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컨벤시아 주변 음식점 리
스트 (List of Restaurants 

around Songdo Convensia) 



(departure) 

(destination) 

(destination) 

(destination) 

송도 컨벤시아 주변 음식점 (Restaurants 
around Songdo Convensia) 

 
1. 송도 타운 (Songdo town)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24 (124, Harmony-ro, 
Yeonsu-gu, Incheon) 
• 도보 이동 가능 (walkable) - 약 10분 (about 10 minutes) 
 
2.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상가 (Central Park Prugio Shopping 
Center)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송도센트럴파크푸르
지오 (160, Central-ro, Yeonsu-gu, Incheon) 
• 도보 이동 가능 (walkable) - 약 5~10분 (about 5 to 10 
minutes) 
 
3. 더샾 퍼스트월드 상가 (The Shop First World)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포스코더샵퍼스트월
드 (107, Haedoji-ro, Yeonsu-gu, Incheon) 
• 도보 이동 가능 (walkable) - 약 5분 (about 5 minutes) 
 



1. 송도 타운 (Songdo town) 

업소명 (name) 종류 (kinds) 좌석 (seats) 
영업시간 (opening 

hours) 
전화번호 (phone 

number) 

스시웨이 
스시 

(Sushi) 
30~40석 

30 ~ 40 seats 
11:30~22:00 032-834-3774 

집게 
게요리 

(Crab dish) 

50석(홀)/룸1개(30 명) 
50 seats (hall) / 1 room (30 

people) 
11:00~22:00 032-831-8064 

봉추찜닭 
찜닭 

(Steamed chicken) 
약 20~30석(홀)   

About 20 to 30 seats (hall) 
10:00~22:00 032-858-6981 

팔복오리 
오리고기 

(Duck meat) 
36석(홀) 

36 seats (hall) 
10:00~22:00 032-833-5285  



2.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상가 (Central Park Prugio Shopping Center) 

업소명 (name) 종류 (kinds) 좌석 (seats) 
영업시간 (opening 

hours) 
전화번호 (phone 

number) 

차이홍   

(B line,2F) 
중식 (Chinese) 

룸7개(총100 명)/30명(홀) 
7 rooms (100 people) / 30 people (hall) 

 
11:00~22:00 

 
032-858-3311 

연어로만   

(A line) 
일식 (Japnese) 

24석(홀)/16석(테라스) 

24 seats (hall) / 16 seats (terrace) 

 
11:00~22:00 

032-833-1533 

텐메이   

(A line) 
일식 (Japnese) 

24석(룸6개/4명씩) 
24 seats (6 rooms / 4 people) 

 
12:00~03:00 

032-834-8253 

홍익궁중전통육  
개장 

(A line) 
육개장 (Yukgaejang) 

약 60~70석 
About 60 to 70 seats 

 
09:00~22:00 

 
032-831-7003 

돈치킨   

(A line) 
치킨 (Chicken) 

약 50~60석 
About 50 to 60 seats 

 
15:00~01:00 

 
032-858-9220 

핫 시즈너 도마  

 (A line) 
고기구이 (Grilled meat) 

48석 
48 seats 

 
11:00~23:00 

032-833-5392 

나주곰탕   

(A line) 
곰탕 (Beef-bone soup) 

56석 
56 seats 

 
00:00~24:00 

032-833-0879 



3. 더샾 퍼스트월드 상가 (The Shop First World) 

업소명 (name) 종류 (kinds) 좌석 (seats) 
영업시간 (opening 

hours) 
전화번호 (phone 

number) 

칭칭차이나 
 

중식 (Chinese) 
약 100석 (룸 65석) 

About 100 seats (65 seats) 
11:30~21:30 032-817-6666 

지리산 청정 흑 돼지 고기 (Pork BBQ) 
35석 

35seats 
12:00~24:00 032-834-9255 

천부토렴 
샤브샤브  

(Shabu-Shabu) 

 

29석 (홀) 
29 seats (hall) 

 
 

평일 (weekday)  11:30
~22:00 

Break time  15:00~17:0
0 

032-831-3578 

북실네 평양 
찹쌀순대 

순대, 순대국  

(Sundae soup) 

50석(홀) 
50 seats (hall) 

10:00~22:00 032-851-8959 



(departure) 

해양경찰청 주변 음식점 (Restaurants around 
Marine Police Agency) 

1. 아크리아 (Agria) 
• 주소: 인천 연수구 신송로125번길 13 아크리아 (13, Sinsong-
ro 125beon-gil, Yeonsu-gu, Incheon) 
• 도보 이동 가능 (walkable) - 약 15~20분 (about 15 to 20 
minutes) 
2. 이리옴프라자 (Iriom Plaza)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25번길 7 이리옴프라자 (7, 
Sinsong-ro 125beon-gil, Yeonsu-gu, Incheon) 
• 도보 이동 가능 (walkable) - 약 15~20분 (about 15 to 20 
minutes) 
3. 드림시티 (Dream City) 
• 주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드림시티 (81, 
Convensia-daero, Yeonsu-gu, Incheon) 
• 도보 이동 가능 (walkable) - 약 15~20분 (about 15 to 20 
minutes) 
4. 밀레니엄 (Millennium) 
• 주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 밀레니엄 (69, 
Convensia-daero, Yeonsu-gu, Incheon) 
• 도보 이동 가능 (walkable) - 약 15~20분 (about 15 to 20 
minutes) 



1. 아크리아 (Agria) 

업소명 (name) 종류 (kinds) 좌석 (seats) 
영업시간 (opening 

hours) 
전화번호 (phone number) 

용가마순대 순대 (Sundae) 
32석 (좌식) 

32 seats 
11:00~22:00 032-832-9388 

마포갈매기 
갈매기살  

(BBQl) 

약 50~60석 

About 50 to 60 seats 
16:00~02:00 032-832-8591 

노랑통닭 치킨 (Chicken) 
약 30석 

About 30 seats 
14:00~02:00 032-832-2292 

등촌 샤브칼국수 
샤브샤브 

(Shabu-Shabu) 
032-858-3222 

이화주막 
주점  

(Korean Pub) 

약 50~60석 

About 50 to 60 seats 
17:00~02:00 032-858-9993 

닭끄림 
닭 칼국수  

(Chicken noodle) 

64석(홀) 

64 seats (hall) 
11:00~23:00 032-834-2212 



2. 이리옴프라자 (Iriom Plaza) 

업소명 (name) 종류 (kinds) 좌석 (seats) 
영업시간 (opening 

hours) 
전화번호 (phone 

number) 

이화수전통육개장 육개장 (Yukgaejang) 
88석(홀) 

88 seats (hall) 
 

10:00~22:00 

 

032-831-1236 

황소곱창 곱창 (Giblet) 

총 30석(예약시 12명까지  가능) 

Total 30 seats (up to 12 people 
when booking) 

 

16:00~04:00 

 

032-858-9792 

가야진족 족발 (Pork feet) 
약 60석(홀) 

About 60 seats (hall) 

 

16:00 ~ 01:30 

 

032-832-0694 

질마재양대창 
양대창  

(Intestine/Giblet) 

28(홀) 

28 (hall) 
17:00~24:00 032-833-0270 

엉터리생고기 
무한리필고기  

(Unlimited BBQ) 

약 100석 

About 100 seats 
10:30~23:00 032-834-3374 

방승광 해물손칼  국수 
해물칼국수  

(Seafood noodle) 
24석(룸)/100석(홀) 

24 seats (room) / 100 seats (hall) 

 

11:00~21:00 

 

032-858-1237 



3. 드림시티 (Dream City) 

업소명 (name) 종류 (kinds) 좌석 (seats) 
영업시간 

(opening hours) 
전화번호 

(phone number) 

본가 우삼겹 (BBQ) 100석 (100 seats) 11:00~24:00 032-831-8288 

LA북창동순두부 순두부 (Soft tofu) 60~70석 (60 to 70 seats) 00:00~24:00 032-858-3558 

가은정한정식 한식 (Korean) 

76석(홀)/특실1(40명)/룸1  개(30명)/룸1개(16명)/룸8  개(

각 12명) 

76 seats (hall) / Special room 1 (40 persons) / 1 room 
(30 persons) / 1 room (16 persons) / 8 rooms (12 

persons each 

10:30~22:00 032-858-3033 

누나홀닭 치킨 (Chicken) 약 50~60석 (About 50 to 60 seats) 12:30~02:00 032-834-2380 

한판닭갈비 닭갈비 (Chicken Ribs) 약 30석 (About 30 seats) 11:00~21:30 032-858-5599 

애플삼겹살 삼겹살 (Pork belly) 약 40~50석 (About 40 to 50 seats) 12:30~02:00 032-834-6092 

카페 조선 삼겹살 (Pork belly) 약 40~50석 (About 40 to 50 seats) 032-858-9282 

오븐에 빠진 닭 치킨 (Chicken) 약 50~60석 (About 50 to 60 seats) 15:00~02:00 032-831-6992 

이계종 李복집 복집 (Blowfish) 

44석(홀)/룸1개(12명)/룸1  개(8명,식탁)/룸3개(각8명,  트
임가능) 

44 seats (hall) / 1 room (12 persons) / 1 room (8 people, 

dining table) / 3 rooms (8 persons each) 

10:00~23:00 032-833-8244 

만족 오향족발 족발 (Pork feet) 16:00~24:00 032-851-3535 

시드니양갈비 양갈비 (Lamb) 총 50석(홀) Total 50 seats (hall) 16:00~24:00 032-833-7101 



4. 밀레니엄 (Millennium) 

업소명 (name) 종류 (kinds) 좌석 (seats) 
영업시간 (opening 

hours) 
전화번호 (phone 

number) 

호우 양꼬치 
양꼬치  

(Lamb skewers) 
약 30석 (About 30 seats) 032-858-3999 

가양참숯 양꼬치 
양꼬치  

(Lamb skewers) 
60~70석 (60 to 70 seats) 032-834-5187 

미각 양꼬치 
양꼬치  

(Lamb skewers) 

약 40~50석 (About 40 to 50 
seats) 

14:00~02:00 032-831-5580 

새마을식당 한식 (Korean) 
80석(홀) 

80 seats (hall) 
11:30~02:00 032-833-0778 

구가네탕 한식 (Korean) 
60~70석(홀) 

60 to 70 seats (hall) 
032-833-0902 

킹콩부대찌개 
부대찌개  

(Spicy Stew) 

약 40석(입,좌식) 

About 40 seats 
032-833-8081 

담치 
아귀, 해물  찜  

(Steamed seafood) 
약 70~80석 

About 70 to 80 seats 

 

032-834-1887 

곱창고 곱창 (Giblet) 032-833-2992 

명태명가 한식 (Korean) 
30~35석(홀) 

30 to 35 seats (hall) 
11:00~23:00 032-834-3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