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라네코(장동로23-33)

얼룩무늬고양이를뜻하는토라네코는수

제치즈케이크 맛집이다. 2012년 봉선동

에서 시작해 양림동을 거쳐 지금은 동명

동의 소문난 디저트 가게가 됐다. 미니치

즈케이크가단연인기메뉴. 크림치즈가듬

뿍 들어가 부드러움과 진한 맛이 일품이다.

냉동실에얼려보관했다가먹기전 15분전꺼

내 먹으면 진득한 치즈케이크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주말이면품절되기도하므로문의후방

문하는게좋다. 11:00~20:30. 일요일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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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햇살좋은어느날 동리단길을걷다

동명동100배즐기기 동리단길투어

그러니까동명동,인기맛집과개성카페

서울에경리단길이있다면광주에는 동리단길이있다. 5년전국립아시아문화전당개관과맞물려동명동일대에이색카페와음식점이들어서면서자연

스럽게붙은이름이다. 주말이면젊은이들로북적이고평일에도인근직장인들이나가족단위방문객들이동명동일대를산책삼아거닐곤한다. 걷는재미

를느끼게해주는아기자기한골목길의숨은맛집과카페를찾아다니며동명동100배즐기기에도전해보자.

/이보람기자bora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아티장홍(동계천로129-3)

빵 덕후라면모르는사람이없다는 빵지순

례 필수코스인아티장홍. 천연미생물을배양

해서만든천연효모종으로천천히시간을두며

발효시키는 건강한빵을만들어낸다. 유럽에

서 주식으로 먹는 샤워도우와 올리브 치아바

타, 프랑스고메버터가들어간버터브레첼이

대표메뉴다.치아바타샌드위치, 스콘,크로와

상,타르트등맛있는빵종류도다양하다.작은

빵집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카페도 함께다.

09:00~20:00. 매주월~수휴무.

#3 off(동계천로131)

디저트카페 3 off(쓰리오프)는구움

과자전문점이다. 딸기치즈타르트, 에그

타르트,플레인스콘,앙버터스콘,버터프

레첼 스콘, 단호박크림치즈 크럼블, 스모어

브라우니,펌킨파이등진열대에오르는라인업

은매일조금씩바뀌며당일SNS를통해공지

한다. 테이크아웃 숍이지만 디저트를 즐길 수

있도록자리를마련해두었다. 5분거리에케이

크 전문 디저트 카페 데이오프나이트(동명로

26번길 5)도함께운영한다. 12:00~21:30. 월

요일휴무.

#플로리다(동계천로136)

맛 좋고 분위기 좋고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는 카페 플로리다. 11년째

한자리를지켜오고있는이곳은동리단

길 카페거리가 생겨난 이후로도 단연 손꼽

히는카페다. 플로리다의대표메뉴는여러가

지 과일을 올려만든 에이드 음료인 플로리다

펀치 .비주얼도맛도단연엄지척이다.추울때

는핫펀치로도가능하다. 이외에도에이드,요

거트, 커피, 쥬스, 빙수등 40여가지의음료를

골라먹을수있다. 11:00~23:00. 연중무휴.

#보름달마카롱(동계천로135-3)

마카롱맛집으로인정받는디저트카페.노란

지붕에가게이름만깔끔하게쓰여있다. 보름

달마카롱은마카롱속필링을강조한일명 뚱

카롱이다. 너무달지도않고꾸덕하고쫀득한

맛이라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인기메뉴는

크림 브륄레. 바닐라크림에 카라멜 소스

로맛을더했다.가장잘팔리는만큼가

장빨리소진되는메뉴이기도하다.냉

동보관하고먹기전실온에 5분정도

해동시켜먹는다. 13:00~재료소진시

까지.매주월화요일휴무.

#토메이스시(동계천로155)

동명동최애초밥집으로입소문난곳.대표메

뉴는 모듬초밥과 물회. 모듬초밥 구성은 초밥

10ps+우동+연어샐러드+튀김. 특초밥은모듬

초밥에사시미(회)가추가된다. 점심시간에는

런치세트를이용할수있다. 다양한회가듬뿍

들어간새콤달콤한물회국수는사계절인기메

뉴다.특별한기념일이라면주방장추천코스인

오마카세추천. 오붓하게식사하고싶다면룸,

셰프요리하는모습보면서즐기고싶다면바테

이블예약. 11:30~22:00.

#청솔화원(백서로233)

은은한꽃향기와함께하는플라워카페. 도심

속자연을느끼며차를마실수있는힐링공간

이다.입구에서부터보이는초록식물을따라안

으로들어가면아기자기한실내정원에커피향

이가득하다. 모든차가다맛있지만주인장이

적극추천하는건따뜻하게마시는생강커

피.곱게갈아만든생강청에진한아메리

카노를더한생강커피는은근중독성이

있다. 점심시간이면찰나의쉼을위해

찾은 직장인들로 가득하다. 10:00~

23:00. 연중무휴.

#문화카페딴판(동계로1번길1)

도심속에자리한한옥카페만으로도충분히

매력있는데친절한주인장이만들어낸빵과차

는심신의안정까지선물한다.대표메뉴는굴뚝

모양으로말아구워낸굴뚝빵과부드러운대왕

카스테라, 백향과청음료다. 굵은설탕이묻은

굴뚝빵은 그냥 먹어도, 생크림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아이스크림을넣은아이스굴뚝빵도별

미다. 대왕카스테라는 어르신들이, 크림 듬뿍

넣은 크림카스테라는 아이들이 좋아한다.

12:00~22:00. 일요일휴무.

#별채(동명로24)

약선음식전문한식집.약선은주인장이직접

담근갖가지산야초발효장아찌를활용한음식

이다. 대표메뉴는전통육개장과발효전복비빔

밥. 육개장은한우사태와양지로육수를낸다.

핵심 비법은 매일 프라이팬에 고춧가루

를 볶아 만드는 고추기름이다. 직접

담근산야초장아찌에발효전복을

넣은전복비빔밥도인기다.고추

장이 아닌 발효전복 간장소스

로맛을냈다.장아찌의식감이

독특하다. 12:00~20:30. 토요

일휴무.

#동명식빵(동계천로157-1)

광주빵집검색하면찾을수있을만큼소문이

자자한곳. 식빵만판매하는게아니라다양한

빵이 진열돼 있다. 24시간 저온숙성으로 부드

럽고쫄깃한동명식빵과생식빵,최고급버터를

사용한 동명마블과 페스츄리스틱, 몽블랑, 바

질치즈스콘,크렌베리스콘,해남고구마로맛을

낸한입고구마빵,속이꽉찬토핑식빵도종류

가다양하다. 모든빵이자극적이지않고담백

하다.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정시에갓나오

는토핑식빵을만날수있다. 11:00~21:00.

서울엔 경리단길

광주는 동리단길

주말이면젊은이들이

평일에도직장인찾아

골목골목아기자기한

숨은맛집 카페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