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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레스토랑 방문/식사 

www.table2015.com
응모하기 클릭

예약금 입금(참석시 환불)

ı 행사안내 ı

ı 참여방법 ı

참여하기

 초대기간 : 2015년 11월 1일(일)~12월 5일(토)

 초대장소 : 서울 및 전국 레스토랑 50곳

 응모기간 : 2015년 10월 5일(월)~11월 8일(일)

 응모대상 : SK텔레콤 T멤버십 고객 누구나

 응모방법 : www.table2015.com에서 신청

 당첨발표 :  2015년 10월 15일(목), 22일(목),  
 29일(목), 11월 5일(목), 12일(목)

 당첨인원 :  총 10,000명 
 (동반 1인 포함 시 20,000명)

SK텔레콤이 찾아낸 가장 사랑 받는 100개의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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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able 2015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객님이 소중한 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100개의 레스토랑을 선정하여,

그 중 50곳으로 T멤버십 고객 

1만쌍을 모시려 합니다.

지금 바로 응모하셔서, 

T멤버십 고객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Table Taste 100이란?

SK텔레콤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상 가장 많이/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레스토랑 100개를 선정/발표한 리스트입니다.

꽃다발과 티켓 수령

Table 2015 운영사무국(02-338-5111 / table2015@coffee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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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은 도시별•상호별 가나다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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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구스또 Gran gusto 

깔끔한 맛의 ‘고등어 파스타’로 유명한 곳. 매일 엄선한 
신선한 생물 고등어와 알싸한 대파 소스의 조화는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는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도 좋은 곳입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340 앨포트빌딩
전화 : 02-556-3960    영업시간 : 11:30~15:00, 17:30~22:50 
(주말 21:50 마감)  #깔끔한맛 #고등어파스타 #조용한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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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키친 살바토레 쿠오모 The Kitchen Salvatore Cuomo 
나폴리 피자협회가 인증한 나폴리 정통 화덕피자를 
재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스타셰프 살바토레 
쿠오모가 주방을 맡고 있습니다. 인기메뉴 ‘D.O.C피자’ 
는 수요미식회 피자편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64길 29 영안빌딩
전화 : 02-3447-0071    영업시간 : 11:30~15:00, 18:00~23:00
/ 24:00(금·토)  #나폴리정통 #화덕피자 #살바토레쿠오모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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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빠숑 La PASSION  

전문 소믈리에가 올해 초 오픈한 프렌치 비스트로. 
오렌지색 인테리어가 상큼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늦은 
시간까지 와인 한 잔 곁들인 단품 요리를 즐기며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곳입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161길 11
전화 : 02-543-3009    영업시간 : 18:00~01:00(매주 일 휴무)
#와인다이닝 #오렌지인테리어 #프렌치비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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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룸 다이닝 OROOM DINING

오룸 갤러리에 위치해 예술작품 감상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갤러리 다이닝 레스토랑. 조선호텔 출신 
우리나라 1대 소믈리에 한상돈 실장이 선별한 와인 
서비스와 모던 프렌치 퀴진의 조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8길 16 청담빌딩
전화 : 02-518-6876    영업시간 : 12:00~14:30, 18:00~22:00
#모던프렌치 #갤러리다이닝 #한상돈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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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랩 OVERLAP   
가정집을 개조한 유럽풍 레스토랑 외관과 아늑한 공간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정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프렌치 
퀴진에 한식을 접목시킨 안지나 오너셰프의 모던하면서도 
섬세한 프렌치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길 12 
전화 : 02-3444-4715    영업시간 : 11:30~22:30(매주 일 휴무)
#유럽풍외관 #모던프렌치 #세로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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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다이닝 yido dining 

그릇을 만드는 정성으로 식재료를 엄선하고 조리한 
요리를 이도 그릇에 담아 냅니다. 수공예 도자 브랜드 
‘이도’가 선보이는 복합 도예 문화공간으로 이탈리아 
요리에 한식을 접목시킨 요리를 선보입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32
전화 : 1599-5263    영업시간 : 10:00~17:00, 17:30~23:00 
#수공예도자그릇 #플레이팅이예쁜 #이탈리안한식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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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클락식스틴 CLOCK16  

16층에 위치해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클락식스틴 
(CLOCK16)은 제철 식재료와 국내산 참숯만을 사용해 
풍미가 가득한 요리를 내는 그릴 요리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주소 :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쉐라톤워커힐호텔 16층
전화 : 02-450-4699    영업시간 : 월-토 12:00~15:00, 18:00~22:00,  
일 11:00~15:00, 18:00~22:00  #한강전망 #국내산참숯그릴 #워커힐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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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두맘 congdu maam  
‘콩두ʼ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낮춘 캐주얼 코리안 레스토랑. 국내 식재료와 천연 
조미료만으로 맛을 내어 자연의 맛을 더합니다. 정갈한 
밑반찬과 보리굴비, 간장게장이 유명합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18 SB타워 B동 2층
전화 : 02-515-0112    영업시간 : 11:30~15:00, 17:30~22:00
#합리적인가격 #건강한집밥 #보리굴비와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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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씨오네 PASSIONNE   
파리,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을 거쳐 20여 년의 경력을 
쌓은 이방원 셰프의 프렌치 레스토랑. 기본에 충실한 
프렌치 퀴진을 기반으로 건강에 방점을 찍은 요리가 
조화롭게 펼쳐집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64길 39    전화 : 02-546-7719                 
영업시간 : 12:00~15:00, 18:00~22:00(매주 일 휴무)  
#매일다른메뉴 #기본에충실한맛 #이방원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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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르츠 GöRTZ 

한강의 경치가 아름답고 운치 있는 레스토랑. 멋진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육즙이 살아있는 촉촉한 ‘등심 
스테이크’에 살짝 구운 ‘통새우 샐러드’를 곁들이면 
진정한 로맨틱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주소 : 서울 마포구 토정로 136-13
전화 : 02-336-1745    영업시간 : 09:30~02:00 
#한강야경 #프로포즈명소 #기념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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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라 싸브어 La Saveur 

서래마을의 터줏대감 격 전통 프렌치 레스토랑. 단골들이 
‘최고’라고 부르는 진경수 오너셰프의 요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매일 아침 고른 신선한 재료로 그날그날 다른 
구성으로 선보이는 코스 요리를 꼭 먹어봐야 합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래로 24 다솜빌딩 5층
전화 : 02-591-6713    영업시간 : 12:00~15:00, 18:00~22:00
#프렌치요리의정수 #아늑한분위기 #진경수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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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더 그린 테이블 The Green Table 

건강한 식재료와 노련한 조리기술, 그리고 정성껏 
차려낸 프렌치 요리를 만날 수 있는 레스토랑. 차분한 
그린 컬러의 외관과 아기자기한 실내 인테리어, 섬세한 
플레이팅이 오감을 자극하는 보석같은 곳입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동광로 91    전화 : 02-591-2672  
영업시간 : 11:30(코스 12:00)~15:00, 18:00~22:00(일 21:00 
마감)   #그린컬러 #텃밭플레이팅 #김은희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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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스 더 프라임 립 LAWRY’S THE PRIME RIB  

75년 전통의 미국 프라임 립 전문 레스토랑이 
2013년 11월 서울에 오픈한 한국지점으로 미국의 
최상급 소고기인 ‘프라임 블랙 앵거스’만을 사용해 
립스테이크를 전문적으로 선보입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 TOWER 3층
전화 : 02-590-2800    영업시간 : 11:30~15:00, 17:30~22:00  
#프라임블랙앵거스 #결점없는맛 #로스팅이비결

14 르 지우 Le Jiu 

직접 만드는 생면 파스타와 일본식 터치가 가미된 
이탈리안 요리로 잘 알려진 비스트로. 파스타는 모두 
직접 만든 생면으로 조리하고 식재료의 맛을 살려 
담백하면서도 독창성 있는 창작 메뉴들을 선보입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6길 40    전화 : 02-3476-7036
영업시간 : 11:00~24:00(일 22:00 마감) 
#직접만드는생면 #일본식이탈리안 #슈렉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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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테까 BISTECCA   
남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김형규 오너셰프의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 탄력 있는 면발의 
스파게티와 참나무 숯불에 구운 촉촉한 ‘한우 안심 
스테이크’, 직접 만든 ‘티라미수’까지 맛봐야 합니다.

주소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9
전화 : 02-792-7746    영업시간 : 12:00~15:00, 18:00~22:30 
#남산전망 #참나무숯불스테이크 #티라미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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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엔 torreN   

경리단길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부드러운 육질의 
두툼한 스테이크로 유명한 곳. 적당한 숙성기간을 거쳐 
고기에 잡내가 없으며 육즙이 빠지지 않아 촉촉하고 
육질이 쫄깃한 명품 스테이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69
전화 : 02-797-7746    영업시간 : 12:00~15:00, 18:00~22:00
#두툼한스테이크 #남산전망 #경리단길맛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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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로얄 Park Royal  

세련된 인테리어와 여심을 사로잡는 그릇, 그리고 
오세준 오너셰프의 진정성 있는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영국식 다이닝 레스토랑. 독특한 메뉴들이 많으며, 40여 
종의 싱글 몰트위스키 컬렉션도 특징입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동광로 49길 64
전화 : 02-537-7333    영업시간 : 11:00~15:00, 17:00~22:00  
#세련된인테리어 #여자들이좋아할 #영국식다이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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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트로 통 Gastro Tong  
스위스 셰프가 선보이는 부드러운 육질의 스테이크 
맛집. 미식(Gastro)으로 통(通)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에 맞게 한국인의 입맛에도 외국인의 입맛에도 딱! 
주말에는 유럽식 가정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6길 11-36
전화 : 02-730-4162    영업시간 : 12:00~22:00 
#스위스인셰프 #스테이크맛집 #유럽식가정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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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담(인사동) SIWHADAM  

시, 그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고급 모던 한정식 
전문점. 한 차원 높은 감각의 여행과 미식을 제안하는 
세계 호텔 및 레스토랑 연합체인 ‘릴레 샤또’ 멤버로 
감각 있는 공간과 기품 있는 요리를 선보입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3
전화 : 02-738-8855    영업시간 : 12:00~15:00, 18:00~22:00 
#모던한정식 #이야기가담긴음식 #릴레샤또멤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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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라 베일리 adela bailey  

부암동과 북악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과 함께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특히 잔디가 있는 2층 테라스에서의 전망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48
전화 : 02-3217-0707    영업시간 : 11:30~22:00 
#북악산이한눈에 #잔디테라스 #데이트하기정말좋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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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델루뽀 CA’DEL LUPO 

효자동 한옥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전통 이탈리안 요리. 
테이블 7개의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요리, 서비스, 
분위기가 모두 만족스러운 행복을 맛보는 공간입니다. 
셰프의 마음이 맛으로 전달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6길 5-5
전화 : 02-734-5233    영업시간 : 12:00~14:50, 18:00~21:50 
(매주 일 휴무)  #효자동맛집 #한옥레스토랑 #아늑한분위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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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친 원테이블 chin chin one table 

서촌의 이재훈 셰프 사단이 선보이는 4번째 레스토랑. 
커다란 원 테이블이 특징으로 와인을 곁들인 허물없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이탈리안 
요리와 합리적인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옥인3길 16
전화 : 02-737-0682    영업시간 : 12:00~24:00
#이재훈셰프 #원테이블 #착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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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두 congdu   
콩과 장을 기본으로 한 한식 메뉴를 선보이되 우리 
전통의 맛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컨템퍼러리 
코리안 레스토랑. 공간 또한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소재와 장식이 어우러져 감각적입니다.   

주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16-1
전화 : 02-722-7002    영업시간 : 11:30~15:00, 17:30~22:00
#퓨전한식 #전통과현대의조화 #정동길전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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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버라운지 BOVER LOUNGE  

전면 통 유리로 마감된 모던한 인테리어로 최근 여성들의 
셀카 장소로 각광받기 시작한 명소. 특히, ‘몽고 코카운트 
푸딩’과 ‘레몬 크림 쿠키팟’이 유명합니다.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전화 : 02-6020-5755    영업시간 : 08:00~11:00, 11:30~14:30, 
18:00~21:30(매주 토·일 휴무)
#화려한인테리어 #럭셔리브런치 #몽고코카운트푸딩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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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 Andrea  

아담하고 조용한 예약제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 아래 
잔잔히 흐르는 재즈 멜로디를 들으며 샐러드에서부터 
소문난 육질의 스테이크까지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콤한 수제 치즈케이크도 잊지 마세요.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1139, 1-1140
전화 : 031-904-3389    영업시간 : 12:00~22:30(매주 월 휴무)
#예약제레스토랑 #스테이크가맛있는 #수제치즈케이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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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지POT지 KONG-G POT-G 

전통적인 북촌 한옥마을 속에 현대적 감각이 살아있는 
곳. 한옥마을과 북악산 스카이뷰를 감상하며 이탈리안 
베이스에 프렌치가 가미된 특별하고 놀라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북촌로 21-15
전화 : 02-745-2203    영업시간 : 11:30~22:00
#북촌한옥마을 #북악산스카이뷰 #갤러리다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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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쿠치 Bene cuci

홈메이드 이탈리안 비스트로로 화덕에서 구워내는 
피자를 비롯해 직접 만든 특제 소스의 파스타, 리조토 
등을 선보입니다. 시간대 별로 브런치, 런치, 디너 세트 
메뉴를 구성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46번길 19
전화 : 070-4241-9888    영업시간 : 09:30~15:00, 17:30~22:00  
#가족모임추천 #홈메이드 #해산물파스타

세렌 SEREN  

고급 파스타 전문집으로 ‘고르곤 졸라와 스테이크 
크림파스타’는 파스타와 치즈,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인기메뉴이며 이베리코 목살, 
꽈리고추로 풍미를 낸 ‘생면 오르기에떼’도 강추 메뉴입니다.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88번길 11
전화 : 031-709-0775    영업시간 : 11:00~15:00, 
17:30~23:00  #판교맛집 #데이트추천 #파스타맛집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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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스타 La Vista  

송도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 2층은 
레스토랑, 3층은 카페입니다. ‘한우 1등급 스테이크’가 
추천 메뉴이며, 오디와인소스를 곁들인 ‘크렘브륄레’는 
직접 기른 오디를 사용한 인기 메뉴입니다. 

주소 : 인천 연수구 청량로 70번길 40-12
전화 : 032-833-3223   영업시간 : 12:00~23:00  
#송도야경 #단독이벤트룸 #프로포즈명소

향수 Nostalgia

유명인사들의 방문이 잦은 곳으로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 3 본선 14인’까지 진출한 경력의 젊은 셰프가 기본기 
탄탄한 요리를 선보입니다. 하늘이 보이는 천장과 멋진 
조명 등의 감각적인 실내 인테리어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주소 : 인천 연수구 청량로 70번길 43
전화 : 032-833-0318    영업시간 : 12:00~24:00
#테라스가예쁜 #윤민후셰프 #마스터셰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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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다이닝 Wine & Dining  

부산 서면의 롯데호텔의 레스토랑으로 약 6천 종의 와인 
리스트를 자랑합니다. 알맞은 숙성과 조리기술로 완성한 
‘한우 스테이크’가 추천 메뉴로 전문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까지 곁들이면, 격조 있는 식사가 완성됩니다.    

주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전화 : 051-810-6320    영업시간 : 12:00~22:00
#서면맛집 #롯데호텔 #한우스테이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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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씨엘 MERCIEL  

달맞이고개에 위치하여 해운대의 멋진 풍경이 있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 1층은 파리에서 유행하는 요리를 코스로 
즐길 수 있는 파인다이닝 공간이며 2층은 캐주얼하게 
프렌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브라스리입니다. 

주소 :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154
전화 : 051-747-9845    영업시간 : 12:00~22:00(1층, 매주 월 
휴무)  #달맞이고개 #해운대맛집 #파리지엥퀴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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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제
궁중요리 전문점으로 고풍스러우면서도 모던한 실내 
인테리어, 단아한 업장 분위기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맛의 
요리들로 차분하고 품격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6-16 4층
전화 : 051-731-1100    영업시간 : 12:00~15:00, 18:00~22:00
#상견례추천 #궁중요리전문 #재료본연의맛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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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하얏트 부산 다이닝룸 PARK HYATT Dining Room  

한국 전통 가옥의 요소들을 재해석해서 디자인한 파크 
하얏트 호텔 부산의 시그니처 레스토랑. 매주 주말에는 
숯불 그릴에 구운 각종 육류 및 해산물 요리부터 한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브런치와 런치 뷔페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51 32층  전화 : 051-990-1300  
영업시간 : 06:30~10:30, 11:30~14:30, 18:00~23:00, 주말 
브런치12:00~15:00  #마린시티맛집 #숯불그릴요리 #선데이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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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하얏트 부산 리빙룸 PARK HYATT Living Room  

모던 프렌치 퀴진을 중심으로 주중 런치 세트에는 디저트 
뷔페가 함께 제공되며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다양한 디너 
세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밤이면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51 31층 
전화 : 051-990-1300    영업시간 : 11:30~14:30, 18:00~23:00 
(공휴일은 런치 제외)  #모던프렌치 #라이브공연 #광안대교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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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뫼 
30년 경력의 궁중요리 전문가 박미숙 관장이 운영하는 
정통 궁중음식 전문점. 요리는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하고 화학조미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아 건강한 
맛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주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110-34 용산서원대문
전화 : 054-748-2507    영업시간 : 12:00~15:00, 17:00~21:00 
(매달 첫째·셋째 월 휴무)  #박미숙관장 #정통궁중음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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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체스터필드웨이 11 chesterfield way 

천년고도 경주에서 파인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영국 르꼬르동블루 출신 김정환 셰프가 주방을 
맡고 있습니다. 연간 선보이는 메뉴가 100가지가 넘는데다 
합리적인 코스 요리 가격에 두 번 놀라는 곳입니다.  

주소 : 경북 경주시 동대로 18번길 4    전화 : 010-3628-7045 
영업시간 : 월-토 12:00~14:00, 18:00~19:30, 일 10:00~19:30  
#르꼬르동블루출신 #김정환셰프 #파인다이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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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끄 RONNIQUE 

‘스파게티 케이크’가 유명한데 칼로 자르면 안쪽에 
닭가슴살이 숨어있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베이컨과 
먹으면 한결 맛이 부드러우며 버섯으로 만든 특제 
피클을 곁들이면 더욱 균형감 있는 맛이 완성됩니다.  

주소 : 광주 동구 동계천로 137-13
전화 : 062-454-4501    영업시간 : 11:00~14:30, 17:30~24:00 
#프렌치레스토랑 #스파게티케이크 #수제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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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키친노이 THE KITCHEN NOI  

장원영 오너셰프의 이탈리안 슬로우 푸드를 만날 수 
있는 대구의 핫플레이스. 요리로 소통하는 공간을 
모토로 삼아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인공조미료 없는 
착한 맛을 추구합니다.  

주소 : 대구 수성구 청호로 69길 51
전화 : 053-741-7272    영업시간 : 12:00~15:00, 18:00~22:00 
(매주 일 휴무)  #오너셰프 #대구핫플레이스 #식재료본연의맛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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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하우스   
3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대표 맛집. 천연조미료 
만을 사용한 정성 가득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돌잔치나 상견례 같은 가족모임을 갖기에도 적합하며 
특히, 친철하고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주소 : 광주 동구 무등로 321번길 2 금수장관광호텔 2층
전화 : 062-525-2115    영업시간 : 12:00~22:30
#34년전통 #천연조미료 #상견례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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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라쿠치나 LA BELLA CUCINA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대구에서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쁜 주방이란 의미의 상호명답게 
아름다운 테라스 좌석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로맨틱한 
식사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 : 대구 수성구 무학로 151
전화 : 053-765-4774    영업시간 : 11:30~24:00
#트렌디 #김수식셰프 #하우스웨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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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루떼 Salute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앤티크 소품 
하나하나에서 세심한 정성이 느껴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촉촉한 육즙이 살아있는 ‘한우 1+급 
스테이크’는 꼭 먹어봐야 할 인기메뉴입니다. 

주소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240    전화 : 042-862-0052    
영업시간 : 11:30~15:00, 17:30~22:00(매주 일 휴무)  
#세련된인테리어 #한우스테이크 #앤티크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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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르 AMAR  

테크노밸리 근처에 위치한 모던하고 정갈한 레스토랑.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로 상견례나 가족 
모임 같은 소모임 장소로 인기입니다. 와인 한 잔을 곁들인 
‘한우 안심 스테이크’를 실속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69
전화 : 042-936-1505  영업시간 : 07:00~09:00, 11:00~23:00
#테크노밸리맛집 #상견례추천 #한우스테이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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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한정식
다양한 메뉴가 한 상 가득한 여수 대표 맛집. 코스별로 
제공되는 각종 해산물과 생선요리, 그리고 다양한 반찬! 
TV에도 소개된 유명 맛집으로 전국에서 많은 단골 
고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주소 : 전남 여수시 여문1로 89
전화 : 061-652-0061    영업시간 : 11:30~22:00
#여수맛집 #VJ특공대 #다양한코스요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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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산방 
울산의 전통 한정식 전문점으로 고요하고 단아한 
한옥에서 전통 손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요리는 
깔끔하고 정갈하며 도자기 작품들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주소 :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송락골길 133
전화 : 052-254-7076    영업시간 : 12:00~21:00
#전통한옥 #전통손맛 #가족모임추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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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 Colli

붕어가 노는 모습이 한 편의 수채화 같은 연못, 섬세함이 
엿보이는 조명 장식과 재즈 음악 선율 등 전주에서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매일 새로운 코스 요리를 선보입니다.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70
전화 : 063-221-2226    영업시간 : 11:00~22:00
#매일새로운코스요리 #파스타코스 #전주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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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토 ALBETO 

창원 가로수길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곳. 앤티크한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4가지 치즈가 토핑되어 만족도가 
높은 ‘콰트로 포르마지 피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39번길 36
전화 : 055-264-2729    영업시간 : 11:00~22:00
#창원가로수길 #앤티크인테리어 #콰트로포르마지피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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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레스토랑 Mint restaurant   

섭지코지 근처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창 너머로 성산일출봉의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등대가 된 듯한 환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전화 : 064-731-7773    영업시간 : 10:00~12:00, 12:00~15:00, 
18:00~21:00 / 22:00(금·토·일)  #글라스하우스 #성산일출봉전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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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 SANTORINI  

전망 좋은 구봉산에 위치한 춘천 명소 중 하나로 레스토랑 
앞에 있는 소원의 종탑은 연인이나 가족들의 기념 
포토존으로 더 유명합니다. 춘천 전망을 감상하며 중부 
이탈리아의 아주 특별한 가정식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강원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54-97 구봉산휴게소
전화 : 033-242-3010   영업시간 : 12:00~23:00
#춘천명소 #소원의종탑 #한만재셰프

49

Ita
lia

n

델모니코스 Del Monicos 

구봉산 카페거리에 위치한 이탈리안 슬로우 푸드 
전문점입니다. 관자, 새우, 오징어, 소라 등으로 요리한 
‘해물 모듬 에피타이저’와 ‘인살라타(건강 샐러드)’의 
풍성함과 건강한 맛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주소 : 강원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54-106
전화 : 033-252-0999    영업시간 : 12:00~22:00
#구봉산카페거리 #슬로우푸드 #모던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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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쏘 비앙코 Rosso Bianco 

이탈리아 현지의 맛 그대로, 전통 나폴리 
피자가 있는 레스토랑.

주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전화 : 02-732-6218
영업시간 :  11:30~15:00, 17:30~24:00 

 (매주 토·일 휴무)
#오픈키친 #와인콜키지무료 #나폴리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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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니끄 RYUNIQUE 

하이브리드 퓨전요리를 맛 볼 수 있는 류태환 
셰프의 레스토랑.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40
전화 : 02-546-9279
영업시간 : 12:00~15:00, 18:00~22:00
#가로수길 #하이브리드퓨전요리 #유니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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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화덕피자 
북촌 한옥집에서 이탈리아 정통 화덕피자를 
맛볼 수 있는 곳.

주소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길 3
전화 : 02-765-4298
영업시간 : 12:00~22:00
#정통화덕피자 #한옥 #북촌맛집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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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키친 살바토레 앤 바 The Kitchen Salvatore & Bar  
화덕에 구운 정통 나폴리 피자와 다양한 주류 
리스트를 갖춘 이탈리안 다이닝.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2길 7 로얄팰리스스위트
전화 : 02-730-5545
영업시간 : 11:00~01:00
#정통나폴리요리 #런치뷔페 #피자맛집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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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까르멜릿 DE KARMELIET 

올림픽 공원에 위치한 유러피안 홈메이드 
스타일 레스토랑. 

주소 :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3-1 
전화 : 02-484-8260
영업시간 : 11:00~15:00, 17:00~22:30
#올림픽공원맛집 #화덕피자 #벨기에맥주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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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룬 비올렛 La Lune Violette 

프랑스 요리와 와인을 실속 있게 즐기는 
프렌치 비스트로.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13
전화 : 02-333-9463
영업시간 :  월-금 17:30~02:00,  

 토-일 12:00~15:00, 17:30~02:00
#테이스티로드맛집 #와인하프바틀 #메추리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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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미러 MIRROR 

우리 식재료로 독창적인 한식 메뉴을 선보이는 
심주석 오너셰프의 레스토랑.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112길 48
전화 : 02-6338-8414 
영업시간 : 18:00~24:00(매주 일·월 휴무)
#심주석셰프 #모던한식 #삼성동맛집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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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로드 피제리아 NINE ROAD PIZZERIA 

자유와 젊음으로 가득한 신선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아메리칸 캐주얼 다이닝.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11
전화 : 02-535-8128
영업시간 : 11:00~23:00 
#미즈컨테이너 #오후3시이벤트 #강남핫플레이스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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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 이탈리아노 NOVA ITALIANO 

평일 30% 할인 혜택으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경희대 이탈리안 맛집.

주소 :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21길 44
전화 : 02-966-1652 
영업시간 : 10:00~23:00 
#파스타맛집 #오후시간대30%할인 #가격이착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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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dalgona 

크림파스타가 맛있는 상수동의 이탈리아 
가정식 레스토랑.

주소 :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9
전화 : 02-324-2123
영업시간 : 11:30~21:30(매주 월·화 휴무)
#상수동맛집 #줄서서먹는파스타 #크림파스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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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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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79 BANN JOO 79 

익숙한 한식의 재발견을 모토로 한 퓨전 한식 
비스트로.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127길 10 GOOD빌딩 1층
전화 : 02-548-0944
영업시간 : 15:00~24:00(매주 일 휴무)
#한식비스트로 #와인다이닝 #퓨전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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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가 vin·ga 

권위 있는 ‘레스토랑 와인 리스트 어워즈’ 4회 
수상이 빛나는 와인 다이닝.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68길 6
전화 : 02-516-1761
영업시간 : 18:00~02:00(매주 일 휴무)
#와인바 #레스토랑와인리스트어워즈 #라이브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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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피아또 bel piatto 

도심 속 야외 테라스에서 만나는 수준 높은 
이탈리안 파스타의 맛.

주소 :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더 클래식500
전화 : 02-446-0006
영업시간 : 11:30~15:00, 17:30~22:30
#분위기좋은 #외부테라스 #파스타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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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로 누 BISTRO NOO 

파스타와 와인이 맛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이탈리안 퓨전 레스토랑.

주소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6길 26-6 반포927
전화 : 02-537-5123 
영업시간 : 월-토 11:00~23:00, 일 11:00~22:00 
#정호균셰프 #와인마시기좋은 #퓨전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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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로 친친 bistro chin chin  

고즈넉한 서촌 골목길에 위치한 건강하고 
맛있는 이탈리안 비스트로. 

주소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3길 54
전화 : 02-720-6143
영업시간 : 11:30~15:00, 17:00~23:00
#김상호셰프 #서촌데이트 #경복궁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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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끌로 LE CLOS  
내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프랑스 
홈스타일 요리. 

주소 :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9바길 5-4
전화 : 02-332-1979
영업시간 :  월-금 12:00~15:00, 17:30~22:00, 토 12:00~15:00,  

 17:30~21:30, 일 12:00~15:00, 17:30~21:00
#홍대맛집 #프랑스가정식 #직접재배한허브

11

Fr
en

ch

르 빠니에 블루 LE PANIER BLEU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출신 권기문 오너셰프가 
선보이는 프랑스 요리.

주소 : 서울 광진구 능동로 149-1 합격고시원
전화 : 02-468-1358
영업시간 : 12:00~15:00, 18:00~21:30
#파란바구니 #건대맛집 #권기문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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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쏭 my ssong 

매주 수요일의 브런치 뷔페로 유명한  
아메리칸 다이닝.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6-4
전화 : 02-518-0105
영업시간 :  10:00~21:00,  

 매주 수 브런치 뷔페 10:00~15:00
#도산공원 #아메리칸다이닝 #브런치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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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MADE 

수제 미트볼과 수제 맥주의 마리아주를 즐길 수 
있는 브런치 레스토랑.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17
전화 : 02-512-1050
영업시간 : 평일 11:00~22:00, 주말 11:00~23:00
#수제미트볼 #수제맥주 #리조토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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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더 페스타 비스트로 앤 바) The Festa Bistro & Bar 

도심 속 휴양지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유러피안 다이닝.

주소 : 서울 중구 장충단로 60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전화 : 02-2250-8170
영업시간 : 11:00~23:00
#반얀트리클럽 #도심속휴양지 #남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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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시 ASSISI  
건강한 슬로우 푸드를 선보이는 연남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주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 46길 42-4
전화 : 070-4114-0736
영업시간 :  11:50~15:00, 17:00~23:00
#슬로우푸드 #연남동핫플레이스 #토스카나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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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유 I.O.U 

아름다운 한강 뷰와 야경, 앤티크한 분위기를 
갖춘 카페 레스토랑. 

주소 :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길 16
전화 : 02-3275-1151
영업시간 : 11:30~23:00(매주 일 휴무)
#한강뷰 #가정집개조 #픽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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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 스위스 샬레 Alt Swiss Chalet 

진한 풍미의 정통 스위스 퐁듀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길 38
전화 : 02-797-9664
영업시간 : 12:00~23:00
#스위스정통요리 #퐁듀 #앤티크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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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율 O’yull 

식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웰빙 코스 요리로 
유명한 로가닉 레스토랑.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4 쥬비스타워 15층 
전화 : 02-567-0511
영업시간 : 11:30~22:00
#식전야채 #로가닉레스토랑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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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 OLIVIA  
청정 식재료로 맛을 낸, 담백하고 건강한 
이탈리안 피자가 유명한 곳.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8길 15
전화 : 02-544-4117
영업시간 : 11:30~22:00
#파스타맛집 #이탈리안비스트로 #아늑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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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앙에트르 bien-être   
송원아트센터 내에 위치한 갤러리 스타일의 
모던 프렌치 다이닝. 

주소 :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75 송원아트센터
전화 : 02-720-3959
영업시간 : 12:00~15:00, 18:00~22:00
#모던프렌치퀴진 #오세훈셰프 #갤러리다이닝

21

Fr
en

ch

산채향 
간결한 더덕구이 정식과 더덕밥이 있는 건강한 
한식 전문점.

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209
전화 : 02-733-1199
영업시간 : 11:30~21:30(매주 일 휴무)
#광화문한식 #더덕 #찾아라맛있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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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떼뉴 Châtaigne  
삼청동 전통 한옥에서 즐기는 제철  
프렌치 코스 요리. 

주소 : 서울 종로구 삼청로 5길 19
전화 : 02-736-5385
영업시간 : 12:00~22:00
#삼청동프렌치 #한옥집 #데이트코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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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파 더 셰프 SCOPA The Chef

우리 식재료로 완성된 이탈리안 요리와 와인 
또는 크래프트 비어의 조화.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9길 13 
전화 : 070-8828-7717
영업시간 : 12:00~15:00, 17:30~24:00
#소르티노셰프 #직수입와인 #샤퀴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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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경 
고기, 채소, 양념장의 조화로운 맛, ‘로스편채ʼ로 
유명한 홍대 한식 전문점.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81 WAWA109사옥
전화 : 02-338-8068
영업시간 : 10:00~24:00
#퓨전한식 #로스편채 #홍대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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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일 미오 삐아또 1988 il mio piatto  
1988년생 오너가 현지 가정식을 그대로 
재현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0길 6 라파빌딩 1층
전화 : 070-8871-1988
영업시간 : 12:00~15:30, 18:00~23:00
#어반자카파 #이탈리아가정식 #직접만든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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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컴플렉스 ZERO COMPLEX  

진정성 있는 컨템퍼러리 프렌치 요리가 있는, 
서래마을의 보석 같은 곳.

주소 : 서울 서초구 동광로 113
전화 : 02-532-0876
영업시간 :  화-토 12:00~15:00, 18:00~23:00 

 (매주 월·일 휴무)
#서래마을 #이충후셰프 #메탈릭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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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스 
파스타와 바비큐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중앙대 맛집.

주소 : 서울 동작구 흑석로 111-8
전화 : 02-812-6876
영업시간 : 11:00~02:00
#화덕피자 #중앙대맛집 #야외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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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양식당 
제대로 만든 경양식을 맛볼 수 있는 서울 숲 
주변 추천 레스토랑.

주소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96 2층
전화 : 070-7630-3302
영업시간 : 11:30~15:00, 17:00~22:00(매주 일 휴무)
#경양식 #오픈키친 #서울숲

33

Ot
he

rs

이딸라시안 italasian 

이탈리안과 아시안 푸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광화문의 레스토랑.

주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전화 : 02-733-2272
영업시간 : 11:30~23:00
#광화문맛집 #데이트코스 #아시안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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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울 리
몸에 이로운 슬로우 푸드, 로가닉 한정식과 
막걸리 셔벗이 맛있는 곳.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4 쥬비스타워 지하1층
전화 : 02-2051-0441
영업시간 : 11:30~21:30
#로가닉한정식 #막걸리셔벗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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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사절기 
절기에 따른 제철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모던 
한식 레스토랑.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7길 13
전화 : 02-518-4818
영업시간 : 11:30~14:30, 18:00~21:00(매주 일 휴무)
#정갈한한식 #제철식재료 #절기에따른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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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페이스(다이닝 인 스페이스) 
in SPACE (DINING in SPACE) 

구 공간사옥과 창덕궁을 감상하며 즐기는 감도 
높은 모던 프렌치.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83
전화 : 02-747-8105
영업시간 : 18:00~23:00(매주 일 휴무)
#창덕궁 #프렌치레스토랑 #통유리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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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WOLFGANG’S STEAKHOUSE 

서울에서 즐기는 뉴욕 3대 스테이크의 명성.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152길 21
전화 : 02-556-8700
영업시간 : 11:30~23:00
#대한민국1호 #뉴욕명품스테이크 #드라이에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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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명월관(明月館) MYONGWOLGWAN  
최상의 한우와 전통 참숯만으로 요리하는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주소 :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쉐라톤워커힐호텔
전화 : 02-450-4595 
영업시간 : 12:00~22:00
#숯불갈비전문점 #특허받은소스 #자갓가이드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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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미유 La Famille 

바다 전경과 함께 즐기는 정통 이탈리안  
코스 요리.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송정 광어골로 67
전화 : 051-704-6768
영업시간 : 11:30~15:30, 17:30~22:00
#오션뷰 #송정맛집 #가족모임하기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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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마레 SAINTMARE 

광안대교의 야경을 감상하며 즐기는  
뉴 노르딕 퀴진.

주소 :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29 민락동 바다마루
전화 : 051-744-8448
영업시간 : 11:30~15:00, 17:30~22:00
#복합미니컨벤션홀 #광안리맛집 #광안대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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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장작 Olive Jangjak 

원목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홈메이드 스타일의 
화덕피자 전문점.

주소 :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137
전화 : 051-552-3773
영업시간 : 11:00~23:00
#화덕피자 #맥주무한리필 #별모양스텔라단호박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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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라 VITRA 

스카이라운지에서 멋진 야경과 함께 즐기는 
수비드 스테이크.

주소 :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81번길 87
전화 : 042-621-3322
영업시간 : 11:00~23:00
#스테이크맛집 #스카이라운지 #야경예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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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정 
식객 촬영지로 유명한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즐기는 한정식.  

주소 :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전화 : 033-590-7631
영업시간 : 12:00~22:00
#한옥의운치 #강원맛집 #드라마식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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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도우트 ta:bldóut 

오믈렛 샌드위치가 유명한 빈티지 스타일의 
브런치 전문점.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28길 35 대동빌딩
전화 : 02-529-7003
영업시간 : 11:30~24:00 
#빈티지 #샌드위치맛집 #도곡동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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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Toc Toc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철 요리 
전문 캐주얼 레스토랑.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길 33
전화 : 02-542-3030
영업시간 : 12:00~15:00, 17:30~24:00(매주 월 휴무)
#김대천셰프 #캐주얼다이닝 #신사동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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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치니가 꿈꾸는 작은 정원  
통나무로 완성한 인테리어와 테라스가 멋진 
프렌치 레스토랑. 

주소 :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5길 25-8
전화 : 02-322-3864
영업시간 : 12:00~24:00
#수제초콜릿 #테라스 #합리적인와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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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포차 드 꼼뜨와 France-pocha de COMPTOIR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기는 정통 
프렌치 요리와 와인.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82
전화 : 02-6204-7697
영업시간 : 11:30~23:30
#프랑스식수육 #홍대프렌치 #와인다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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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의 정원 Eunice’s Garden 

직접 재배한 허브로 조리한 바비큐와  
파스타가 맛있는 레스토랑.

주소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 허브향원
전화 : 031-437-2045
영업시간 : 11:30~22:00(매주 월 휴무)
#직접재배한허브 #이풀실내정원 #바비큐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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