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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양분식

아홉산

철마의 아홉산은 꾸지뽕나무가 들어간 상계탕

을대표메뉴로내세운다 상계탕에서는약초냄새

가은은하다상황버섯,겨우살이등약초가 17종이

나 들어간 덕분이다 속에는 현미, 율무 등 오곡밥

이 예쁘게 자리 잡았다 고향 집에 온 느낌이 나는

평범한듯한반찬도좋다 돌솥밥의밥은감탄할만

하다 밥알이하나하나살아나,씹히는느낌이다르

다 유자향이나는샐러드를비롯해방아무침같은

반찬도괜찮다 직접 만들었다는대형부뚜막을보

니고개가끄덕여진다

돌솥밥 8000원 꾸지뽕 상계탕 1만2000원 전복 상계

탕 1만5000원 오리 3만50004만원 영업시간 1100

2000 수요일 휴무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993

0517224592

회랑족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가면 활어회와 족발을 함

께 선보이는 회랑족발이 있다 생선회 전용 간장

에생고추냉이까지나온다 초밥용 밥위에생고추

냉이까지 얹어 내왔다 셀프 초밥을 만들어 입에

넣었더니그또한별미다술한잔하기에이만한가

게가없다 이 구성의회랑족발메뉴가 2만원도안

한다 이 가게에는화학조미료와족발에캐러멜색

소가없다고써붙였다 단골의낙서가재밌다 이

런 맛을이런가격에내놓다니이것은장사가아니

라복지차원이라고봐야겠다라고

회랑족발(활어회+족발) 1만80002만8000원 모둠회

1만50002만5000원, 왕족발 1만50002만원 영업시

간 14002400 13주 일요일 휴무 부산 사상구 모라1

동 13531 0513246333

해물왕창칼국수

해물왕창칼국수에는 꽃게, 가리비, 새우, 바지

락,홍합, 통오징어까지해물이 9가지나들었다 이

거 하나로 식사와 술안주가해결된다 해물이 우러

난 육수에서는 진한 감칠맛이 요동친다 먼저 보리

밥을 새콤한 열무김치와 된장에 비벼 입맛을 돋우

고 시작한다 자가제면한 생면 칼국수의 넓적한 면

은한참있어도쫄깃하다 진주식육전밀면은진주

냉면과 부산 밀면의 만남이다 한약재로 육수를 낸

밀면에 고소한 소고기 우둔살 육전이 듬뿍 들어가

섭섭해할 틈이 없다 해물왕창칼국수에 넣고 남은

오징어다리등은해물왕창파전에도왕창넣는단다

해물왕창칼국수 8000원(2인분부터), 해물파전 8000

원, 소고기 육전 밀면 5000원, 수제왕만두 4000원 영업

시간 11002130 부산 사상구 사상로 316 도시철도

덕포역 2번 출구 0519392579

재기국밥

맛있는 돼지국밥과 순대가 먹고 싶다면 영도에

위치한 재기국밥에 가보면 되겠다 국밥을 주문하

면어떤부위를넣어줄까물어본다 모두맛보고싶

다면 다넣어주세요라고하면된다 여기돼지국

밥은맑은육수를사용한다 잡내없이고소한국물

맛이일품이다 순대에는피가많이들어다른곳보

다 색이 진하다 매일 아침 돼지 창자에 당면과 찹

쌀을넣어서직접만든단다 다른곳에서맛보기힘

든 애기집도 있다 부위별로 맛이 다르니 하나하

나맛보는재미가있다같이나온부추무침과새우

젓을찍으면어우러져더고소하다

돼지국밥 6000원, 돼지 우동 5000원, 순대 5000원 영

업시간 08002330 24주 일요일 휴무 부산 영도구

절영로49번길 25 (영도 남항시장 내) 0514180526

품식당

품식당은언제나손님으로북적인다 골목안에

위치해자리가좋은편은아니지만,맛이있다고소

문이나서그렇다인기메뉴는 우엉돼지불고기와

김치찌개이다 우엉 돼지 불고기는 간이 잘 밴 돼

지고기에 아삭한 우엉이 들어있다 김치찌개는 늙

은호박을사용해육수를냈다 김치의매운맛이살

아있다그러면서도부드럽고시원한맛이난다먹

고나면속이편안하다곤드레장어덮밥과묵은지

탕수육도메뉴에새롭게추가되었다

우엉돼지불고기 8000원, 돼지 김치찌개 7000원, 곤드

레 장어 덮밥 1만2000원, 수제 떡갈비 정식 8000원, 된장

찌개 7000원, 묵은지 탕수육 7000원, 주먹밥 3000원 영

업시간 11002100 부산 남구 용소로13번길 61 051

6210826

델프레지덴테

이탈리아농무부가인정하는정통나폴리피자집

이 부산에 처음으로 생겼다 나폴리 3대 피자로 꼽

히는 라 필리아 델 프레지덴테가 해운대 센텀에

국내 1호점을연것이다 나폴리에서열린G7때빌

클린턴전미국대통령이극찬한뒤 델프레지덴테

(대통령의 피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초대형 만두

같은 대표 튀김 피자인 피자 프리따는 워낙 독특

해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1248시간 숙성을 시킨

피자 도를 사용해 소화도 잘된다 마르게리타 피자

의경우 800칼로리에불과해살찔염려도없다

피자 1만20002만2000원 피자 프리따 1만7600원,

살라티엘리 프리띠 4500원, 카프레제 1만6500원 독일 펠

트 슐뢰셴 맥주 3종 1만 원 영업시간 11302330(브

레이크 타임 15001730)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

로 66 센텀T타워 106호 0517419266

부산숯불갈비

부산숯불갈비는 한우구이를 파는 집이다 고기

는 물론이고 솥밥 한정식도 유명하다 솥밥은 주

문하면 밥이 나오기까지 10분 정도가 걸린다 그런

데 다른 집과 달리 반찬을 미리 내어 주지 않는다

반찬만먼저먹어밥이맛이없을수도있기에그렇

게 한단다 밥에는 찹쌀이 조금 들어가 있다 그냥

보기에도윤기가흐른다갓지어서떠주니밥알이

마르지않아더맛있어보인다 이렇게맛있는반찬

은 마음 편하게 많이 먹어도 된다 더 달라고 하면

언제나듬뿍더내어주기때문이다잘차려진집밥

이라는표현에딱맞는집이다

점심 특선솥밥 한정식 1만원, 등심 전골(2인) 2만5000

원, 곱창전골(小) 3만원 영업시간 9002200 일요일

휴무 부산 중구 백산길 31 0512476262

범일동원조자연산장어구이

범일동 원조 자연산 장어구이에는 맛있는장어

가 떨어지는 날이 없다 장어 잡는 배를 하는 지인

이가장먼저챙겨주기에그렇다 장어구이를시키

면 부추쑥갓 등 채소가 가득 차려지고, 겉절이와

생강마늘 등 밑반찬이 깔린다 채소 겉절이가 나

왔을때초장같은소스를뿌린다 구워진장어에도

그소스를묻혀다시살짝구워준다그러면장어가

입안에서사르르녹는다 이 비법소스가맛의 비밀

인모양이다 장어구이를먹고나서밥을시키자장

엇국과김치가나온다 들깻가루가듬뿍들어간국

에밥한그릇말아서김치와함께먹으니개운하다

자연산 장어구이 1 3만5000원 영업시간 1200

2200 부산 동구 자성공원로3번길 233 051635

6503

우봉BY사대독자

미포의 한우 특수부위전문점 우봉 BY 사대 독

자에서는언제나맛있는고기를먹을수있다 이호

준대표의매형이부경축산물공판장의경매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부위를한번에다맛보고싶다면스

페셜 모둠을 주문하면 된다 눈으로 보기에도 마블

링이좋은등심과갈빗살이먼저나온다 다음은안

거미와 안창살의 순서다 제비추리가 나오는 날도

있다 그날그날좋은부위로나온다 육즙가득한고

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마지막에 나오는 육회

까지배가불러도자꾸만들어간다 고기를먹은후

갈빗살이듬뿍들어있는된장도잊지말자

안거미안창살 100g 2만4000원, 한우 등심 100g 1만

8000원, 스페셜 모둠 600g 9만9000원, 볶음밥 3000원,

된장찌개 5000원 영업시간 17000100 부산 해운대

구 달맞이길 62번길 7 0517419242

스완양분식

24년째 매축지를 지키고 있는, 매축지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다 예전에는 돈가스를 시키면 어디

서든 수프가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전통이 사

라졌다 여기선 돈가스를 시키면 당연하게도 수프

가 나온다 스완양분식은 수프, 소스, 드레싱까지

모두직접만든다 고기는전용망치로등심을일일

이두들겨펴서만든다 이추억의돈가스를맛보면

다들입이귀에걸리고만다 오므라이스도진짜맛

있다 오므라이스가 처음 탄생했다는 일본 오사카

의오므라이스집에갔을때도여기생각이났다 가

게도매축지답지않게(?) 깔끔하다

돈가스오므라이스김치볶음밥오징어덮밥 5000원,

함박스테이크비후가스 6000원 영업시간 110020

00(브레이크 타임 15001700) 일요일 휴무 부산 동

구 범일동 2521637 0516342846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부산일보 글사진 박종호박나리 기자

nleader@busancom

델 프레지덴테

2015년은유독셰프와맛집이주목받은한해였다얼마

남지않은한해의마무리를좋은사람, 좋은음식과함께

하면어떨까올해부산일보맛면에소개되었던음식점중

에서특히기억에남는 10곳을뽑았다

부산일보추천맛집 10선

부산

부산은맛있다

범일동 원조 자연산 장어구이

품식당

해물왕창칼국수

회랑족발

회+족발 2만원이면한상푸짐

伊정부인정한나폴리피자집

살살녹는모둠한우 입이 호강

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