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OD 대한민국에서 트렌드의 변화가 가장 빠른 압구정!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압구정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압구정의 음식점을 통해 당신의 입맛은 과연 얼마나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 해 보자. 

Apgujeong is the trendiest place in Korea. It has always been evolving to meet the ever expanding desires of 
Korea’s trendiest consumers. Check out what feeds their hunger at Apgujeong’s high-end restaurants.

A-1. 빠드두
대한민국 최초 수제초콜릿 카페

Korea's first hand-made chocolate café. 
▶영업시간 : 1:00 p.m.~10:30 p.m. (월요일 휴무)  

▶가격 : 3,000~15,000원  ▶전화 : 02-545-3971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44-20

A-3. 탐앤탐스 더 칼립소
커피 마니아의 다양한 기호가 충족되는 프리미엄 커피매장

A premium coffee shop specializing in single-origin coffee, 
which will satisfy any coffee drinker’s need. 
▶영업시간 : 24시간 영업  ▶가격 : 5,000~8,500원 

▶전화 : 02-517-9890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37-14

A-2. 듀셀 브리앙
꽃내음 가득한 플라워 카페

A comfortable flower-themed café. Also doubles as a flower shop and 
offers courses on flower decoration.
▶영업시간 : 8:00 a.m.~2:00 a.m.  ▶가격 : 8,000~10,000원

▶전화 : 02-1688-5486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66-6

A-4. 카페 74
여유로움과 고급스러움의 환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카페

Stylish café and restaurant for steak, pasta, brunch, wine and coffee 
with relaxing and luxurious atmosphere. 
▶영업시간 : 11:00 a.m.~2:00 a.m.  ▶가격 : 10,000~20,000원 

▶전화 : 02-542-7412  ▶주소 :강남구 청담동 83-20

B-1. 도니죠 화로구이 (육류, 고기요리)
편안하게 즐기는 정통 일본식 화로구이

Famous for its luxurious atmosphere, Donniejoe Hwarogui is a traditional Japanese 
style grilled meat restaurant. All meats served here are of the highest quality.
▶영업시간 : 12:00 p.m.~1:00 a.m.  ▶가격 : 20,000~40,000원

▶전화 : 02-3444-9592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61-16

B-3. 에비슈라 (씨푸드 레스토랑)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재료만을 사용해서 신선한 씨푸드 레스토랑

A luxurious seafood buffet restaurant. All ingredients are domestic and fresh. 
▶ 영업시간 : 11:30 a.m.~3:30 p.m. / 5:30 p.m.~10:00 p.m.  

(주말 준비시간 7:30 p.m.~8:00 p.m.)  ▶가격 : 20,000~40,000원  

▶전화 : 02-3443-4455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11 지하 1층

B-2. 숭례문압구정점 (한식)
깔끔하고 건강한 한정식 전문점

Sungnyemun is a Korean restaurant specializing in meats. Main dishes include 
bulgogi (Korean marinated beef) and galbi (Korean marinated charcoal grilled meat). 
Other side dishes are served as a course.
▶영업시간 : 11:30 a.m.~10:00 p.m.  ▶가격 : 40,000원부터  

▶전화 : 02-515-5544  ▶주소 : 강남구 신사동 570-6

B-4. 젠하이더웨이 (아시아)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음식의 퓨전 레스토랑

Italian and Asian fusion restaurant. Trees, bungalows, and a pond inside 
the restaurant make the atmosphere fun. 
▶ 영업시간 : 11:30 a.m.~2:00 a.m.  

(런치 11:30 a.m.~2:30 p.m. / 디너 5:30 p.m.~2:00 a.m. / 일요일 마감 12:00 a.m. )  

▶가격 : 20,000~40,000원  ▶전화 : 02-541-1461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45-18

SHOPPING
트렌드의 거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쇼핑은 필수코스가 아닐까?

많은 로컬 디자이너의 작업실이 몰려있어, 압구정엔 지금 이 시각에도 새로운 패션이 탄생하고 있다. 

쇼윈도를 구경하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의 재미인 압구정으로 지금 당장 출발하자! 

Korea’s latest trends can be found here. Department stores, trendy fashion boutiques, 
and unique shops are abundant in this neighborhood. If some of the prices are a little shocking, 
remember, window shopping is cheaper and almost as fun! 

C-1. 디스 클로우즈
폭넓은 브랜드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취급하며, 패션 뿐 아니라 문화를 편집하는 복합 문화 공간

Men’s clothing shop. Fashion items from a wide range of 
fashion brands and designers are displayed.
▶영업시간 : 10:00 a.m.~10:00 p.m.  

▶전화 : 02-3443-0810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53-19

C-3. 샌프란시스코 마켓
이탈리안 클래식과 아메리칸 클래식을 넘나드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는 매장

Men’s clothing shop carrying Italian and American classic styles.  
▶영업시간 : 11:00 a.m.~9:00 p.m.  

▶전화 : 02-542-3156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47-18

C-2. 블러쉬
다양한 브랜드의 디자이너 컬렉션을 취급하는 유니크한 편집샵

Designers’ collection from a wide range of fashion brands. 
▶영업시간 : 12:00 p.m. ~ 9:00 p.m. (일요일 2:00 p.m. ~ 9:00 p.m.) 

▶전화 : 02-542-8328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48-25

C-4. 프로젝트 루
네임밸류를 따지지 않고 높은 퀄리티의 브랜드를 취급함으로써 

‘럭셔리’를 단어 그 자체로 재해석하고 있는 곳

Clothing shop carrying high-quality fashion items. 
▶영업시간 : 11:00 a.m.~8:30 p.m.  

▶전화 : 02-545-2747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47-24

트렌드의 거리에 알맞게 압구정에는 항상 다양한 콘셉트의 카페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지금 압구정의 카페는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분위기는 물론 스타일까지 살아나는 압구정 카페를 100% 즐겨보자.

Apgujeong is filled with stylish and unique cafés. Some of the cafés serve as cultural spaces for concerts, book readings 
and art exhibition. Listed below are some of the best cafés you can find in Apgujeong.CAFE

APGUjEONG · RODEO STREET
Fabulous day in Gangnam!

압구정•로데오거리

GANGNAm TOURIST INFORmATION CENTER  강남관광정보센터

161 Apgujeong-ro, Gangnam-gu, Seoul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1  Tel +82-2-3445-0111  Fax +82-2-3445-0572   www.visitseoul.net

GANGNAm 
TOuRIST 
InFORMATIOn 
CEnTER

Apgujeong is Seoul's high-end shopping district, where young affluent Koreans come 
to be seen. This fashion district is the place to be and where fashion trends are set. 
Apgujeong, known for fashion, is now emerging as an artistic and cultural hotspot. 
A growing number of foreign tourists also come here for medical tourism. 
Check out our recommendations in Apgujeong to help you spend a fabulous day 
in this fashion mecca.

문화와 예술 그리고 패션이 조화를 이루는 곳, 압구정 로데오 거리다. 젊음의 거리인 가로수 길과, 

로데오 거리로 대표되는 이곳은 트렌드의 변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기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전시·문화시설과 의료관광 등은 강남 문화의 다양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점점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강남구의 신문화를 선도하는 관광명소, 

압구정에서의 트렌디한 하루를 즐겨보자.

새로운 강남 관광의 랜드마크 강남관광정보센터!

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로 강남여행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원스톱 관광정보센터   /   의료관광센터   /   한류체험관

The new landmark for Gangnam tourists! Make your trip to Gangnam 
even more memorable, thanks to the one-stop service from the Gangnam Tourist Information Center.
One-Stop Tourist Information Center  /  medical Tour Center  /  K-Wave Experience Zone 

▶    TOURISm AND TRAvEL INFORmATION HOTLINE  Just call 1330 from your phone
관광안내전화  1330

▶  DASAN CALL CENTER TRANSLATION SERvICE  Just dial 120 from your phone
다산콜센터 외국어 통역서비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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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É & FOOD]

A-1. 빠드두

강남구 신사동 644-20/ TEL.02-545-3971

A-2. 듀셀 브리앙

강남구 신사동 666-6 / TEL.02-1688-5486

A-3. 탐앤탐스 더 칼립소

강남구 신사동 637-14 / TEL.02-517-9890

A-4. 카페 74

강남구 청담동 83-20 / TEL.02-542-7412

B-1. 도니죠 화로구이 

강남구 신사동 661-16 / TEL.02-3444-9592

B-2. 숭례문 압구정점

강남구 신사동 570-6 / TEL.02-515-5544

B-3. 에비슈라

강남구 신사동 611 지하 1층 / TEL.02-3443-4455

B-4. 젠하이더웨이

강남구 신사동 645-18 / TEL.02-541-1461  

[SHOPPING & CULTURE]

C-1. 디스 클로우즈

강남구 신사동 653-19 / TEL.02-3443-0810

C-2. 블러쉬

강남구 신사동 648-25 / TEL.02-542-8328

C-3. 샌프란시스코 마켓

강남구 신사동 647-18 / TEL.02-542-3156

C-4. 프로젝트 루

강남구 신사동 647-24 / TEL.02-545-2747

D-1. 갤러리 인데코

강남구 신사동 615-4 / TEL.02-511-0032 

D-2. 한강 잠원지구 
서초구 잠원동 26-10 / TEL.02-3780-0531 

D-3. 풍월당

강남구 신사동 657-37 / TEL.02-512-2222 

[NIGHTLIFE]

E-1. 포차프린스

강남구 청담동 87-7 / TEL.02-544-0079 

E-2. 55° 와인 앤 다인 
강남구 청담동 83-1 / TEL.02-518-5578 

E-3. 믹솔로지

강남구 청담동 84-9 / TEL.02-541-2510

E-4. 뱅가

강남구 신사동 643-1 포도플라자 지하 1층 

/ TEL.02-516-1761

APGUJEONG · RODEO STREET

화려하기만 할 것 같은 압구정에서 이어져 온 문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독특한 개성을 유지하며 소통해 온 것도 있고, 긴 역사를 간직해 온 문화도 있다. 

Apgujeong, although famous for its fashion, has so much more to offer. 
There is a thriving art scene found throughout the district. 
The art and cultural events found here are a mix of the modern and trendy, and traditional.

강남하면 압구정이고 압구정은 밤에 가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남들보다 더욱 긴 밤을 보내고 싶다면 압구정으로 가자. 

밤이 되면 더욱 활발해 지는 거리에서 당신이 폭발적인 밤을 보내게 해 줄 곳들로 엄선했다. 

Finish your fabulous day in Apgujeong at one of its high-end bars or clubs. 
Listed are some of the best places to spend your night in Apgujeong. 

D-1. 갤러리 인데코
어렵고 힘든 예술작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갤러리

Gallery indeco claims to be an art gallery for everyone. Rather than arts suited 
and understood by a few, Gallery indeco displays arts that can be enjoyed by 
a broader range of people. 
▶영업시간 : 10:00 a.m.~6:00 p.m.  ▶전화 : 02-511-0032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15-4

E-1. 포차프린스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와 널찍한 실내공간의 캐주얼 주점

A casual pub with modern interior.
▶영업시간 : 6:00 p.m.~6:00 a.m.  

▶가격 : 10,000~20,000원  ▶전화 : 02-544-0079  

▶주소 : 강남구 청담동 87-7

E-3. 믹솔로지
경쾌한 건물 외관이 특징이며 바와 클럽의 복합적인 공간

A stylish lounge bar for wide range of cocktails and spirits. 
▶ 영업시간 : 월요일 4:00 p.m.~2:00 a.m. / 목-토요일 11:00 a.m.~2:00 a.m. /  

일요일 4:00 p.m.~2:00 a.m.  ▶가격 : 10,000~20,000원  

▶전화 :  02-541-2510  ▶주소 : 강남구 청담동 84-9

D-2. 한강 잠원지구 
운동시설은 물론 시원한 강바람과 친해질 수 있는 곳

Park at Hangang (River). Catch the occasional concert and festival here. 
▶전화 : 02-3780-0531 

▶주소 : 서초구 잠원동 26-10

▶찾아가는 길 : 3호선 압구정역 1번 출구에서 800미터

E-2. 55° 와인 앤 다인
깔끔한 인테리어와 좋은 서비스에서 즐기는 진정한 와인의 맛

Enjoy great food and wine at this stylish wine bar. 
▶영업시간 : 6:00 p.m.~2:00 a.m., 12:00 p.m.~3:00 p.m.  

▶가격 : 20,000~40,000원  ▶전화 : 02-518-5578  

▶주소 : 강남구 청담동 83-1

D-3. 풍월당
편안한 분위기와 클래식이 만나는 곳

Started as a music shop for classic music in 2003, Pungwoldang is 
now everything about classical music. It holds concerts and lectures, 
and also publishes books on classic music. 
▶영업시간 : 10:00 a.m.~9:00 p.m. (일요일 휴무)  ▶전화 : 02-512-2222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57-37

E-4. 뱅가
세계적인 와인 전문지 <와인 스펙테이터>가 인정한 와인 바

A wine bar recognized by the Wine Spectator, 
a world renowned wine magazine.
▶영업시간 : 6:00 p.m.~2:00 a.m.  ▶가격 :  20,000~40,000원  

▶전화 : 02-516-1761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43-1 포도플라자 지하 1층

APGUJEONG · RODEO STREET 압구정·로데오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