	위에	수북이	얹힌	우거지,	포

실한	감자와	얼큰한	국물이	어우러져	먹을수록	몸에	기운을	북돋워

준다.

장어구이/장어탕
스태미나의	제왕이라	불리는	장어는	달콤	짭조름한	양념구이의	

감칠맛도	좋지만,	장어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느끼려면	역시	소금

구이다.	장어를	통째로	갈아	푹	끓인	장어탕도	보양식으로	최고!

한정식
30년	전통의	깊은	손맛과	정성이	깃든	구의동	한정식집은	코

스별로	수준	높은	상차림을	선보인다.	불고기,	잡채,	삼색전부

터	궁중요리인	탕평채,	떡갈비까지	한	상	가득	맛깔스럽게	차

려진다.

칼국수
색과	맛,	영양이	풍부한	클로렐라	칼국수와	만두가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	있다.	다진	소고기와	호박채,	대파	고명이	올라

간	뜨끈한	칼국수에	배추겉절이를	얹어	먹으면	한	그릇	뚝딱

이다.

WHERE TO GO 즐길거리

강변 테크노마트

쇼핑할까?	영화	볼까?	한강	조망이	아름다운	강변	테크노마트는	지하	2층~지상	10
층	규모의	대규모	전자유통단지이다.	쇼핑몰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전자제품	매장,	
전문식당가	등을	갖춘	커플	데이트	명소이기도	하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도보	약	5분

자양전통시장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자양전통시장에서
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상품들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갓	튀겨낸	꽈배기와	닭강
정,	떡볶이	등	이것저것	맛보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
도보	약	10분

프라이드치킨
겉은	바삭바삭,	속살은	촉촉한	프라이드치킨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다.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등	닭과	어우러지는	소스도	

천차만별!	치맥은	언제나	옳다.

파닭양념
치킨

프라
이드

(9F)  하늘공원 

‘서울시	우수	경관	조망명소’로	선정된	야
경	명당으로	올림픽대교와	한강변	빌딩숲
이	보이는	한강	풍경을	담을	수	있다.

(1F)  엔터식스 

유럽풍	거리를	모티브로	한	테마파크형	패
션쇼핑몰로	의류	및	스포츠	브랜드,	화장
품	매장	등	쇼핑거리가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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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꼬치에 시원한 맥주가 땡길 때, 

대륙의 매운맛인 진짜 ‘마라’가 

먹고 싶어질 때, 발길은 저절로 

건대 양꼬치 거리로 향한다.

자양동
양꼬치
맛의거리

2호선ㆍ7호선  
건대입구역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5, 6번 출구

중국 본토 요리가 먹고 싶을 때!

중국인과 중국 동포가 운영하는 식당이 많아 생생한 현지의 음식 맛을 재

현한다. 인근의 건대, 세종대 중국 유학생들은 고향의 맛이 떠오른다고.

중국의 작은 골목을 여행하는 느낌!

붉은색 중국어 간판이 즐비한 거리에는 음식점과 환전소, 중국 식재료를 

파는 식품점 등이 늘어서 있다. 중국의 작은 골목을 걷는 기분이랄까~

뚝섬한강공원이 한 걸음!

건대입구역에서 7호선 뚝섬유원지역은 한 정거장! 걸어서 가도 

10여 분이면 한강에 도착한다. 자전거 타기나 캠핑, 수상레포츠 

등 놀거리가 너무 많다.

자양동 양꼬치 맛의거리 매력 포인트 3

2
7

중국에서 건너온 별미 음식
‘서울 속의 작은 중국’이라 불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중국인들의 터전이라면 ‘자양

동 양꼬치 맛의거리’는 한국 2030세대 미식 탐험가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5번 출구로 나와 한강뚝섬유원지 방향으로 5분 정도 

걷다 보면 중국 거리 특유의 분위기가 풍기는 ‘자양동 양꼬치 맛의거리’가 있다. 

약 600m의 골목길을 따라 양꼬치, 훠궈, 마라탕 등 100여 개의 중국 전통 음식

점이 있어 골라 먹는 즐거움도 가득~ 중국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음식들이 당신

의 미각을 깨워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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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꼬치구이/양갈비
중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꼬치구이는	한국에서도	대중화된	인기	메뉴!	양념에	

재워	꼬치에	꿴	양고기가	자동기계에서	골고루	익으면	독특한	향을	더하는	쯔란(커민)	양

념에	찍어	먹는다.

*양갈비는	양꼬치보다	풍부한	육즙과	고소한	맛이	강하다.

MAIN

훠궈
중국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1만	원대	무한리필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먼저	순한맛이나	매운맛	육

수를	고른	다음	슬슬	끓기	시작하면	소고기와	양

고기,	각종	해산물과	채소,	면류를	넣어	익힌다.	

고기나	야채를	마장소스(땅콩소스)에	찍어	먹으

면	더	맛있다.

*육수(백탕,	홍탕,	마라탕,	토마토탕)는	1탕에서	3

탕까지	선택할	수	있다.

우육면
진한	소고기	육수와	소고기	고명을	넣어	만든	중국식	면	요리다.	중국	란

저우	시에서	유래된	음식이지만	홍콩,	대만	등에서도	즐겨	먹는다.	소의	

양지와	사골을	오래	끓여	깊은	맛이	우러나는	소고기	국물에	쫄깃한	수

타면이	어우러져	본토의	맛을	재현한다.

*고수의	강한	향이	부담스러우면	

주문	전에	미리	얘기하자.

꿔바로우
윤기	좔좔	먹음직스러운	꿔바로우는	바삭하고	달콤해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난다.	한	입	크기로	요리되어	나

오는	한국의	탕수육과	달리	돼지	등심을	넓적하게	튀

겨	소스와	함께	볶아	나오기	때문에	즉석에서	잘라먹

으면	된다.

마라샹궈
특유의	마라	향과	얼얼한	매운맛이	매력적인	볶음요리다.	소고기,	청경채와	

버섯,	포두부나	납작당면	등	원하는	재료를	고르면	주방에서	마라	소스를	넣

어	볶아준다.	먹을수록	알싸한	매운맛이	올라오니	담백한	계란볶음밥과	함

께	먹어보자.

*육류,	채소,	해산물	및	부가	재료는	100g	단위로	계산된다.

자전거 타기 피크닉 세트 대여하기 한강선셋카약 뚝섬 야외수영장(*겨울 눈썰매장)

FUN TIPS!

서울생각마루(자벌레)

독특한	외관으로	‘자벌레’라는	애칭을	
가진	전망	명소다.	누구나	자유롭게	서
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담대교가	바
라보이는	한강	풍경이	끝내준다.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에서	바로	연결

음악분수

탁	트인	수변광장과	어우러진	음악	분수
로	밤이면	색색의	조명에	따라	춤추는	물
줄기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	도보	약	10분

뚝섬한강공원

한강에는	자전거	라이딩,	수상레저	체험	등	
놀거리가	많다.	그중	인근	카페에서	피크닉	
세트(원터치	텐트,	피크닉	바구니	포함)를	
대여해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가	유행
이	되었다.	석양빛이	물드는	한강에서의	카
약	체험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2,	3번	출구

*윈드서핑&선셋카약(4월~11월),	수영장
(6월	말~8월),	눈썰매장(12월	말~2월)

WHERE TO GO 즐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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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감성이 물씬한 삼겹살집,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카페는 어디? 

먹고 즐기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화제가 되는 트렌디한 거리로 떠나보자.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

놀다 보면 시간 순삭!

가상의 세계가 리얼한 VR카페, 분위기 띄우는데 딱 좋은 코인노래방, 동

물을 좋아한다면 미어캣카페, 흥미진진한 방탈출카페 등 체험거리가 빵

빵하다.

SNS 인증샷 맛집이 가득~

음식 맛도 좋고 플레이팅까지 예쁜 곳을 발견하면 저절로 셔터를 누르게 

된다. 건대 골목 곳곳에는 나만 알기 아까운 핫플레이스가 많다.

길 건너면 쇼핑 명소!

팝업 컨테이너 쇼핑몰이자 포토 스폿인 ‘커먼그라운드’와 ‘로데오거리’가 

붙어 있으며 ‘롯데백화점’과 ‘스타시티몰’이 함께 있다.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 매력 포인트 3

동서양 음식의 트렌디한 한 상
건대입구역 1, 2번 출구는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만남의 장소다.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뿐만 아니라 쇼핑, 기상천외한 놀거리가 넘쳐난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대입구역 사거리는 건국대학교,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

와 로데오거리, 스타시티몰로 연결되는 360도 플레이그라운드다. 특히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에는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개성 넘치는 카페, 젊은 감

성의 고깃집과 푸짐하고 맛 좋은 전통 주점 등 화제가 되는 맛집이 많다.

2호선ㆍ7호선  
건대입구역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1, 2번 출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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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피자
캐주얼한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	명소로	손색없다.	불쇼	

퍼포먼스가	이색적인	삼겹살	스테이크,	크래프트	맥주와	곁들이는	직화	불고기	피자	등	

매장마다	개성을	담은	메뉴들이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삼겹살구이
부담	없는	가격에	맛까지	좋은	삼겹살	전문점이	많다.	두

툼한	숙성	삼겹살을	불판	위에	지글지글	구워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소금에	콕	찍어	먹거나	고추냉이를	얹어	먹

어볼	것!	씹을수록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진다.

*매장마다	소스	및	기본	상차림(쌈무,	명이나물장아찌	

등)이	다르다.	

MAIN

매운갈비찜
SNS에서	매운	음식	먹방의	인기는	여전하다.	양념에	빨갛게	버무려져	

나오는	갈비찜에	당면,	파채,	버섯	등을	넣어	국물과	함께	자작하게	졸

여	먹어보자.	맛있게	맵지만,	주먹밥이나	계란찜과	함께	먹길	추천한다.

*주문	전에	소	or	돼지갈비찜	중	고른	후	매운맛	단계를	미리	얘기하자.

30% 
보통맛

100% 
아주

매운맛

20%
보통

순한맛

70%
매운맛

10% 
순한맛

50% 
보통

매운맛

Line 2ㆍLine 7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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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O GO 즐길거리

VR카페 코인노래방 방탈출카페 양궁카페

FUN TIPS!

전통 주점
푸짐한	양에	맛있고	가성비	좋은	안주가	워낙	다양해	술이	

술술~	들어간다.	짭조름한	도토리묵무침과	김치전	등의	메

뉴에는	막걸리가	제격이다.	찹쌀,	꿀,	알밤을	재료로	한	막

걸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POPULAR DESSERT
디저트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에는	2019년	한국에서	유행했던	흑당	버

블티와	마카롱은	물론	매장을	운영하는	주인의	취향이	물씬한	디

저트	카페가	곳곳에	있다.	갈색	시럽이	우유에	마블링처럼	퍼지

는	흑당	버블티나	장난감	모형	같은	치즈	케이크	등	인증샷을	남

길	수밖에	없는	SNS	디저트	스타들을	만나보자.

건대 로데오거리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쇼핑	거리로	유명	브랜드	상설매장과	퓨전
요리	전문점,	신상	카페	등이	모여	있다.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5,	6번	
출구,	도보	약	1분

커먼그라운드

건대의	핫	스폿으로	대형	컨테이너	
200여	개를	쌓아	만든	복합문화쇼
핑몰이다.	1,	2층에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숍이	모여	
있으며,	3층에는	전망	좋은	야외	레
스토랑이	있다.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도보	약	5분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명품	편집숍과	영캐주얼	브랜드를	비롯해	5층에
는	1인	방송	체험	스튜디오,	10층에는	몬스터	VR	
테마파크가	있다.	
*백화점	2,	3층은	스타시티몰	롯데시네마와	연결된다.

스타시티몰 

영화시사회	명소인	롯데시네마와	유명	맛집이	모인	
셀렉다이닝이	있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도보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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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능마루
맛의거리
#화사먹방 #군자역소곱창 등 

SNS에서 핫한 해시태그가 달린 

‘능동 능마루 맛의거리’에는 

소곱창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진짜 먹방 투어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고기부터 해산물까지 골라 먹는 재미!

육식파가 좋아하는 곱창이나 족발, 치킨집은 언제나 만석이며 해산물파

의 사랑을 듬뿍 받는 주꾸미집과 횟집, 생선구이집도 북적인다.

왁자지껄한 모임이 즐거운 거리!

늦은 저녁이면 고소한 고기 냄새가 유혹하는 군자역 먹자골목 일대는 새

벽까지 불야성을 이룬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가까운 공원에서 피크닉과 휴식을 동시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무료입장이라 가족이나 연인들의 피크닉 

장소로 만점이며, 아차산생태공원 둘레길도 걷기 좋다.

능동 능마루 맛의거리 매력 포인트 3

고기 러버들의 파라다이스
지글지글 고기 익어가는 소리,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능동 능마루 맛의거

리’에는 곱창집을 필두로 고깃집과 횟집, 술집들이 맛과 분위기로 발길을 붙잡는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군자역 6번 출구로 나오면 곱창골목으로 명성이 자자

한 ‘능동 능마루 맛의거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유명한 곱창 맛집 주변

에는 고깃집이 특히 많은데 가게마다 비밀스러운 맛의 비결을 하나씩 가지고 있

다. 푸짐한 데다 가성비까지 좋은 족발이나 삼겹살을 비롯해 싱싱한 회와 해산물

도 즐겨 찾는 메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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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ㆍ7호선  
군자역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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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구이
초저녁부터	유명	곱창집은	이미	문전성시다.	초벌구이해서	먹기	좋게	잘라	나온	통통한	곱창과	부추무침,	채	썬	감자나	호박	등

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모습에	군침이	돈다.	곱창	단짝인	부추무침은	자꾸	리필하게	되는	맛!

*모둠곱창을	주문해	막창,	대창,	염통	부위의	색다른	식감도	즐겨보자.

MAIN

한우구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한우	암소의	특수부위를	맛볼	수	있어	미식가들의	발길이	잦다.	최상급	한우	부위	중	마블

링이	눈꽃처럼	퍼져	‘꽃살’이라	불리는	살치살은	육즙이	흘러내릴	정도로	풍부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한우	특수부위(살치살,	안창살,	치맛살)	외	신선하고	쫄깃한	육회도	별미다.	

돼지갈비구이
누구나	좋아하는	단짠단짠한	맛의	돼지갈비구이는	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은	돼지	등뼈	부위를	요리해	고기	맛이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나다.	간

장	베이스의	양념에	재운	돼지갈비를	불판	위에	구워	새콤한	양파절임에	

곁들여	먹어보자.

회
신선한	회와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싱싱하고	두툼한	활어회를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거나	특제	막장을	넣어	상추쌈으로	먹

어도	맛있다.	생선구이,	초밥,	튀김	등	곁들임	반찬도	푸짐하다.

족발/보쌈
족발	전문점마다	족발	삶는	비결이	다르지만,	한약재를	넣어	

넣어	잡내	없이	푹	삶은	한방족발이	기본	메뉴이다.	윤기	자

르르한	족발과	아삭한	보쌈김치를	생배추에	넣어	한	쌈으로	

크게	먹는	맛이	좋다.	매운	족발이	섞인	반반족발도	인기	메

뉴다.

*족발과	함께	먹는	시원한	물	막국수는	탁월한	선택이다.

HEALING TIP!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예술과	IT	미디어를	결합한	컨버전스	아트	
전시관이다.	동서양	고전과	명작을	살아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나보자.

[모네빛을그리다3] 
  2019.11.30~2020.02.29.

*상세	프로그램	및	기간은	홈페이지	참조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	
도보	약	4분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철을	타고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떠
나보자.	22만	평에	이르는	공원에는	동•
식물원과	놀이동산,	테마	정원	등이	꾸며
져	있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도보	약	2분

WHERE TO GO 즐길거리

광진구 ‘워커힐로’

봄이면	벚꽃	터널,	가을에는	단풍길로	변신하는	‘워커힐로’는	
워커힐호텔에서	아차산생태공원까지	목재데크를	따라	편안하
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다.	5호선	광나루역에서	워커힐호텔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좋다.

[무료	셔틀버스	이용정보]	
www.walkerhill.com/grandwalkerhillseoul/Map?tabIdx=2

아차산생태공원

공원	초입에는	광진구가	고구려	유적지
였음을	보여주는	평강공주와	온달장군	
조각상이	맞이한다.	누구나	걷기	좋은	둘
레길은	숲	향기가	가득한	명품	휴식처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1번	출구,	
도보	약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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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핫’한 그 메뉴!

광진구 ‘맛의 거리’에서 즐겨볼까?
광진구 맛의거리 곳곳에는 한국의 트렌디한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내공 있는 음식점들이 숨어 있다. 다양한 육해공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과 즐기는 방법도 천차만별!
매일 새로운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리, 맛있는 입소문이 난 그곳을 찾아가 보자.

“ „

TASTE ISSUE

외국인도 반한 맵단짠의 진수 

치즈닭갈비
쭉쭉	늘어나는	치즈와	매콤한	닭갈비의	

조화!	방송에	소개된	미가로	초입의	치즈

닭갈비	식당에서는	한국에	여행	온	남아

공	친구들이	가장	매운맛의	닭갈비에	도

전하는	먹방	에피소드가	펼쳐졌다.

“큰 철판에 양념 닭갈비와 
각종 야채가 함께 볶아져 나오며 

가운데는 모짜렐라 치즈를 
한 줄로 얹어 먹음직스럽다.”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하게	양념된	닭갈비

를	깻잎과	쌈무에	싸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마무리로	먹는	날치

알	볶음밥	또한	별미다.

 구의동 미가로 맛의거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

#구의역치즈닭갈비 #어서와한국은처음이지 
#남아공 #방송맛집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꼬들살
구이로	즐겨먹는	삼겹살,	목살과	함께	최

근에는	돼지고기	특수부위	전문점이	인

기를	끌고	있다.	대표	메뉴는	돼지	한	마

리당	400g	정도만	얻을	수	있다는	꼬들

살과	달큼한	간장	양념이	은은하게	배인	

오돌갈비이다.

“꼬들살은 삼겹살보다 
꼬들꼬들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밀려오며, 오돌갈비는 
갈빗살과 삼겹살 쪽의 연골 부위로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좋다.”

꼬들살구이를	안데스	호수	소금에	살짝	

찍어	먹거나	명이나물	장아찌에	싸먹으

면	궁합이	좋다.	흰	목이버섯을	듬뿍	넣

은	냉국수도	인기	메뉴다.

 구의동 미가로 맛의거리/화양동 건대 
맛의거리/능동 능마루 맛의거리	

#수요미식회오돌갈비 #꼬들살맛집 #눈꽃갈비

한국에 부는 레트로 감성 

냉동삼겹살
과거	인기	식재료였던	냉동삼겹살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한국의	8~90년대	복고풍	

분위기가	물씬한	인테리어에	맞춰	동그란	

은쟁반	위에	파절이,	쌈	채소	등의	곁들임	

메뉴를	담은	한상	차림이	나온다.

“제주산 돼지 생고기를 급랭시켜 
얇게 썬 삼겹살을 포일로 싼 불 판위에

지글지글 구워 노릇해지면 
다양한 소스에 콕 찍어 먹어보자.”

바싹하게	구운	삼겹살을	제주식	멜젓(멸

치액젓	소스)이나	기름장,	계란	노른자	

소스	등에	찍어	먹어보자.	고기와	구운	

꽈리고추,	파절이,	쌈장을	넣은	상추쌈을	

만들어	한입	크게	먹어도	꿀맛이다.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건대입구냉동삼겹살 #건대흑돼지 #제주에일맥주

중국 하얼빈 
현지식 면 요리가 독특한 

도삭면
도삭면은	산시성(山西省)의	대표	면	요

리이다.	밀가루	반죽을	전용	칼로	대패질

하듯	끓는	물에	빠르게	넣어	면을	삶는	

것이	기술이다.	다	익은	면은	건져내	각종	

향신료를	넣어	끓인	양고기	육수를	부어	

나간다.	

“부드러우면서 탱글탱글한 면발의 
탄력이 동시에 느껴지며 

이국적인 향신료가 들어간 매콤한 육수
의 감칠맛도 중독적이다.”

주방	근처에	자리	잡으면	도삭면	고수가	

반죽을	직접	깎는	이색적인	장면을	볼	수	

있다.	쇼마이,	쇼룽포오	등	씹는	순간	촉

촉한	육즙이	터져	나오는	딤섬의	인기도	

대단하다.

 자양동 양꼬치 거리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자양동맛집 #수요미식회도삭면 #쇼룽포오

영화 ‘범죄도시’ 
장첸이 푹 빠진 매운 가재요리 

마라룽샤
한국에	마라룽샤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범죄도시’에는	장첸(윤계상	분)이	“아이	

먹니?”를	외치며	와그작와그작	가재를	씹

어	먹는	장면이	나온다.	마라룽샤는	얼얼

한	매운맛으로	한국인	입맛을	단번에	사

로잡았다.

“쓰촨식 매운 소스인 ‘마라(麻辣)’에 
민물가재 ‘샤오룽샤(小龙虾)’를 

넣고 볶는 마라룽샤는
야채, 마늘이 듬뿍 들어간 

알싸한 맛 때문에 먹을수록 빠져든다.”

마라룽샤는	두	손으로	잡고	뜯어먹어야	

제맛이다.	비닐장갑을	끼고	가재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한	후	통통한	가재살을	한입	

베어	물면	쫀득한	식감에	반하게	될	것!	마

라	소스를	듬뿍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다.

 자양동 양꼬치 거리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건대입구마라룽샤 #영화범죄도시 #장첸먹방

마마무 멤버 화사의 폭풍 먹방 

소곱창구이
MBC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화사가	소

곱창구이	2인분을	맛있게	먹어	군자역	먹

자골목	일대에	곱창	품절	대란이	일기도	

했다.	아마	당신도	쫄깃쫄깃	고소한	곱창

구이	맛에	흠뻑	빠질	것이다.

“속이 꽉 찬 곱창구이 한 점에 
새콤하면서 달콤한 부추무침을

얹어 소스에 찍어 먹어보자.
소소한 행복이란 이런 것!”

곱창구이와	볶음밥,	소주의	조합은	말이	

필요	없는	환상의	짝꿍이다.	곱창구이가	

살짝	느끼해질	때쯤	얼큰하고	칼칼한	곱

창전골을	곁들이면	속이	시원해진다.

 능동 능마루 맛의 거리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군자역곱창 #나혼자산다 #마마무화사곱창 
#곱창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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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초등학교

경복초등학교

구의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구남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양남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건국대학교

용마초등학교

용곡초등학교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신자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Gwangjin Elementary School

Kyungbok
Elementary School

Guui
Elementary School

Jayang 
Elementary School Gunam

Elementary School

Sungdong
Elementary School

Yangjam
Elementary SchoolSungja

Elementary School

Shinyang 
Elementary School

 
Konkuk University

Yongma 
Elementary School

Yonggok 
Elementary School

Jungma 
Elementary School

Jungkwang Elementary School

Sejong
Elementary School

Jangan
Elementary School

Hwayang
Elementary School

Shinja
Elementary School

Dongja 
Elementary School

Sejong University 

Sejong Cyber University  

구의1동주민센터

구의3동주민센터

구의2동주민센터

광진구청

중곡4파출소

중곡119안전센터

중곡3동주민센터

중곡1동주민센터
중곡2동주민센터

중곡2파출소

중곡동우체국

중곡3파출소

중곡1파출소

능동119안전센터

광진소방서

화양동주민센터

화양지구대

자양4파출소

중곡4동주민센터

군자동주민센터

능동주민센터

자양1동주민센터

자양2동주민센터

자양4동주민센터

자양3동주민센터

자양2치안센터

자양1파출소

자양파출소

구의파출소

광진경찰서

능동119안전센터

광진우체국 광진문화원

자양동우체국

Guui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Guui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Guui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Gwangjin-gu Office

Junggok4 Police Substation

Junggok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Junggok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Junggok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Junggok Fire House

Junggok2 Police Substation

Junggok-dong
Post Office

Junggok3 Police Substation

Junggok1 Police Substation

Neungdong Fire House

Gwangjin Fire Station

Hwayang-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Hwayang
Police Precinct

Jayang4 Police Substation

Jayang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Jayang2 Security Center

Jayang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Jayang 4-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Jayang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Jayang1 Police 
Substation

Jayang Police
Substation

Guui Police Substation

Junggok 4-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Gunja-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Neung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Gwangjin Police Station

119 Tukseom Water
Rescue Brigades

Gwangjin Post Office

Gwangjin 
Cultural 
Institute 

Jayang-dong Post Office

면곡시장

청춘뜨락

한아름쇼핑센터

동서울종합터미널

동서울우편집중국

롯데마트

건국대학교병원

영동교전통시장
더클래식500펜타즈

호텔 더 디자이너스

호텔 부티크 나인

메가박스

KU 시네마테크

어린이회관

호텔스타 건대

롯데백화점

국립정신건강센터

중곡제일시장

뚝섬유람선선착장

뚝섬유원지역수상택시

정립회관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유니버설아트센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구의야구공원

구의공원

용암사

동서울호텔

롯데시네마

 
Myeongok Market

Chungchun
Garden

Hanareum
Shopping Center

Dongseoul Bus Terminal

Dongseoul Post Office
Lotte Mart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Yeongdonggyo 
Traditional Market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The Designers

Hotel Boutique 9
Megabox

KU Cinematheque

Mujigae Theater

Hotel Star Kondae

Lotte 
Department Stor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Junggok Jeil Market

Tukseom Station
Water Taxi

CGV

CGV

Jeongnip Hoegwan

Achasan Ecological Park

Universal Arts Center

Seoul Waterworks
Reserch Institute

Guui Baseball Park

Guui Park

Yongamsa Temple

Dongseoul Hotel

Tukseom Pleasure
Boat Quay

Lotte Cinema

Starcity Mall
스타시티몰

Fountain Square
분수광장

Ttukseom Observation
Culture Complex(J-Bug
뚝섬전망문화콤플렉(자벌레)

Norunsan Market
노룬산골목시장

Shinsung Market
신성시장

Ilgamho(Lake)
일감호

Children's Grand Park
어린이대공원

순명비 유강원 석물

Sunmyeong Yugangwon 
Stone Figues

Techno Mart
테크노마트

Jayang Market
자양골목시장

Jangmiwon
장미원

Sejong University Museum
세종대학교 박물관

Hwayang-dong Zelkova

화양동 느티나무

Naru Art Center
나루아트센터

음악분수

뚝섬한강공원

Music Fountain

Ttukseom Recreation Area

 Seongdong-gu

성동구

LPG

LPG

호텔케이월드

호텔 더 디자이너스 프리미어 건대

호텔컬리넌건대

화양동우체국

Hotel K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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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버스킹/축제정보

다채로운 버스킹과 축제가 
즐거운 광진구 이야기

구의동 미가로 맛의거리 음식문화축제

초대가수 공연과 노래자랑이 흥

겨운 무대 아래로 미가로의 특색 

있는 먹거리 시식회가 진행된다. 

다양한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공방과 플리마켓도 운영한다. 

 [하반기] 구의1동 미가로 삼거리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 축제

풍물패의 거리 퍼레이드로 축제의 

서막이 열리면 야외무대인 ‘청춘뜨

락’에서 버스킹 골목길 콘서트가 

시작돼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해

금 및 어쿠스틱 연주, 길놀이 굿 등

이 이어져 가을밤의 정취를 더하며 

EDM 파티는 축제의 절정이다. 해

마다 새롭고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축제로 젊음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하반기]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 
내 상설공연장 ‘청춘뜨락’

자양동 양꼬치 맛의거리 음식축제

중국 이색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

식 행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

다. 다양한 시음행사와 이벤트를 비

롯해 중국 공연단과 지역주민이 함

께 참여하는 노래자랑도 볼거리다.

 [하반기] 자양4동 양꼬치거리

매년 가을, 광진구 대표 맛의 거리 곳곳에서 열리는 음식문화축제로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야외 공연의 생생한 현장감도 느껴보자.

광진구 맛의거리 
음식문화축제

FESTI VAL FESTI VAL FESTI VAL

광진구 능동로, 금요일엔 ‘버스킹 데이’

광진구 능동로는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 어린이대공원역

을 끼고 있는 곳으로 건국대, 세종대 등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청춘의 거리다. 매주 

금요일이면 능동로의 주요 명소 6곳에서 금요일 저녁을 열정으로 불태울 신나는 ‘버

스킹 데이’가 열린다. 

건대거리 ‘청춘뜨락’에서는 K-Pop 공연, 건국대 앞 능동로 분수광장에서는 댄스와 

마술 등의 퍼포먼스 공연, 서울어린이대공원 광장과 나루아트센터 앞마당에서는 대

학 동아리와 서울시 길거리 공연단의 다채로운 공연을 볼 수 있다. 능동로 분수광장

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수제 공예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이 열린다.

*공연 프로그램은 변동 가능하므로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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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色다른
먹방탐험

광진구 맛의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