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강남 한류스타거리
가이드북

강남 한류스타거리 가이드북

이 마크는 강남의 한류 거리를 브랜딩하는 K-ROAD
프로젝트의 상징이자 K-ROAD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가면 강남의 명소와
스타들의 발자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남을 좀 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강남 곳곳의 K-ROAD 마크
를 눈여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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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레스토랑

│한식・일식・중식・이탈리언・프렌치・퓨전 레스토랑

C 카페 & 바

│브런치, 디저트, 라운지 바, 칵테일 바

S 쇼핑

│의류, 가방, 액세서리, 리빙, 플라워, 기프트 숍

B 뷰티

│향수 조향, 네일 아트, 에스테틱 & 스파, 피어싱 숍

P 볼거리 & 놀이 │볼링, 촬영 장소, 트렌드 거리, 박물관 &기념관, 공원
A 에이전시

│배우, 가수 등 한류 스타들의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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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K-Star ROAD
of GANGNAM-GU
런던의 애비 로드, 로마의 스페인 광장,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비 로드엔 비틀스가, 스페인
광장엔 오드리 헵번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는 영화 <중경삼림>의
추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스타가 있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까닭입니다. 서울의 강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강남은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한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서울의 현재를 가장 감각적으로
담고 싶어하는 영화・드라마・TV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이 촬영 장소로
애용합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연예기획사가 집결해 있는 까닭에 한류
스타들이 즐겨 찾는 가게를 비롯해 그들의 사연이 깃든 특별한 장소가
가득합니다.
이렇듯 강남 거리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명소들을 전 세계에
매력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K-ROAD’라는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Star ROAD 입니다. 한류 스타들이
즐겨 찾는 숍과 한류 스타를 배출한 연예기획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거리를 테마로 삼았습니다. 유명 패션숍이 모여 있는 K-Fashion ROAD,
뷰티 숍과 병원을 중심으로 한 K-Beauty ROAD 등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강남’ 하면 K-ROAD를 떠올려 주세요. 강남은
여러분에게 한층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을 선사할 것입니다.

K-Star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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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K-Star ROAD
K-Star ROAD란?
한류 문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강남구의 특별한 프로젝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tar’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강남
구 청담동・압구정동・신사동・논현동 일대에서 한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 또 스타를 배출
한 소속사들의 이정표, 스타 단골집 지도 등 알짜
이정표가 설치되어 강남여행의 시작점으로 하기
에 좋다.
※ K-Star ROAD 위치가 궁금하다면 8p 지도를 참고

류 스타들이 즐겨 찾는 단골 숍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담아냈다. 강남
을 처음 찾는 사람도 최적의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A,B, C, D 4가지 존으로 구분해 지도와

K-Star ROAD
100배 즐기는 법!

함께 소개한다. A존에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거
리로 통하는 신사동 가로수길도 포함되어 있다.

좋아하는 스타의 아트토이
‘강남돌’과 인증샷 찍기

K-Star ROAD 실제로 걸어 보기

K-Star ROAD 곳곳의 지도 혹은

지하철 압구정로데오역부터 청담사거리 방향으

K-Star ROAD 가이드북을 보고

로, K-Star ROAD의 매력을 집약해 놓은 실제

스타 단골집 방문하기

거리 ‘K-Star ROAD’는 강남구와 한류 스타를
대표하는 명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거리에는 케

이정표를 보고 스타를

이팝 스타를 캐릭터화한 대형 아트토이 ‘강남돌’

배출한 소속사 찾아가기

이 설치되어 간접적으로나마 한류 스타를 만나

K-Star Road

K-Star ROAD 스토리 매장 선정 기준
스토리 매장 후보 취합
1

강남구 내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직접 추천
강남구 내의 10여 개 소속사가 참여.
스타들이 직접 추천한 매장

2

K-Star 팬카페를 통한 추천

	팬 카페를 통해 ‘스타가 이곳에서 자주 목격
된다’고 알려진 매장
3

한류 문화에 안목 있는 트렌드세터,
인플루언서의 추천

	매거진<코스모폴리탄>과 <우먼센스> 편집장
을 지낸 김현주 중앙일보 필진,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 정윤기, 패션디자이너 계한희, 셀
러브리티 스타일 매거진의 패션디렉터 등 트
렌드세터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추천
한 매장

인터뷰 및 현장 답사
1단계 추천 리스트를 토대로 디자인마이러브에
서 전화 및 인터뷰 진행
2단계 1차 인터뷰를 통해 취합한 매장은 에디터
& 강남구청 담당자가 직접 현장 답사하여
적합성 판단

최종 선정
‘매장과 한류 스타들의 스토리가 매력적인지’,
‘해외관광객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K-Star ROAD 프로젝트에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기준으로 스토리 매장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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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A K-POP STAR! GANGNAMDOL
갖고 싶다! 스타를 빼닮은 아트토이 ‘강남돌’
소녀시대, EXO, 방탄소년단 등 한류 스타들의 개성과 특징에
아티스틱한 감성을 불어넣어 탄생한 강남돌! 아티스트 듀코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팝 스타 18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한류를 이끄는 지역 강남(Gangnam)과 아이돌(Idol)의 의미를

1.5m

담아 강남돌(Gangnamdol)로 이름 붙였다. K-Star ROAD를
대표하는 3m 높이의 대형 토이와 1.5m 높이의 아트토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니크한 디자인과 톡톡 튀는 컬러로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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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ROAD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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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AMDOL

자신이 속한 그룹의 아트토이와 사진 찍는 EXO 수호와 소녀시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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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샤이니

미쓰에이

씨엔블루

동방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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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1A4

빅스

인피니트

카라

블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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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현대백화점
3호선
압구정역

신사동주민센터

시골밥상

에이랜드
르 알래스카

산호
와라쿠

카페뮬라

프리카주얼리
로우클래식

유노추보

포토매틱

가로수길

피네이션
아유25 가로수길
플래그십스토어
SADDLER HAUS

빌라드뮤리

3호선
신사역

병원
을지
강남 거리
사

A

스페이스 씨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코리아나미술관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신사역 사거리,
가로수길에 위치한 핫 스폿 15

공원
도산 리
사거

레스토랑 R
카페 & 바 C
쇼핑 S
뷰티 B
볼거리 & 놀이 P
에이전시 A

14

산호│시골밥상

15

와라쿠│유노추보

16

르 알래스카│카페뮬라

17

SADDLER HAUS│아유25 가로수길플래그십스토어

18

로우클래식│에이랜드

19

프리카주얼리│빌라드뮤리

20

스페이스 씨_코리아나 화장박물관・코리아나미술관

21

포토매틱│피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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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강남│A

ZONE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힙한 감성을 느낄 수
있어 패피들의 아지트로 불리는 신사동 가로수

패피들의 아지트

길. 이차선 도로 양옆으로 줄지어 선 은행나무길

도산공원 ~ 신사역사거리

토어, 글로벌 SPA 매장들이 메인 도로를 가득

을 따라 유명 브랜드의 안테나숍과 플래그십 스

채우고 있다.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인기 연예인과 컬래버
레이션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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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릴 만큼 최신 유행을 선보이는 곳! 뷰티・패션 매

슈퍼주니어 은혁이 방문했다는 식물원 콘셉트의

장이 밀집된 가로수 메인 로드는 느긋하게 쇼핑을

브런치 카페부터 다비치 강민경이 자주 들른다는

즐기기 좋을 뿐만 아니라 탁 트인 테라스 카페에

테이크아웃 와플집, 러블리즈 지수도 뷰티 페어

앉아 낮과 밤의 정취도 한껏 느낄 수 있다.

링 매력에 빠졌다는 메이크업 편집숍, 스타들도

가로수길 양옆 좁은 골목을 지칭하는 세로수길을

한 번씩은 찍었다는 셀프 사진관까지 가는 곳마

탐험한다면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의 취향과 감

다 가로수길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될 것이다.

성을 담은 카페와 레스토랑, 편집숍, 분위기 좋은
주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A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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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산호
전국에서 출하되는 제철 식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한식을 맛볼 수 있는 퓨전 한식당이다. 한국의 대표
적인 방송인 강호동의 단골집이자 TV 프로그램, 잡
지, SNS 등에서 가로수길 대표 맛집으로 손꼽히고
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화학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밑반찬
역시 계절과 식재료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바뀐다.
월-토 11:30～24:00
(브레이크타임 15:00～17:30)
02-517-0035
논현로175길 111
instagram.com/sanho_gaengdu
육회비빔밥 13,000원 / 맡김정식 75,000원～
강호동, 이지아

R 시골밥상
압구정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한식당이
다. 정식이 저렴한 편임에도 나오는 반찬의 가짓수
가 어마어마하다. 헨리가 자주 들르는 식당으로 더
욱 유명해졌다. 삼계탕, 불고기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메뉴와 전통주와 잘 어울리는 안주까지
메뉴가 다양하다.
10:30～22:00
02-546-1567
논현로175길 68
시골밥상 8,000원 / 갈치조림정식 9,000원
불고기 12,000원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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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와라쿠
와라쿠는 일본식 꼬치구이 전문점이다. ‘숯의 보석’
이라 불리는 비장탄을 사용해 4시간 동안 달군 은
은한 불에서 꼬치를 구워 내는 것이 특징. 닭의 염
통, 모래주머니 등 부위별로 골라 먹을 수 있다.
EXO 첸은 SNS에 와라쿠의 스키야키 나베 우동 사
진을 올려 팬들 사이에서 한차례 우동 열풍을 일으
키기도 했다. 꼬치구이는 이 집의 대표가 일본 각지
를 돌아다니며 직접 공수해 왔다는 술과 곁들여 먹
어도 좋다.
월-목 18:00～01:00 / 금-토 18:00～02:00
02-517-2292
압구정로4길 13-7
쿠시세트 29,000원
첸(엑소)

R 유노추보
유노추보는 유희영 오너 셰프가 운영하는 퓨전 일식
레스토랑이다. 여러 미식가들에게 호평받았을 정도
로 유명한 맛집. 스타들은 물론 모델, 디자이너, 매
거진 기자 등 많은 셀럽이 자주 찾는 곳이다. 그중에
서도 배우 공유와 장동건・고소영 부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단골이었으며, 배우 이민호는 스시, 라멘, 돈
부리 등 먹어 보지 않은 메뉴가 없을 정도다.
11:30～21:50
02-545-2811
압구정로10길 36
blog.naver.com/unochubo
돈부리와 스시 12,000～55,000원
이민호, 엑소

A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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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르 알래스카
르 알래스카는 천연 발효종 빵과 살얼음을 눈처럼
쌓아 올린 아이스 음료로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다.
JYJ 김재중이 크루아상 샌드위치와 카페라테를 먹
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일본 팬들 사이에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리얼리티 쇼에서
제시카와 f(x) 크리스탈 자매가 티파니, 효연과 함
께 먹던 엑조틱과 초코 크루아상 역시 바로 이곳에
서 만들었다.
09:00～22:00
02-546-5872
압구정로14길 15
베이커리 2,200～7,800원
음료 4,500～6,800원
크리스탈(에프엑스), 이천희

C 카페뮬라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는 카페뮬라는 도심 속 온실
혹은 식물원을 연상케 한다. 이곳은 스포츠웨어 브
랜드 ‘뮬라웨어’에서 만든 공간으로 스타일리시한
요가복을 판매하는 쇼룸도 함께 있다. 카페 메뉴도
인스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다. 100% 마스카포
네 치즈가 들어간 클래식 대왕 티라미수는 깔끔한
아메리카노와 잘 어우러진다.
11:50～20:00
02-6104-4541
압구정로4길 13-12
instagram.com/cafemula
클래식 대왕 티라미수 ９,000원
양요섭(하이라이트), 은혁(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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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ADDLER HAUS
테이크아웃 전문매장의 크로플 맛집. 크루아상과
와플을 합성한 신조어 ‘크로플’을 새들러하우스에
서는 ‘프렌치 와플’이라고 부른다. 시그니처 메뉴는
플레인 와플. 겉바속달!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달하
다. 가수 강민경의 단골집으로 폭발적 인기 맛집이
다. 치즈, 바질 등 다양한 와플 종류가 많아 와플 애
호가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통한다. 미술 전시관처
럼 꾸며진 공간에서 기다리는 동안 관람이나 셀카
재미는 덤.
12:00~20:00(월요일 휴무)
070-8265-5541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7길 10
instagram.com/saddlerhaus_bakery
프렌치 와플 4,900원 / 새들러슈페너 6,500원
강민경(다비치)

S

아유25

		 가로수길플래그십스토어
은은한 아로마 향이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물해
주는 곳, 가로수길에 있는 아유25 가로수길플래그
십스토어에서 맞춤형 아유르베다 아로마테라피 화
장품을 체험해보자. 100여 가지 이상의 에센셜 오
일과 보태니컬 오일향을 맡거나 피부에 발라보고
피부 테스트 앱을 통해 피부 타입별 DIY 화장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에센셜 오일 향을 입힌 천연 염
색 팔찌 만들기 등 체험거리가 다채롭다.
11:00～21:00
02-540-6210
도산대로15길 21
ayu25.com
화장품 9,000～295,000원
유인영

A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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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로우클래식
로우 클래식은 <프로젝트 런웨이>와 <프런코 올스
타전>에도 참가해 실력을 인정받은 디자이너 이명
신의여성 패션숍이다. 의류는 물론 가방과 신발, 다
른 브랜드와 컬레버레이션한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다. 로우 클래식은 심플하지만 독특한 라인의 디
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다. f(x) 크리스탈, 현아는 새
시즌이 돌아오면 꼭 매장에 들러 쇼핑을 즐긴다.
12:00～21:00
02-516-2004
논현로159길 57
lowclassic.com
가방 68,000원~ / 의류 78,000원～
크리스탈(에프엑스), 설현(AOA), 김고은

S 에이랜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제품을 한 곳
에서 판매하는 편집숍이다. 참신함이 돋보이는 신
진 디자이너 브랜드부터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해외 브랜드까지 500여 개에 달하는 브랜드가 입
점해있다. 트렌디하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의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2:00～22:00
02-3210-5869
논현로175길 78
a-land.co.kr
의류 6,900원～
유현(드림캐쳐)

19

K-Star Road

S 프리카주얼리
프리카는 하이엔드 커스텀 액세서리 편집숍이다.
패션 디자이너 최범석, 강동준, 고태용뿐 아니라 하
겐다즈, 삼성 갤럭시 기어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
와 콜라보레이션하여 입지를 다졌다. 중성적인 분
위기의 프리카 액세서리는 배우 이민호, 이종석, 공
효진은 물론 가수 이효리, 정지훈(비) 등 많은 스타
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숍이다. 스타들이 개인적으
로 구입해 간 액세서리를 드라마 또는 공식석상에
착용하고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12:00～18:00(일요일 휴무)
070-8819-6680 / 010-9991-9950
도산대로15길 49
frica.co.kr
액세서리 32,000～1,280,000원
이효리, 이종석

B 빌라드뮤리
아이돌이나 연예인처럼 메이크업 받고 스타로 변신
하는 하루! 빌라드뮤리는 뷰티 셀렉트 숍부터 뷰티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테
라스 카페까지 갖춘 여자들의 뷰티 플레이그라운드
다. 특히 시즌별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1:1 맞춤형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예쁘게 변신한 후
기분 좋게 셀카를 찍을 수 있다.
11:00～21:30
02-515-5452
도산대로11길 21
murir.co.kr
1:1 레슨형 메이크업(1시간 기준) 100,000원
아이돌 (데일리)메이크업 70,000원
박세리, 이소라, 티파니(소녀시대), 지수(러블리즈)

A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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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스페이스 씨
스페이스 씨는 (주)코리아나 화장품이 설립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경영이념은 아름다운 기업.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
하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스페이스 씨는 코리아나 화장박
물관과 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이스 씨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은 한국의 화장 문화를 알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과거 여인들이 사용하던 천연
화장 재료, 화장 도구, 장신구 등을 통해 한국의 미
감을 느낄 수 있다. 한・중・일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의 다양한 화장 문화를 전시한 공간, 전통 향을 체험
해 볼 수 있는 공간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페이스 씨 코리아나미술관
설립 초기부터 실험적인 미술을 적극 수용하고 지
원해온 미술관이다. 지하 1층과 2층에 위치해 있으
며 동시대 미술의 주요 이슈와 화장, 여성성, 신체,
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조명하
는 기획전을 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음
악, 연극, 무용, 문학 등 인접 예술을 아우르는 전시
와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연구, 전시, 교육이 통
합적으로 이뤄지는 개방형 미술관이다.
11:00~17:00(브레이크타임 12:30~13:30)
토-월 휴무 / 네이버 사전예약
02-547-9177
언주로 827
spacec.co.kr
성인 4,000원│학생 3,000원
설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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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포토매틱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스타가 직접 리모컨을 들고
흑백사진을 찍는 사진들로 유명해진 셀프 사진관이
다. 100% 예약제인 포토매틱 블랙은 커플 기념일
이나 우정사진 촬영 명소로 최고의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보 6분 거리의 다크룸 포토매틱
은 현아&던 커플 방문지로 셀프 촬영부터 필름 현
상까지 직접 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11:00 ~ 21:00(1월1일, 명절연휴 휴무)
010-9476-1736
도산대로 17길 36
photomatic.co.kr
포토매틱 블랙(2인 기준) 70,000원
포토매틱 프로필(1인 기준) 60,000원
차은우(아스트로), 공효진

A 피네이션
피네이션은 비교적 근래 만들어진 기획사다. 세계
적 매가히트 송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가 만든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로 역량 있는 가수들을 영입
하면서 파워를 키워나가고 있다. 싸이는 강남을 세
계에 알린 장본인이다. 전대미문의 K-팝 역사를 쓴
아티스트다. 제시, 현아, 크러쉬 등 대중성과 음악
성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피네이션이 바로 여기 ‘강남’에 있다.
아티스트 문의 inquiry@pnation.com
팬 문의 fan@pnation.com
논현로151길 21
pnation.com
싸이, 제시, 현아, 크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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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COURSE│1

뷰티

피부 좋은 연예인들의
뷰티 비결이 궁금해?
가로수길 핫플 빌라드뮤리에서

압구정역

청순한 아이돌 메이크업을 받고
포토매틱에서 셀카를 찍어보자.
아로마 향이 반기는 아유25 가로수길
플래그십스토어에서는
따뜻한 오닉스 스톤 마사지를 체험하고
청담 뷰티블르바드에서

3

스피드 슬리밍 케어로 마무리하는 하루!

아유25 가로수길플래그십스토어 4

포토매틱
2

SADDLER HAUS

1 빌라드뮤리

신사역
8번 출구

4분

5분

2분

신사역
8번 출구
1

빌라드뮤리

2

SADDLER HAUS

3

포토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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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로데오역

도산공원

K-ST
AR R
OAD
SMT HOUSE 차이나룸
6

뷰티블르바드
5

청담역

3분

4

지하철 38분
52분

아유25 가로수길플래그십스토어

9분

5

뷰티블르바드

6

SMT HOUSE 차이나룸

A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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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리

사거

학동

다운타우너 청담

갤러리아
명품관 WEST

청담 순두부

뱃고동
나나 피어싱

도산분식

리틀넥 청담
우가

CGV 청담 씨네시티

아우어베이커리

커피오카

나무 엑터스

카페 노티드 청담

호림박물관&아트센터

그랑씨엘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랩오
마이 쏭
현대 모터스튜디오

하우스도산

원
공
산 리
거
사

도산 안창호 기념관
도산공원

저스트 스테이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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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분당선, 7호선
강남구청역

B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학동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핫 스폿 21

레스토랑 R
카페 & 바 C
쇼핑 S
뷰티 B
볼거리 & 놀이 P
에이전시 A

28

그랑씨엘│다운타우너 청담

29

도산분식│리틀넥 청담

30

마이 쏭│뱃고동

31

우가│저스트 스테이크

32

청담 순두부│랩오

33

아우어베이커리│커피오카

34

카페 노티드 청담│나나피어싱

35

하우스 도산_누데이크・젠틀몬스터・탬버린즈

36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도산공원 & 도산 안창호 기념관

37

현대 모터스튜디오│호림박물관 & 아트센터

38

CGV 청담 씨네시티│나무 엑터스

B zone

도심 속 숲│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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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과 맛, 힐링
도산공원사거리 - 학동사거리

강남 한복판에서 울창한 푸른 숲을 만날 수 있는

B ZONE의 대표 명소 중 진정한 힐링을 체험할

도산공원 일대는 프리미엄 패션・뷰티 브랜드의

수 있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세계적인 건

메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뉴욕 센트

축 디자이너 듀오 네리 앤 후(Neri&Hu)가 디자

럴파크를 연상케하는 도산공원 정문 앞에는 ‘리

인해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

버사이드길’이라 부르는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있

니라 VIP 루프톱 라운지에서 도산공원 일대의 전

어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망을 바라보며 스파를 즐길 수 있다.

리버사이드길을 따라 메종에르메스 도산파크와

럭셔리 쇼핑과 스파를 즐긴 후라면 미식의 신세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등의 럭셔리 명품 브랜

계로 빠져볼 시간! 대표적인 한식 메뉴인 순두부

드가 줄지어 있으며 도산공원을 에워싸고 브런치

요리부터 가정식 이탈리아 요리나 미국식 브런치

카페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갤러리, 패션 매장

를 즐기는 핫한 레스토랑, 줄 서서 먹는다는 유명

등이 곳곳에 숨어 있다.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까지 먹을거리 천국이다.

K-Star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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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그랑씨엘
그랑씨엘은 가정식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이는 정
통 투스카니 스타일 레스토랑이다. 배우 정우성, 신
민아, 공유가 이 집의 단골손님이다. 그중에서도 배
우 공유의 팬들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와 공유를 위
한 맞춤 도시락까지 주문해 간다고. 시그니처 메뉴
인 앤초비 오일파스타와 팬 프라잉 방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한 채끝등심 스테이크는
스타들의 테이블에 자주 오르는 인기 메뉴다.
월-토 11:00～22:00
(브레이크타임 월-금 15:00～17:00)
02-548-0283
도산대로45길 16-6
prepbox.co.kr
파스타 24,500~ / 스테이크 69,000~75,000
공유, 신민아

R 다운타우너 청담
다운타우너 청담은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으로 메
뉴가 다양하고 프로모션이 다채롭다. 프리미엄 수
제 버거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맛과 퀄리티가 장점
이다. 다운타우너의 대표메뉴는 아보카도버거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아보카도가 다운타우너 특제소
스와 만나 맛을 더한 건강하면서도 매력적인 버거
다. 하나 더, 청담점 한정메뉴 에그스크램블버거도
경험해보시길!
11:00~21:00(라스트오더 20:00)
070-8833-3696
도산대로53길 14 1층
downtowner.shopby.co.kr
햄버거 6,800~11,800원
제니(블랙핑크), 수호(엑소)

29

K-Star Road

R 도산분식
도산분식은 단순한 밀가루 음식이 아닌, 한국인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세계화라는 트렌드에 걸맞는 분
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저온
숙성한 국내산 생(生) 돈등심으로 만든 돈가츠 샌
드, 추억의 옛날 떡볶이, 도산비빔면, 홍콩 토스트
등 도산분식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다국적 분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12:00～20:30(브레이크타임 15:00~17:00)
02-514-5060
도산대로49길 10-6
도산떡볶이 5,500원
돈카츠샌드 8,800원
도산비빔면 6,800원
블랙핑크, 위너, 윤채경(에이프릴)

R 리틀넥 청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곳이다. 맛과
더불어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칭찬이 자자하
다. 눈길을 끄는 올데이브런치 메뉴들이 가득한 리
틀넥. 트렌드에 따른 재료를 활용한 메뉴들이 선택
의 폭을 넓혀준다, 맛은 물론 비주얼까지 두루 갖
춘 캐주얼 레스토랑으로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월-목 11:00~21:00(브레이크타임15:00~17:00)
금-일 11:00~21:00(브레이크타임 없음)
02-792-1476
도산대로 51길 17 1층
instagram.com/littleneckseoul
브런치 및 식사 12,000~23,000원
스테이크 29,000원
최유정(위키미키), 나연(트와이스), 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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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마이 쏭
마이 쏭은 브런치 메뉴와 미국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아메리칸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겸 카페. 슈퍼
주니어, 2PM은 브런치를, 가수 아이유와 소녀시대
티파니는 레드벨벳 케이크를 즐기러 자주 찾는다. 홀
랜다이즈 소스와 수란의 조화가 일품인 에그 베네딕
트, 얇게 튀겨낸 프렌치프라이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기 메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브런치 뷔
페를 운영한다고 하니 이용해 봐도 좋을 듯.
매일 10:00~22:00
(토, 일 브레이크타임 15:00~17:00)
02-518-0105
도산대로45길 16-4
cgv.co.kr
올데이브런치 16,000～19,000원
수요일 뷔페(10:00～15:00) 28,500원
아이유, 2PM

R 뱃고동
낙지불고기와 오징어튀김이 맛있는 압구정 맛집!
서울 전역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낙지 & 오징어 요
리 전문점이다. 낙지볶음이나 오징어볶음도 질기
지 않고 부드럽다. 한국적인 해산물볶음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곳으로 적당히 매콤한 맛으로 인기가 있
다. 양념에 볶아 주는 볶음밥도 꼭 먹어 봐야 할 인
기 메뉴다.
월-금 11:30～22:00
주말, 공휴일 12:00～22:00
02-514-8008
언주로172길 54
instagram.com/nanapierxing_official
식사류 75,00~30,000원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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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우가
2017년부터 4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청
담동 ‘우가’는 셀럽도 인정한 숙성한우 전문점이다.
대표 메뉴는 숙성 꽃등심과 숙성 차돌박이로 웰던
으로 구워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한우 맛이 특징
이다. 이는 우가만의 차별화된 엑티브 에이징 기법
으로 1++ 한우를 40～60일 숙성했기 때문. 소금
에 찍어 먹으면 육즙 가득 진정한 한우 맛을 느낄
수 있다.
12:00～22:00 / 브레이크타임 15:00～17:00
02-6272-2223
도산대로 49길 22 B1
thewooga.modoo.at/
숙성 꽃등심 100g 52,000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레드벨벳

R 저스트 스테이크
TV 프로그램 ‘수요미식회’에도 소개된 스테이크 맛
집. KARD의 전지우가 가족과 함께 즐겨찾는 곳으
로 티본스테이크와 그릴에 구운 야채가 이곳의 시
그니처 메뉴다. 드라이 에이징 방식으로 3주간 숙
성시킨 한우 티본스테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으며, 파스타, 수프, 샐러드 등 다양한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
11:30~22:00 / 라스트오더 21:00(월요일 휴무)
02-544-9357
언주로152길 11-7
티본스테이크(100g) 19,300원
엘본스테이크(100g) 15,300원
볼로네제 22,000원
전지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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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담 순두부
청담 순두부는 부드러운 순두부 요리를 맛볼 수 있
는 백반집. ‘외국인이 추천한 한국 맛집’으로도 선
정되었으며 각종 해외 잡지에도 소개된 바 있다. 해
물, 곱창, 햄, 치즈, 만두, 김치, 된장과 절묘한 조화
를 이룬 다양한 순두부 맛을 즐길 수 있다. 소녀시
대 윤아, 수영, 씨엔블루 정신, 2PM 준케이 등 많
은 케이팝 스타들의 단골 맛집이며, AOA는 연습생
시절부터 이곳을 자주 찾았다.
07:00~21:00
02-545-4840
도산대로53길 19
instagram.com/puredubu
청담순두부정식 10,000~13,000원
AOA, 이정신(FT아일랜드), 윤아(소녀시대)

C 랩오
도심 속 탁 트인 테라스에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뻔하지 않은 간식을 먹고 싶다면 랩오를 찾아가자.
실험실을 뜻하는 ‘랩(Lab)’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성 있는 디저트를 경험해볼 수 있다. 진득한 브라
우니에 바나나 크림을 마음껏 짜서 먹을 수 있는 마
마스 브라우니가 대표 메뉴. 스타들도 SNS에서 인
증샷을 올리는 힙플레이스니 꼭 들러볼 것.
평일 10:30~22:30 / 토~일 09:00~20:30
02-544-8373
도산대로 310
음료 4,000～6,000원
디저트 2,500～7,000원
브런치 4,500～11,000원
티파니(소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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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우어베이커리
아우어베이커리는 국내 최고의 파티셰, 바리스타진
으로 구성된 서울에서 으뜸가는 베이커리 전문점으
로 서울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매일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해 빵을 구워내고 있으며, 이 곳의 시
그니처 제품인 더티초코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
지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월-금 09:00～21:00
주말, 공휴일 10:00～21:00
02-545-5556
도산대로45길 10-11 JYC2빌딩
더티초코 4,700원
누텔라바나나 4,600원
음료 3,500～5,500원
강다니엘, 갓세븐, 수아(드림캐쳐)

C 커피오카
커피오카는 버블 티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다. 신인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이 가게에서 버블 티를 마시
고 벽에 사인을 붙여 놓고 가면 유명해진다는 풍문
이 떠돈다. 이 소문 덕인지 가게 벽면에는 연예인들
의 사인이 빼곡하다. 하이라이트 윤두준은 신인 시
절 자신의 사인을 맨 위에 붙여 달라고 해서 결국
메뉴판보다도 위에 붙었다고. 매장에는 윤두준의
‘맨 위에 붙여 주세요!’라는 메모가 적힌 사인 종이
가 아직 남아있다. EXO 세훈 역시 연습생 시절부
터 이 집의 단골이다.
09:30～22:00
02-515-3032
선릉로161길 31
음료 5,000～6,500원
세훈(엑소), 윤두준(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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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카페 노티드 청담
디저트 전문 카페 노티드는 ‘모든 사람들이 추억을
만들고 웃음 지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특히 청담점은 컬러링페이퍼 포토부스와 다양한 팝
업으로 늘 새로움을 선사한다. 대표 메뉴는 케이크
와 도넛. 노티드의 로고를 품은 달콤한 ‘스마일 케이
크’와 고소하고 부드러운 우유생크림도넛이 카페노
티드의 시그너처다. 파스텔톤 가득한 핑크&옐로우
의 매장 분위기가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카페다.
09:00~21:00
070-8860-9377
도산대로 53길 15 1층
instagram.com/cafeknotted
도넛 3,000~4,000원
케이크 15,000~20,000원
김희선, 배두나, 태용(NCT), 보아

S 나나 피어싱
한국 내에서 피어싱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곳으
로 H.O.T, 보아 등 1세대 아이돌부터 동방신기,
GD, GOT7, NCT, 블랙핑크, 세븐틴, 트와이스 등
현재 가장 핫한 아이돌 멤버와 배우 신민아, 한예
슬, 한가인 등 이곳을 방문하지 않은 연예인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 셀럽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
는 만큼 제품의 다양성, 실력 등은 이미 해외에서도
소문이 나 있다.
11:00～22:00
02-540-3132
압구정로50길 8
instagram.com/nanapierxing_official
피어싱, 은 악세서리 10,000원～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IT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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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도산
누데이크•젠틀몬스터•탬버린즈
요즘 도산공원 인근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하우스
도산. 아트와 브랜드 혼성으로 탄생한 특별한 공간
이다. 로고 ‘HAUS 0 10 10 10 1’의 ‘HAUS’는
브랜드들이 만들나갈 퓨처 리테일을 의미하며 ‘01’
은 양자역학적 개념으로 미래로의 방향성을 뜻한
다. 진보적 브랜드가 만들어낸 새로운 철학과 시도
들이 건축과 공간 곳곳에 되살아났다.
누데이크│지하1층 “MAKE NEW FANTASY” 슬
로건 디저트 카페다. 고정관념을 깬 재료와 독특한
비주얼로 매력 넘치는 케이크가 일품. 상상력 가득
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nudake.com

젠틀몬스터│M층과 2층, 3층 선글라스 매장 젠틀
몬스터는 차별화한 디자인, 아트 조형물과 콜라보
영상, 사운드아트로 감성을 자극한다. 6족 보행 거
대 로봇 프로프는 이미 있다.
gentlemonster.com

탬버린즈│4층 코스메틱 브랜드 탬버린즈는 작가
들과 협업으로 아트 오브제와 미디어아트를 들여놓
아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명상적이면서도 섬세하
고 균형 잡힌 자연의 향을 즐길 수 있다.
tamburins.com

매일 11:00~21:00
070-4128-2126
압구정로46길 50 B1, M, 2층, 3층
B1 누데이크 PEAK 피크 39,000원
PIETA LATTE 피에타 라떼 9,000원
티파니(소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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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설화수 제품부터 스파까지 설화수 브랜드의 모든 것
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빛을 담는 그
릇인 랜턴(Lantern)을 모티브로 한 공간으로 등불이
어둠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아시아의 지혜를 담아
아름다움을 비추는 플래그십 스토어는 ‘랜턴’을 형상
화한 건물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또
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
용상품들도 있다. 1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방
브랜드 설화수의 헤리티지를 관람할 수 있으며, 2층
에선 다양한 설화수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3층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홀리스틱 뷰
티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지하1층과 4층에서는
스파, 5층은 루프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0～19:00(매월 첫번째 월요일, 명절당일 휴무)
02-541-9270
도산대로45길 18
sulwhasoo.com
믹스앤매치스파(페이셜&바디, 70분) 150,000원
전지현

P 도산공원& 도산 안창호 기념관
도산공원은 도산 안창호의 애국 정신과 교육 정신
을 기리고자 조성된 근린공원이다. 해외 명품숍과
핫한 편집숍들 사이에 요새처럼 자리하고 있는 이
곳은 잠시나마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자연 경관
을 갖추고 있다. 가수 선미와 예은의 아지트이며,
MBC <무한도전>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공원 안
에는 도산 안창호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
념관도 있어 한국의 역사를 음미해볼 수 있다.
기념관 10:00~17:00(1월1일, 명절연휴 휴관)
02-541-1800
도산대로45길 20
ahnchangho.or.kr
무료
선미(원더걸즈), 예은(원더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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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대 모터스튜디오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자동차와 예술,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철학이 녹아 있는 브랜드 체험관이다. 현
대차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자동차 전문
도서관 등 현대차에 대한 직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꾸몄다. 1층 스튜디오에 전시된 자
동차는 누구든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고, 2층은 카
페와 서재, 3～5층은 현대자동차의 무한한 도전정
신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자동차 전문 갤러리
로 구성되어 있다.
09:00～21:00(매달 1, 3번째 월요일 정기휴관)
1899-6611
언주로 738
motorstudio.hyundai.com

P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 아트센터
호림박물관은 한국의 문화유산인 고미술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신림본관에 이어 2014년 개
관한 신사분관에서는 한국의 고귀한 금속활자나 오
래된 도자기 등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그뿐만 아
니라 호림 아트 센터에서는 다양한 행사로 스타들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배우 하정우의 개인전이
열리는가 하면 시슬리, 비디비치 등 뷰티 브랜드 론
칭 행사 역시 이곳에서 진행했다.
월-토 10:30～18:00
02-541-3525
도산대로 317 / 도산대로 45길 6
horimmuseum.org
성인 8,000원 / 청소년 5,000원
하정우

B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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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GV 청담 씨네시티
CGV 청담은 오감을 자극하는 4DX부터 영화와 파
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대관이 가능한 더 프라
이빗 씨네마까지 다양한 특별 상영관을 갖춘 국내
최초 컬처 플렉스. 주로 시사회나 무비토크, 브랜드
론칭, 콘서트, 영화 홍보 등을 위해 스타들의 방문이
잦다. 또 많은 스타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 가수 아
이유, 2PM은 물론 슈퍼주니어 등 개인적으로 영화
를 보러 오는 스타들을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다.
1544-1122
도산대로 323
cgv.co.kr
아이유

A 나무 엑터스
박은빈, 송강 등의 배우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2014년부터 배우 이준기도 나무엑터스의 식구가
되었으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영화 <반
도>, <모가디슈>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으면서 대
체불가의 연기자로 자리매김한 배우이자 감독 구교
환도 나무 엑터스 식구다. 2019년에는 글로벌 걸그
룹 소녀시대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서현이 합류했다.
02-3444-1919
언주로150길 34 6층
namooactors.com
송강,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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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푸드 스폿 3
라페름 청담점

안식레스토랑

슈퍼푸드로 건강한 푸드 라이프를 선보이는 브런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기호 박사가 운영하는 ‘푸드

치 카페. 샐러드는 물론 각종 슈퍼 곡류를 베이스로

테라피 토탈 퀴진’이다. 영양 밸런스를 고려하고,

한 다양한 식사와 클렌즈 스무디, 티톡스 프로그램

버터는 사용하지 않으며 밀가루 사용도 최소화한

을 즐길 수 있는 핫 플레이스다. 실내 수목원 느낌

레시피를 짠다. 그날의 컨디션 혹은 질병, 체질 등

이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가 기분까지 건강하게 만

을 얘기하면 맞춤 힐링 메뉴를 추천해준다.

든다.

월-토 11:30~23:59

매일 11:30~20:30(브레이크타임 15:00~16:00)

02-2039-7861

0507-1332-6685

도산대로53길 13

도산대로54길 10 1층

ansic.co.kr

최시원(슈퍼주니어)

한예슬, 천우희

파지티브호텔 뷰티그로서리
바쁜 현대인을 위한 뷰티푸드 컬쳐 공간. 파지티브
호텔만의 큐레이션 노하우를 접목했다. 맛과 건강,
아름다움을 고려한 헬스 트렌드 식단뿐 아니라 뷰
티푸드 제품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에이핑크 손나
은과 수많은 셀럽들이 즐겨 찾는 핫플이다.
11:30 - 19:30
02-546-7618

압구정로46길 77

positivehotel.com
김종국, 수영(소녀시대), 세븐틴, 박신혜

B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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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

압구정로

건강한 여행이 즐겁다,
같이 갈까?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하우스도산

건강은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5

이너뷰티를 위한 샐러드 레스토랑,
활기 넘치는 볼링으로 리프레시!

4

도산공원

쇼핑과 전시, 공원산책으로 힐링 하는 하루다.

3

파지티브호텔
뷰티그로서리
대로

도산

9분

압구정
로데오역
5번 출구

7분

1

라페름

7분

2

스매싱볼 청담

3

파지티브호텔 뷰티그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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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ROAD

압구

정로

압구정 로데오역
5번 출구

청담동
2

로
성
삼

6

스매싱볼

안식레스토랑

거리

학동 사

1

라페름

로
선릉

2분

3분

4

도산공원

5분

5

하우스 도산

6

안식 레스토랑

A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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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명품관 EAST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K-St
a

r RO
AD

누앙스
피규어 뮤지엄 W
오통영
고센인코퍼레이티드

미엘

먼데이 투 선데이
오아시스

스매싱볼

버터핑거팬케익스 청담점
보메 청담

일지아트홀

송은

미미미가든

학동
사거리

청담골

KIMY COOK IMVOM
청담 프라그랑스

카페 플레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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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동 사거리에서
청담 사거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핫 스폿 18
리

청담사거

레스토랑 R
카페 & 바 C
쇼핑 S
뷰티 B
볼거리 & 놀이 P
에이전시 A

46

고센인코퍼레이티드│미미미가든

47

오아시스│오통영

48

청담골│누앙스

49

먼데이 투 선데이│미엘

50

버터핑거팬케익스 청담점│합

51

카페 플레노│청담 프라그랑스

52

KIMY COOK IMVOM│스매싱볼 청담점

53

송은

54

일지아트홀│피규어 뮤지엄 W

55

보메 청담

B zone

핫 & 럭셔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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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3번 출구로 나오면
K-pop스타를 사랑하는 국내외 팬들의 마음을

혹시 만날지도 몰라,
스타
학동사거리 ~ 청담사거리

사로잡을 핫 스폿부터 청담동 명품거리에서의
럭셔리 쇼핑까지 고루 즐길 수 있다.
압구정로데오역부터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이어
진 K-스타로드가 첫 번째 출발지! 방탄소년단,
엑소, 소녀시대 등 내가 좋아하는 한류 스타의
개성을 캐릭터화한 대형 아트토이 ‘강남돌’과 함

K-Star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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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인증샷을 찍은 후 스타의 쇼핑 장소, 맛집을

아이돌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즐겨 먹는 백반집은

찾아 떠나보자.

어디일까? 그 외에도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인 락

스타의 쇼핑 거리로 명성 높은 청담동 명품거리

볼링장과 피규어 뮤지엄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에는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 플래그십 스

실제로 청담동 일대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연예인

토어와 편집 매장, 최고급 부티크 등이 있어 독특

을 봤다는 목격담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 여러분

한 디자인의 의류와 액세서리, 리빙 제품을 구경

이 운이 좋다면 스타를 마주칠지도 모를 일이다.

할 수 있다. 배우 최지우가 찾는 쇼핑 아지트와
엑소 세훈이 고른 디퓨저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

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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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 고센인코퍼레이티드
1992년, 빌라만 가득하던 청담동 한복판에 처음으
로 문을 연 카페로 청담동 카페 거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식 퓨전 레스토랑이다. 배우 정우성이 웨
이터로 일하던 중 연예 관계자의 눈에 띄어 캐스팅
되었다는 일화 속의 바로 그 카페. 당시 정우성을
보기 위한 지정석까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
재는 배우 배수빈의 형이 운영하는데, 배우 한채영
과 소녀시대 멤버 등이 자주 찾는다.
11:30～05:00
02-515-1863
선릉로158길 18
i-goshen.com
홍합치즈떡볶이 29,000원
음료 10,000～16,000원
정우성, 한채영

R C 미미미가든
트렌드세터들이 모이는 청담 핫플레이스로 지하 1
～2층은 레스토랑, 바 & 프라이빗 룸이며 1층은 카
페로 꾸며진 아트테인먼트 공간이다. 웅장한 샹들리
에 아래서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한 후 밀라노 감성의
카페에서 배우 한예슬이 반했다는 티라미수 라떼도
맛보자. 가수 비가 이탈리아 퀴진을 즐겼다는 파빌
리온 프라이빗 룸은 100% 예약제!
카페(1F) 10:00～01:00
파빌리온(B1), 라운지(B2) 11:00～03:00
(Bar 18:00～, 라스트오더 02:00)
02-518-8765
도산대로417
cafemememi.com
티라미수 라떼 12,000원
한예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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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아시스
2009년도에 오픈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인들과 연예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브
런치 카페.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정직한 재료와
변함없는 맛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각 메뉴들
은 맛은 물론 보는 즐거움으로 브런치의 기쁨을 안
긴다. 바쁜 일상 속 푸짐하고 건강한 아침식사와 맛
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오아시스가 제격이다,
오전 9시부터 따뜻하고 넉넉한 공간이 늘 거기에
있다.
일요일 09:00~18:00 / 평일 09:00~20:00
02-548-8859
도산대로55길 20
instagram.com/oasisbrunch
에그 베네딕트 훈제연어 19,800원
애플햄치즈프렌치토스트 18,500원
전지현, 정용화, 최시원

R 오통영
서울에서 느끼는 싱싱한 통영 바다의 맛! 청담 오통
영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
된 통영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다. 오통영의 꾸준한
인기 메뉴인 전복무쇠솥밥 외에도 매일 동해에서
직배송되는 자연산 참문어가 들어간 강된장 비빔밥
도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다. 통영식 멍게비빔밥과
전복미역국까지 바다 내음을 가득 품은 정갈한 한
상에 오!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화-토 11:30~22:00
브레이크타임 15:00~17:00(일, 월 휴무)
02-544-2377
선릉로158길 10 지하2층
동해참문어 강된장비빔밥 19,000원
벤, 유연석, 오연수

C zone

48

R 청담골
청담골은 청담동에서 18년 동안 전통을 이어 온 백
반집으로 배용준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슈퍼주
니어, 하이라이트, 디원스 등 아이돌 그룹이 가장
편하게 찾는 밥집이라 속칭 ‘아이돌 급식소’로 통하
기도 한다. 대부분 연습생 시절부터 오는데, 데뷔
전에는 저렴한 가정식 백반만 먹다가 데뷔 후 좀 더
비싼 생선구이 백반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10:30～22:00(라스트오더 21:20)
02-543-1252
선릉로148길 48
정식 8,000～9,000원
배용준, 우진영(디원스)

C 누앙스
어둑한 조명과 엔틱한 인테리어가 로맨틱 분위기를
더하는 누앙스는 플로리스트가 운영하는 플라워 카
페 겸 와인 바(bar)다. 꽃과 식물이 많아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으로 낮과 밤이 색다른 반전
매력이 있다. 손예진, 봉준호 감독 등 셀럽들의 시크
릿 플레이스 이기도 한 이곳의 인기 메뉴는 제철 과
일을 얹은 프렌치토스트와 따끈하게 즐기는 뱅쇼다.
10:00～23:00
02-514-8077
압구정로72길 7
instagram.com/nuance_kr
프렌치토스트 18,000원 / 뱅쇼 14,000원
유노윤호(동방신기),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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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 먼데이 투 선데이
먼데이 투 선데이는 상큼한 디저트와 다양한 브런
치 메뉴로 사랑받는 브런치 카페. 빈티지 가구와 소
품으로 공간을 꾸며 더욱 여유롭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동방신기 유노윤호, 슈퍼주니어 김희철, 소
녀시대 태연 등 많은 스타가 즐겨 찾는다. 김희철은
“음식도 리필되죠?” 등 위트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여 카페 종업원들 사이에서 재미있고 인상적인
손님으로 꼽힌다고.
11:00～02:00
02-549-2229
도산대로67길 13-3
음료 8,000～13,000원
디저트 11,000～22,000원
브런치 21,000～22,000원
NCT, 트와이스, 레드벨벳

C 미엘
미엘은 미술을 전공한 오너가 운영하는 갤러리 카
페로 보름마다 한 번씩 전시 작품을 교체한다. 넓
고 아늑한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오너가 선정한 신
진 작가들의 그림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소녀
시대 티파니를 비롯해 배용준, 장근석, 2PM 멤버
등이 자주 찾는다. 특히 전지현은 근처에 살고 있어
자주 들르는데, 떡을 사와 카페 직원들에게 나눠 준
적도 있다.
매일 11:30~01:00 / 공휴일 11:30~24:00
(명절 당일 휴무)
02-512-2395
도산대로67길 13-12
miel.kr
음료 10,000～16,000원
디저트 9,000～24,000원
장근석, 박서준, 안소희(원더걸스)

C zone

50

R C 버터핑거팬케익스 청담점
팬케이크, 와플 등이 곁들어진 정통 미국식 브런치
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이른 아침에도 웨이팅이
필수인 핫한 브런치 카페. 드림캐쳐 지유가 즐겨찾
는 대표 메뉴는 자이언트엘리게이터로 양이 많고
푸짐한 것이 특징이다. 구운 연어를 올린 슈퍼 헬시
푸드 샐러드 역시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져 인기 메뉴로 꼽힌다.
화-일 07:00～22:00 / 월요일 08:00～01:00
02-3448-1070
선릉로152길 11
티본 스테이크 팬케이크 36,800원
지유(드림캐쳐)

C 합
합은 도쿄에 있는 배용준의 한식 레스토랑 ‘고시레’
의 주방장이 운영하는 떡 카페. 일본에 사는 와이
프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의 ‘합치다’에서
카페 이름을 따왔다. 배용준이 단골이며, 떡을 좋아
하기로 소문난 전지현은 합이 새로운 지점을 냈다
는 소문을 접하면 바로 달려오는 연예인 중 한 명이
다. 연예인들은 주로 주방에 앉아 카페 주인과 이야
기를 나누다 선물용 떡을 포장해 간다.
09:30～17:00
010-9727-8190
압구정로80길 13 지하1층
haap.co.kr
떡 1개 2,000원～
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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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카페 플레노
카페 플레노는 원조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의 카페
로 알려져 더욱 유명하다. 특히 일본에서도 스타반
열에 오른 만큼 메뉴 등 일본 팬들을 위한 배려가
많고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카페로 알려져 있다. 화
이트데이나 생일같은 특별한 날에는 팬들에게 메시
지를 전하기도 한다. 식물을 활용한 플랜테리어와
소품을 이용한 장식들로 곳곳이 인스타 감성. 대표
메뉴는 카페라떼. 좋은 원두로 내린 커피와 우유가
한데 어우러져 우아한 풍미가 일품이다. 시즌음료
와 건강음료도 추천!
매일 10:30 ~ 21:00
02-512-0804
선릉로 724
instagram.com/cafepleno
cafepleno.com
아메리카노 4,500원, 카페라떼 5,500

S 청담 프라그랑스
유명 셀럽들의 선물가게로 알려진 청담 프라그랑
스. 캔들, 디퓨저, 리빙 제품 등 인테리어 공간에 어
울리는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트렌디 라이
프스타일 부티크다. 특히 마블 디퓨저 라인은 슈퍼
주니어 은혁과 NCT 도영이 픽한 ‘마린시티’ 외에
도 단골 스타들이 선호하는 향 종류가 다양하다.
12:30~20:00(일요일 휴무)
02-543-0245
선릉로752
smartstore.naver.com/chungdamfragrance
캔들 8,500원～
디퓨저 9,800원～
차량용방향제 10,000원～
슈퍼주니어, NCT, 레드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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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IMY COOK IMVOM
‘메이드 인 코리아 명품 백’을 만날 수 있는 곳. 솜
씨 좋은 한국의 장인들이 하나하나 다른 디자인의
백을 만들어, 희소성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스타들
과 가방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곳이다. 유산처럼 대
물림하고 싶은 좋은 퀄리티와 유니크한 디자인도
돋보이지만, 차 한잔하며 느긋하게 쉬어 갈 수 있는
살롱 문화를 경험해 볼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외
국 관광객의 경우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30～20:30
02-3444-6566 / 010-8759-0580
선릉로146길 23
지갑, 가방, 향수 등 80,000원～
전진(신화)

P 스매싱볼 청담점
대형 금고처럼 보이는 입구부터 화려한 럭셔리 볼
링 펍(pub)으로 힙한 음악과 칵테일, 볼링을 한 번
에 즐길수 있는 곳이다. SBS 예능 ‘박장데소’ 11회
에서 박나래가 럭셔리 서울 데이트 코스로 추천한
이곳은 플렉스한 하루가 아깝지 않은 재미를 보장
한다. 볼링핀 모양의 잔에 나오는 스매싱 킹 비어는
스매싱볼의 시그니처 맥주! VIP, VVIP 룸에는 볼
링 레인과 미니바도 갖췄다.
24시간
02-546-2231
선릉로 818 지하 2층
smashingbowl.com
마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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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송은
송은문화재단은 미술계 젊은 인재들의 전시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1989년 설립된 비영리 문화재
단이다. 그동안 다양한 비영리 전시 공간을 운영하
며 국내외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왔다. 공간 운영과 더불어 미술상, 전시 공모 등 신
진작가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보다 다양
한 변주가 가능한 전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래서 2021년 폭넓은 동시대 미술을 조
명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사옥,
ST송은 빌딩을 건립했다.
송은(SONGEUN)은 신사옥 내에 새롭게 개관하
는 문화공간이다.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에 대한 지
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독창적인 전시 및 프로그
램을 통해 미술과 대중을 연결하고 있다. 송은문화
재단과 건축사무소 헤르조그 & 드 뫼롱(HdM)이
협력 기획한 신사옥 건립 특별전 <Herzog & de
Meuron. Exploring SongEun Art Space>를 시
작으로 활발하게 관객을 만나고 있다. ST송은은
HdM이 한국에서 진행한 첫 번째 건축물이다.
매일 11:00~18:30(일요일 휴무)
02-3448-0100
도산대로 441
songeun.or.kr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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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일지아트홀
일지아트홀은 연극, 콘서트, 뮤지컬, 팝페라 등 공연
뿐만 아니라 팬미팅, 파티, 강연, 패션쇼 등의 행사
가 열리는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이다. 블락비, 방탄
소년단, 제국의아이들 등 케이팝 스타들의 단골 쇼
케이스 장소로도 유명하다. 또 드라마 <상속자들>
배우 박신혜, 최진혁의 팬미팅과 팬사인회가 열리
기도 했다. 쇼케이스, 팬사인회 스케줄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다.
02-6927-5076
선릉로 806
ilchiarthall.com
방탄소년단, 마마무, 아이유

P 피규어 뮤지엄 W
피규어 뮤지엄 W는 피규어 및 토이를 테마로 한 테
마파크. 만화 속 캐릭터부터 스크린 속 히어로들까
지 다양한 피규어를 전시하고 있으며 구입도 가능하
다. 상설 전시되고 있는 <MY TOY>는 전 세계에 하
나뿐인 한정판 피규어부터 실제 영화 촬영에 등장한
피규어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하이라이트의 손동운
등 많은 스타들이 피규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스타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다.
화-금 13:00~17:00 / 토-일 11:00~18:00
(월요일 휴무)
02-512-8865
선릉로158길 3
iguremuseumw.co.kr
어린이 12,000원 / 청소년 13,500원 / 성인 15,000원
손동운(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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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COURSE│3

뉴 & 핫 스폿
보메 청담
2021년 5월 문을 연 신생 레스토랑이다. 맛과 멋

는 패션브랜드 ‘보메 청담’이 있어 의류와 액세서

과 분위기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셀럽들

리, 패션 오브제를 구매할 수 있다.

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 웨이팅은

스타라면 예술적 감성과 감각적 스타일을 먼저 알

기본이고 야외 테라스 자리는 쉽사리 기회가 나지

아보는 법,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으로 세계

않을 정도로 인기다.

드라마 팬들에게 얼굴을 알린 이진욱은 보메청담

보메 청담에서는 아시안의 입맛과 이탈리아인의 취

연예인 목격담에 자주 등장하는 셀럽이다. 배우이

향을 접목시킨 퓨전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신선한

자 가수 정지훈(비)과 손흥민, 주지훈 등도 종종 들

회와 우아함이 가득한 요리, 캐주얼한 점심식사부

른다고.

터 분위기 있는 저녁까지 준비되어 있다.

매일 11:00~02:00

보메 청담에는 아트와 패션이 공존한다. 콘크리트

02-515-0528

마감과 다크한 대리석 공간에 직선의 가구와 곡선

선릉로152길 40 1층

의 조명이 조화를 이룬다. 높은 층고, 넓은 공간, 회

bomecheongdam.com

화들, 오브제들이 상상력을 자극한다. 공간 한쪽에

뽈뽀 27,000원 / 비프타르타르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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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셀럽들이 자주 가는
쇼핑 스폿은 여기!
청담동 명품거리에는 프리미엄 편집숍
10꼬르소꼬모와 연예인이 착용하는

압구정역

희귀템을 구매할 수 있는 분더샵이 있다.
압구정 애딕티드는 샤이니 태민이 방문했던
수입 의류 편집숍이며 가로수길 프리카주얼리는
방탄소년단 지민 팔찌로 유명한 곳!

가
로
수
길

7

프리카주얼리

논
현
로

2분

압구정
로데오역
3번 출구

2분

1

10꼬르소꼬모

5분

2

분더샵

3

보메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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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백화점 서관

압구정

로

압구정 로데오역
3번 출구

1

2

고센
4

리

분더샵

6

품거

동명

5

애딕티드

청담

10꼬르소꼬모

청담동

3

보메청담

도산공원

거리

학동 사

대로

도산

선
릉
로

6분

14분

4

도산공원

지하철 37분
36분

8분

5

애딕티드

6

고센인코퍼레이티드

7

프리카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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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등학교

FNC 엔터테인먼트
루카 511

K-S

tar R
OAD

프리티살롱

텐파마라탕 마라샹궈
잔비워
페어링룸

SMT HOUSE

아이엠씨
갤러리 오 스퀘어

청담동
주민센터

청담
사거리
도산대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청담근린공원

7호선
청담역

로

C 카페 & 바

삼성

R 레스토랑

S 쇼핑
B 뷰티
P 볼거리 & 놀이
A 에이전시

판타지오

영동
대교

D

영
남단 동대교
교차
로

E 차이나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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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사이에
위치한 핫 스폿 13

뷰티블르바드

원

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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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링룸│텐파마라탕 마라샹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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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 HOUSE 차이나룸│아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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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비워│뷰티블르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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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티살롱│갤러리 오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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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판타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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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취향│D

ZONE

으로 방문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은 SM 소속 아티
스트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다.

내 아티스트의
감성지대
청담사거리 - 영동대교 남단

이처럼 한류스타팬들은 청담동에 오면 아티스트가
즐겨 먹는다는 카페 메뉴를 맛보고 스타의 비주얼
과 캐릭터 디자인이 담긴 기념품을 구매하거나 둘
러보는 것만으로도 스타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
쉬움을 달랠 수 있다. 또한 연예인 전문 헤어메이
크업 스튜디오나 피부관리숍도 많아 연예인의 특

강남구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청담동. 7호선

별한 관리 비법을 체험할 수 있다. 배우 황정음과

청담역 주변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

송지은이 회원인 명품 에스테틱 숍에서 피부와 몸

먼트 등 수많은 연예기획사를 품고 있어 유명 배우

매 관리도 받아보자. 브런치 카페나 레스토랑, 연

나 아이돌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팬들이 많다.

예인들의 회식 장소와 들러보기 좋은 갤러리도 함

특히 그동안 카페, SM타운, 레스토랑 등을 운영

께 소개한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하면서 팬들과 가깝게 교감해왔던 SM엔터테인먼

알려진 프렌치 레스토랑은 물론 방탄소년단 정국

트는 이제 성수동 시대를 열고 있지만 팬들은 청담

과 아스트로 차은우 등 97년생 멤버들이 치맥을

사옥 시절을 추억하면서 SMT HOUSE를 지속적

즐긴 주점 등 스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D zone

62

R 길목
이름도 정겨운 ‘길목’은 대로변을 벗어나 있다. 이상
한 건 청담역 2번 출구에서 2분 거리! 그럼에도 불구
하고 주변은 조용하고 먹을 데라고는 오직 ‘길목’뿐
인 것 같다. 모퉁이만 돌면 전혀 다른 공간처럼 고요
속에 길목만 북적대고 웃음소리, 말소리가 넘친다.
테이블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매번 기다려야하는 숙
명의 공간! ‘투뿔목살’에 모듬야채 한 쟁반을 맛보았
다면 이마저도 즐거운 의식이 된다.

평일 16:00~23:00
토 13:00~23:00(일요일 휴무)
0507-1406-9710
영동대로129길 10 진성빌딩
투뿔목살 16,000 / 특오겹살 16,000
전지현, 조세호, 이상윤

R 루카 511
럭셔리한 유럽풍 외관이 인상적인 이탈리안 레스토
랑이다. MBC 드라마 <보고싶다>, SBS 드라마 <별
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이며 ‘도심 속 작은 유럽’이
라는 콘셉트에 맞게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국
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등급 한우
에 포트 와인 소스와 여러가지 계절 채소가 어우러진
안심 스테이크가 가장 사랑받는 메뉴다.

11:30～22:30
런치 11:30～14:00 / 디너 17:30～22:30
02-540-6640
도산대로81길 40
instagram.com/luka511_seoul
런치 코스 59,000～79,000원
디너 코스 150,000～170,000원, 단품도 가능
윤은혜, 김수현

63

K-Star Road

R 페어링룸
이탈리아 음식점. 음식과 와인을 페어링하고 디저트
와 티를 페어링 하는 곳이다. 동양과 서양의 요리가
페어링 된 곳. 매일 달라지는 글라스 와인으로 전문
화된 곳이기도 하다. 고급스러운 맛과 인테리어로 고
백하기 딱 좋은 곳. 단체석도 있어 축하모임에도 제
격이다. 페어링룸의 시그너처 메뉴 항정살 페퍼 메주
파스타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그 환상적인 합에 모
두 놀라워한다.

평일 11:00~23:00, 주말 10:00~23:00
010-3100-8861
도산대로81길 14 청담동
blog.naver.com/pairingroom
항정살 페퍼 메주 파스타 22,000원
트러플 파케리 파스타 22,000원
김지수, 이민정

R 텐파마라탕 마라샹궈
NCT멤버 천러의 지인이 운영하는 중국요리 맛집이
다. NCT 팬이라면 한 번쯤은 와야 할 필수코스로 여
겨진다. 점심 메뉴로도 좋지만 저녁에는 간단히 술
한 잔 하기에도 좋다. 독특하면서도 온전히 중국식으
로 요리되는 청담동 찐 맛집으로 유명하다. 인기 아
이돌 NCT, 작곡가 김형석, 악동뮤지션 수현, 오세득
배우 등 많은 연예인들이 하트 백만 개를 날린 인기
만점 업체다.

매일 11:00~23:00(일요일 휴무)
02-511-2128
압구정로79길 49 1층
instagram.com/tenpa_spicyhotpot
마라탕 100g 1,700원 / 마라샹꿔 100g 3,500원
꿔버로우 18,000원
천러, 런쥔(NCT) 수현(악동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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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MT HOUSE 차이나룸
SM엔터테인먼트 외식사업부 SM F&B 매장이다.
중식 코스 전문이며 SM답게 세련된 서비스와 동양
적인 감성으로 다양한 취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차이나룸은 음식 맛이 좋고 정갈하
다. 재료의 향이 그대로 전해지고 식감 또한 훌륭하
다. 검증된 정통 중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
길 수 있다. EXO, NCT 등 SM엔터테인먼트 그룹
소속 연예인이 자주 방문한다.
평일 11:30~15:00 / 주말 17:30~22:00
02-515-9203
압구정로79길 58 3층
런치 새 코스 45,000원
디너 꽃 코스 68,000원
EXO, NCT

C 아이엠씨
걸 그룹 소녀시대, 배우 이연희, 박서준과 스포츠 스
타 이용대 선수도 줄을 서게 하는 마성의 빙수 전문
점. 요리 대결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 셀러브
리티>에서 요리 실력을 뽐냈을 뿐 아니라 미식가로
도 유명한 헨리 역시 이 집의 빙수 맛에 감탄했다고.
최고 인기 메뉴는 망고 빙수와 멜론 빙수다.

평일 10:00~23:00 / 일요일 12:00~22:00
02-511-5512
압구정로 461 지하 1층
비타민티 8,000원 / 빙수 16,000～22,000원
이연희,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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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잔비워
잔비워는 안주가 맛있기로 유명한 주점이다. 이곳의
주력 메뉴는 중독성 강한 프라이드치킨과 매일 신선
한재료로 조리한 특제 소스를 곁들인 골뱅이 소면. 소
속사가 밀집된 곳에 자리하고 있어 연예인과 방송 관
계자들이 가볍게 치맥을 즐기고 싶을 때 찾는다. 손님
들 사이에서 연예인 일번지로 통할 정도. 한류 1세대
가수 보아, 강타 등 SM 소속 연예인을 비롯해 꽃미남
록 밴드 FT아일랜드도 이 집의 단골손님이다.

17:30～07:30(명절 당일 휴무)
02-540-3392
도산대로89길 17
프라이드치킨 19,000원 / 맥주 4,000～20,000원
이홍기, 보아

B 뷰티블르바드
뷰티블르바드는 1회 시술만으로 허벅지 둘레가 3cm
줄어든다고 하여 화제가 된 청담동 에스테틱. 한
TV 프로그램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2.5cm가 줄어 화제를 모았다. 뽀얀 피부와 탄력 있
는 S라인 몸매를 자랑하는 황정음과 송지은이 이곳의
회원이다. 코엔자임 Q10 전신 관리 프로그램이 인기
가 높다고 하니 연예인처럼 완벽한 몸매를 원한다면
도전해볼 것.

11:00~23:00
02-518-8066
학동로97길 38 더하우스 4층
btblvd.com
페이스 77,000～220,000원
보디 550,000원
황정음, 이특(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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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리티살롱
한류스타 연예인의 단골숍으로 입소문 난 강남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붙임머리 전문점. 15년 이상의 시
술 노하우가 집약된 프리티살롱만의 1:1 맞춤형 더
블슬림땋기 기술은 독보적이다. 꾸준히 인기가 많은
수지의 웨이브 붙임머리부터 블랙핑크 제니의 카키
브라운 긴 머리, 로제의 핑크 베이지 금발 긴 머리도
이곳에서 탄생했다.

11:00～19:30(라스트오더 18:00)
070-8234-0000
도산대로81길 51 4층
instagram.com/pretty.salon
더블슬림땋기 붙임머리 380,000~440,000원
송혜교, 블랙핑크

P 갤러리 오 스퀘어
2019년 가을 청담동에 문을 연 갤러리 오 스퀘어
는 자연광을 끌어들여 전시가 가능한 특별한 콘
셉트의 갤러리다. 세계적 도예가 이헌정의 ‘The
Journey’ 개관전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개성 있고 감각적인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들을 소개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공모를 통한 신진작가전을 개최하고 있어 유망한
청년 작가의 작품도 접할 수 있다.
월-금 10:00～18:00
02-511-5552
압구정로 461 네이처포엠 3층
osquaregallery.com
한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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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NC 엔터테인먼트
FT아일랜드, 씨엔블루, 엔플라잉과 같은 꽃미남 밴
드그룹의 매니지먼트에 특화된 연예기획사. 이 외
에도 SF9, AOA 등의 보이・걸그룹과 정해인, 이동
건 등의 배우 라인, 노홍철, 문세윤, 이국주 등의 엔
터테이너 군단까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FNC
STORE를 방문하면 소속 아티스트들의 MD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02-517-5426
도산대로85길 46
fncent.com
정해인, 엔플라잉, AOA

A 스타쉽엔터테인먼트

A 판타지오

K-스타로드 주변에는 유명 연예기획사들이 많다. 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팬을 확보한 최유정, 김

타쉽엔터테인먼트는 가수들과 연기자 매니지먼트를

도연이 멤버로 있는 위키미키, 아스트로, 그리고 가

주축으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이자 배우 옹성우의 소속사다. 판타지오는 매니지

국내외 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몬스타엑스와 우주소

먼트, 음반 제작, 영화 및 드라마 제작, 해외 공연 사

녀,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의 배우 박희순, 유

업 등 활발하게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국내 종합

연석, 이광수, 이동욱 등 한류스타들이 포진해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02-592-4000

02-543-5564

삼성로146길 4-5

삼성로 648

starship-ent.com

fantagio.kr

이동욱, 김광수, 임수정, 박희순

위키미키, 아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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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브런치 즐기듯 가볍게!

압구정로

갤러리 산책
브런치 먹고, 그림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감성을 채우고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도산공원과 청담동 명품거리 곳곳에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

도선공원

미술관과 갤러리가 있어 현대 미술 트렌드가
녹아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K현대미술관 2

1

오페라갤러리

대로

도산

11분

압구정
로데오역
5번 출구

9분

1

오페라갤러리

4분

2

K현대미술관

3

버터핑거팬케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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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백화점 서관

압구정 로데오역
5번 출구

K-S
TAR

ROA
D

압구

7

정로

4

루카 511

피규어뮤지엄W
갤러리 오 스퀘어

6

5

청담동

송은 3
버터핑거팬케익스

도산대로
거리

학동 사

삼
성
로
선
릉
로

11분

3분

4

피규어 뮤지엄 W

6분

5

송은

4분

6

갤러리 오 스퀘어

7

루카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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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방탄투어

팬클럽 ‘아미’ 모여라!
방탄소년단이 데뷔 전부터 자주 간 유정식당,
방탄 보컬 라인이 버스킹했던
학동공원을 돌아보자. K-스타로드에서
BTS 강남돌과 사진 찍는 건 기본!
정국이가 다녀간 방탈출카페에서 신나게 놀고
V앱 빌보드 수상 공약 먹방 장소인 우가에서
숙성 꽃등심도 즐겨보자.

가
로
수
길

1

유정식당
신사역 1번 출구

2

학동공원

12분

7분

신사역
1번 출구
1

유정식당

2

학동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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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압구정역

3

K-

압구정
로데오역

홀릭이스케이프
4

ST
AR

RO
A

D

청담동

5

우가

도산공원

학동 사거리

선
릉
로

지하철 27분
39분

8분

3

K-STAR ROAD

4분

4

홀릭이스케이프

5

우가

ETC. ZON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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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코엑스

코엑스는 최고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스타필드 코엑
스몰, 호텔, 백화점, 면세점, 아쿠아리움,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특히
면세점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로드숍이 밀집해 있
어 원스톱 쇼핑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은 물론 스타들을 초대하는 특별 시사회,
한류 스타 팬미팅, 쇼케이스가 자주 열린다. 코엑스
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드라마
<신사의 품격>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전시회 : 행사별로 상이
스타필드 코엑스몰 : 10:30～22:00
02-6000-0114(코엑스몰 02-6002-5300)
영동대로 513
coex.co.kr

P 별마당 도서관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은 총 5만
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인문, 경제, 취미 실용
등 분야별로 다양한 도서가 구비되어 있고 외국 원
서 코너, 유명인의 서재 코너, 아이패드로 볼 수 있
는 EBook, 특히 해외 잡지까지 총 6백여 종의 잡
지를 모아 놓은 잡지 특화 코너는 일반 도서관과 차
별화된 별마당 도서관의 장점이다. 저자들과 직접
만나는 토크 쇼와 시 낭송회, 명사를 초청하는 강연
회 및 음악이 함께하는 북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전개된다.
10:30～22:00
02-6002-3031
영동대로 513
starfield.co.kr/coexmall/entertainment/libra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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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거리

SPECIAL
& FEATURE
K-스타로드를 중심으로 한류 드라마&영화 촬
영 장소, 문화와 생활까지 배우는 원데이 클래
스 그리고 압구정동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분식
로드와 미슐랭이 사랑한 맛의 향연을 만난다.

76 K-MOVIE & DRAMA 강남 촬영 스폿
80 CULTURE & LIFE 원데이 클래스
82 K-BUNSIK 압구정 분식로드
84 K-QUISINE 미슐랭 '스타'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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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VIE & DRAMA

강남 촬영 스폿 "잇(IT) 플레이스"
넷플릭스에서 K콘텐츠 열풍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이 서 있던 레드카펫 계단은 어디? 강남에는 분위기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아
각종 드라마와 영화, 예능, CF 및 뮤직비디오의 단골 촬영지이다.
재미있게 본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직접 방문하여 영화 속 주인공들이 나온 장소에서
그들이 즐겼던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될 것!

여왕들의 정원

퀸즈파크 청담점
'퀸즈파크'는 영국풍 자연주의 다이닝 레스토랑이

사주는 예쁜 누나 외에도 다양한 작품에 등장하

다. 브런치는 물론 특급 호텔급 파스타와 스테이

여 극의 품격을 높였다. 소녀시대, 아이유, 차은

크, 코스 메뉴 등 다양한 식사와 와인을 즐길 수

우 등 스타와 셀럽들도 자주 찾는다.

있다. ‘와인 & 다이닝’ 공간 퀸즈파크는 최상의

주중 11:00~22:00, 토-일 10:00~22:00

건강한 맛을 전하기 위해서 신선한 제철 식재료

02-542-4073

를 사용하여 쉐프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정직하

압구정로60길 22

게 요리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이태원클라쓰, 스토브리그, 밥 잘

이태원클라쓰(2020), 스토브리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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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크레도 청담점
독일 커스터마이징 주얼리 브랜드. 100년 전통
의 유럽 명품 주얼리로 독일 장인이 직접 제작해
주는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맞춤 웨딩밴드다.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보고, 특별한 의미의 각인도 새
길 수 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수준
의 역량과 세심함으로 독일의 Pforzheim에 있는
공장에서 아크레도만의 합금을 만드는 것을 전문
으로 한다. ‘사랑의 불시착’ 손예진이 극중 패션
브랜드 CEO로 개업축하 쇼를 하는 곳이 바로 아
크레도 청담점이다.
토-일 10:00~20:00, 평일 10:30~20:00
0507-1355-6211
압구정로 410
acredo.kr
사랑의 불시착(2020)

스타 분위기 맛집

스케줄청담
김혜수와 주지훈의 불꽃 케미스트리로 사랑받은
SBS드라마 ‘하이에나’, 스케줄청담에서 촬영한 장
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이곳은 SNS에서 핫한 분
위기 맛집으로 브런치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
다. 와규 스테이크와 밀푀유 포테이토, 화이트 라
구 스파게티를 비롯해 크로플, 망고 빙수 맛집으로
도 등극했다. 하이에나 변호사들의 세련미와 자신
감에 어울리는 인테리어와 서비스로 사랑받는 곳.
11:00~05:00(브레이크타임 16:00~17:00)
02-542-5550
선릉로152길 21
하이에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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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명문 스테이크하우스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현빈, 손예진 주연의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1화에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입구가 잠깐 나온
다. 바로 상우(정경호 분)와 세리(손예진 분)의 데
이트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히는 장면! 뉴욕 정통
스테이크 맛집으로 정평 난 곳으로 USDA 프라
임 등급 소고기를 드라이 에이징한 포터하우스
스테이크가 대표 메뉴다. 한국1호점. 2020년 네
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한 이용자로부터 가장 사
랑 받은 식당으로 선정됐다.
11:00～23:00
02-556-8700
선릉로152길 21
사랑의 불시착(2019)

주인공이 선망한 대상

도산공원, 압구정 로데오, K스타거리, 서울시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투어 버스 등이 가까운 가성비 좋은 호텔이다. 프

SBS 드라마 ‘하이에나’에 잠깐 등장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은 골드바 형태의 외관이

리미엄 더 블룸은 시티뷰를 즐기기 좋은 객실로
손꼽는다.

눈에 띄는 4성급 호텔이다. 변호사 정금자(김혜

02-2160-8900

수 분)가 매일 호기롭게 올려다보던 건물이 바로

도산대로 203

이곳! 가로수길에서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고

하이에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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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가 체질’

AY 라운지
고풍스럽고 엔틱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AY 라운
지는 수많은 예능, 드라마, CF를 촬영한 강남의
핫플레이스다. JTBC 코믹멜로드라마 ‘멜로가 체
질’에서 한주(한지은 분)가 회사 대표와 함께 술
을 마신 라운지 바 촬영지도 이곳! 인스타에서 소
문난 강남 데이트 코스, 생일파티 축하 장소로셀
럽도 많이 찾는다. 인스타 감성 넘치는 셀피라면
AY가 제격이다. 특별한날 특별한 장소를 찾고 있
다면 여기에서라면 무엇이든지 성공이다.
화-목 18:00~01:00 / 금-토 18:00~03:00
(일-월 휴무)
02-552-8199
강남대로92길 13
멜로가 체질(2019)

방탄소년단의 생일 케이크 ‘루시’

기욤 청담점
썸 타는 남녀의 스토리를 담은 채널A ‘하트시그
널 시즌2’에서 화제가 된 기욤 청담점의 마카롱.
8회 데이트코스에서 인기 출연자 김도균이 청
담동까지 가서 마카롱을 사 와 임현주에게 감동
을 줬다. 프랑스 디저트 카페 기욤(Guillaume)
은 방탄소년단 제이홉 생일기념 V앱에 나온 케이
크 ‘루시’와 에클레어도 맛있기로 유명하다. 프랑
스인 오너와 파티시에가 운영하는 정통 프랑스식
유기농 베이커리 카페.
일-목 10:00～24:0 / 금-토 10:00～01:00
02-512-6701
선릉로152길 17
하트시그널 시즌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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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클래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2020)’에서 박새로이(박서준 분)가 운영하는 단밤포차에 나오는
두부찌개나 주꾸미볶음 요리를 배워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한국 인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건강한 한식과 집밥, 디저트를 만들어볼 수 있는 쿠킹클래스 체험 공간을 소개한다.
플러스! 여행 속에서 책 말고 그림을 그려보자. 커피와 함께 또는 진지한 접근도 좋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나의 팔레뜨!

심플 키친 쿠킹

현대카드 쿠킹라이브러리 쿠킹

K-푸드는 더 이상 로컬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책과 요리는 의외의 조합이지만 전통적으로, 또

부는 한식열풍! 심플 키친은 집처럼 꾸며진 아늑

문화적으로도 잘 어울려온 장르다. ‘쿠킹’이라는

한 공간에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셀

주제로 일상에 영감을 채워주는 미식의 세계. 압

프 키친이자 파티룸이다. 소규모로 진행하는 쿠

구정동에 있는 현대카드 쿠킹라이브러리는 1만

킹클래스는 월별로 달라지는 파티 요리나 드라마

여 권의 요리 서적이 있는 2, 3층 라이브러리부

에 나온 한국식 집밥과 영화 속 먹방 음식을 만들

터 1층에는 맛과 향이 좋은 캐주얼 레스토랑&카

어보고 시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드라마 전문 푸

페 델리를 운영하고 있다. 유명 셰프가 시연하는

드 스타일리스트와 원하는 음식 테마를 상의 후

쿠킹클래스와 셀프 쿠킹, 캐주얼 다이닝까지 한

먹음직스러운 한국 요리를 완성해보자.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매일 08:00~22:00

화-토 12:00~21:00 / 일・공휴일 12:00~18:00

02-512-1341

02-513-2900

학동로 19길 24

압구정로46길 46

sympl.co.kr

dive.hyundaicard.com/web/cooking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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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쿡 청담 쿠킹
한국 가정식의 대가 이종임 요리연구가와 함께하
는 쿠킹클래스로 전통 한식부터 현대적 감각을
더해 재해석한 이색 메뉴까지 체험할 수 있다. 한
국식 쯔유를 활용한 채끝 스테이크나 명절 음식
인 삼색전(육전, 새우전, 녹두전) 등의 요리법을
배우고 만들며 맛있게 시식해보자. 제철 재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한 원데이 클래
스,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외국
인을 위한 한식 클래스 등 다양하다.
02-542-5550
도산대로61길 27
soodocooking.co.kr
프라이빗클래스, 원데이클래스, 외국인한식클래스

아워드로잉 드로잉
카페같은 분위기에서 쾌적하게 그림을 배울 수
있다. 가로수길 제일의 감성공간을 자랑하는 아
워드로잉은 여행 속 또 하나의 휴식과 힐링을 제
공한다. 그림이 처음이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초드로잉부터 유화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다. 1대1 맞춤으로 2시간의 예술여행을 시작하
자. 언제나 그랬듯 이 여행도 시간순삭! 평일, 주
말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 가능하다. 낯설지만 즐
거운 경험 원데이 클래스의 시작은 드로잉이다.
월-금 11:30~22:30 / 일 11:30~19:00
010-6586-1060
압구정로10길 40 우송빌딩 5층
blog.naver.com/art_pinkpenguin
수채화 50,000원, 유화 80,000원
오일파스텔 40,000원 (각 2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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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NSIK

압구정 분식로드
K-분식이 인기다. 라면, 김밥, 만두, 떡볶이까지!
어디에 가면 내 스타가 좋아하는 분식을 먹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K-분식의 세계 그 첫 걸음을 가볍게 시작해보자.

루비떡볶이
새우깡떡볶이와 소세지김밥으로 유명한 압구정
분식집이다. 대한민국 맛집 지도를 그렸던 전설
의 프로그램 수요미식회에 연예인들의 떡볶이 집
으로 나와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연예인과 셀
럽들이 김밥을 사가기로 유명하다. 맛있게 매운
맛을 보여주는 분식집이다.
월-토 11:30~21:30 / 일요일 12:00~20:00
02-516-7147
선릉로153길 21 1층
새우깡떡볶이 5,500원 / 소세지김밥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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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강쇠떢볶이
압구정동에서 가래떡 떡볶이로 유명하다. 가래떡
볶이는 아침마다 새로 뽑은 떡으로 만든 국물 떡
볶이다. 강쇠범벅세트는 떡볶이 위에 모듬으로
튀김이 올려져나온다. 순대를 추가하면 같은 듯
다른 맛을 느껴볼 수 있다. 튀김은 바삭하고 떡은
쫄깃하다. 단맛과 매운맛이 절묘해 자꾸만 먹고
싶어지는 맛이다.
월-금 11:30~01:00 / 토 11:30~24:00(일요일 휴무)
0507-1331-9978
도산대로46길 21
떡볶이 3,500원 / 수제튀김 3,500원

푸드2900 논현시티점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임에도 셀럽들이 차를 대고
줄서서 기다리는 소세지 김밥집으로 알려져있다.
프랜차이즈답게 다채로운 메뉴가 강점. 라면의 종
류도 다양하다. 간단한 한끼 식사용 덮밥이나 양
푼비빔밥,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다.
02-515-3571
도산대로50길 16
김밥 25,00~4,000원 / 치즈라면・떡라면 4,000원

소스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올 법
한 오두막집 외관의 동화 같은 가게. 알 만한 사
람들은 다 아는 추억의 ‘옛날왕돈까스’ 맛집이다.
두툼한 달달함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길. 저녁
에는 파스타, 튀김, 우동, 떡볶이 등 다양한 사이
드 메뉴와 함께 시원한 생맥주 한잔이면 여행의
피로가 싹-!
평일 11:30~21:00 / 토요일 11:30~21:00
02-518-3177
삼성로146길 4
옛날왕돈까스 12,000원 / 뚝배기 파스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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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UISINE

미슐랭 ‘스타’를 만나다
1900년 도로 운전자를 위한 정보 책자로 시작하여
세계적 명성의 미식가이드로 신뢰를 얻고 있는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 서울 2022에 선정된 월드 클래스 미식가(家) 4곳을 만난다.
새롭고 신기한 서울에서 ‘별’을 즐겨보자.
https://guide.michelin.com/kr/ko

가온 미슐랭 3스타
이름처럼 고요하고 품격 있는 식당이다. 가온은

목-토 12:00~22:00(브레이크타임 14:30~17:00)

미슐랭 가이드 서울이 2017년 처음 발간되면서

화-수 17:00~22:00(일-월 휴무)

부터 이후 연속으로 3스타를 유지하고 있는 한식

02-545-9845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가장 귀했던 한 사람, 왕의 하루 수라상에 담겼던
식치(食治)의 흐름을 가온 코스요리에 담아냈다.
가온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데에는 무엇보다 우
리 산천과 바다에서 철따라 얻은 재료로 풀어냈
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맛’이 있다.

도산대로 317, M층
온날 코스(점심) 120,000~159,000원
가온 코스(저녁) 240,000원
gaon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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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미슐랭 가이드 선정
프렌치, 이탈리안, 재패니즈를 접목하여 요리에
대해 열린 생각들을 실현하는 레스토랑이다. 식
재료에 대한 셰프의 남다른 열정과 고집이 톡톡
의 맛을 만든다. 최상급의 희귀한 식재료를 활용
한 요리를 선보이기도 하는데 오감을 자극하는
비주얼로 미식의 기쁨을 준다. 톡톡의 철학은 최
고의 식재료로 그 본연의 맛을 전달하는 것이다.
화-토 12:00~22:00 / 일 18:00~21:30

무오키 미슐랭 1스타

0507-1478-3030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언으로 ‘참나무’를 뜻하는

학동로97길 41 리유빌딩 3층

무오키는 박무현 오너셰프의 창의적이며 섬세한

평일 런치코스 75,000원 / 주말 런치코스 90,000원

컨템포러리 다이닝을 선보이는 공간이다. 우직함

restauranttoctoc.com

익스퀴진 미슐랭 1스타
한국적인 재료로 서양요리를 만드는 개성있는 레

으로 세계 각지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오너셰
프만의 스타일이 곳곳에 녹아있다. 뻔하지 않은
맛과 질감의 조화,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로 호기
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요리들을 선보인다.

스토랑이다. 메뉴마다 익스퀴진만의 창의적인 실
험정신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산지 직거래로 재
료가 싱싱하고 레스토랑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로

월-토 12:00~22:00(브레이크타임 15:00~18:00)
0507-1314-4171
학동로55길 12-12

맛을 돋운다. 좋은 재료 건강한 레시피에 합리적

런치 코스 78,000원 / 디너 코스 160,000원

인 가격까지. 점심과 저녁 코스메뉴와 그날의 재

muoki.kr

료와 주방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메뉴가 있다.
매일 12:00~22:00(브레이크 타임 15:00~18:00)
02-542-6921
삼성로140길 6 라파빌딩
점심 70,000원 / 저녁 140,000원
instagram.com/exquisine_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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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s

COEX 무역 센터, 경부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인천 국제공항 이용에도 편리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곳에 위치해있다. 7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332개의 안락한 객실과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다.
A

강남구 봉은사로 130

H

www.ambatel.com/novotel/gangnam/ko/main.do

P

02-531-6000

일본 온천 료칸을 이미지화한 일본 호텔 체인이다. 작은 일본을 들여놓은 것처럼
곳곳에 일본 분위기가 난다. 특히 조식은 일본풍이 제대로다. 호텔 조식과 인공

도미인 서울 강남

온천이 유명하다.
A
H

강남구 봉은사로 134

P

02-548-5489

www.dormy.co.kr

강남에서 남산뷰를 즐길 수 있는 깔끔하고 편안한 호텔. 종합전시장, 무역센터,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강남호텔

올림픽스타디움, 쇼핑타운 이태원과 강남역까지 인접해있어 즐거운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A

강남구 봉은사로 139

H

www.bestwesterngangnam.com

P

02-6474-2000

1982년 개관하여 강남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로컬 호텔로 성장해

삼정호텔

왔다. 웨딩호텔로 유명하며 올림픽공원이나 잠실 쪽 콘서트 관객이 자주 목격된다.
A

강남구 봉은사로 150

H

www.samjunghotel.co.kr

P

02-557-1221

서울의 감성을 대표하는 트렌드와 품격을 아우르는 강남의 IT 플레이스! 전 세계의
독창적인 호텔들을 선정하는 디자인 호텔스의 멤버로 ‘큐레이티드 라이프스타일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을 지향한다.
A

강남구 봉은사로 223

H

hglad-hotels.com/

P

02-6177-5000

호텔 1층에 위치한 유러피안 퀴진 428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제철 식자재를 활용한

호텔 크레센도 서울

새로운 미각을 즐겨보자. 강남 최고의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크레센도 루프탑
바는 필수 방문!
A

강남구 봉은사로 428

H

www.hotelcrescendo.co.kr

P

02-6230-8800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시작되는 강남의 중심에서 쇼핑과 여가, 비즈니스를 한 번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누릴 수 있는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비즈니스 호텔이다. 스카이라운지에서 꼭
식사해보시길 강추!
A

강남구 봉은사로 524

H

seoul.intercontinental.com/iccoex

P

02-3452-2500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은 압구정 로데오, 가로수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쇼핑은 물론 K-스타 거리, 서울 시티 투어 버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가까이
서 즐길 수 있다.
A

강남구 도산대로 203

H

www.marriott.co.kr/hotels/travel/selfg-four-points-seoul-gangnam

P

02-216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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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Road

베스트 웨스턴 호텔스 앤 리조트에서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인 라이프스타일 부티크
호텔. 세련된 젊은 감각이 강조된 인테리어와 안락한 객실이 편안함과 실용성을

에이든 바이
베스트웨스턴 청담

동시에 주고 있다.
A

강남구 도산대로 216

H

www.aidencheongdam.co.kr

P

02-6711-1234

모던 럭셔리 호텔을 표방하는 엔트라는 비즈니스와 쇼핑의 중심지인 청담동에 위치

호텔 엔트라

하며 펜트하우스, 레스토랑, 피트니스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 가성비 호텔.
A

강남구 도산대로 508

P

H

02-500-1500

www.entrahotel.com

예술과 문화의 공간을 추구하는 호텔. 로비에 분청사기와 한국화 등 한국의 전통

호텔 프리마

예술을 만날 수 있다. 뷔페 레스토랑은 유럽 황실 도자기 마이센 뮤지엄으로 격조를
높였다.
A

강남구 도산대로 536

P

H

02-6006-9114

www.prima.co.kr

강남, 신사, 청담, 삼성 등 '화려함'을 대표하는 지역들 중심에 있는 호텔. 오픈

L7강남(엘세븐)

테라스 바와 풋스파, 파티가 열리는 어퍼 하우스 스위트는 강남의 화려함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A

강남구 테헤란로 415

P

H

02-2011-1000

www.lottehotel.com

가장 진보된 서울을 만날 수 있는 호텔. 테헤란로의 중심에 위치해있다. 2020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한국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객실로
변모했다.
A

강남구 테헤란로 521

H

seoul.intercontinental.com/grandicparnas

P

02-555-5656

무역센터와 코엑스 맞은편에 자리한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다. 24층 초고층 로비에서

파크하얏트 서울

바라보는 도심 전경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격조 높은 분위기의 차별화된
다이닝을 추천한다.
A

강남구 테헤란로 606

H

www.hyatt.com/ko-KR/hotel/south-korea/park-hyatt-seoul/selph

P

02-2016-1234

스마트한 여행자들을 위한 글로벌 호텔 브랜드 글래드. 지나치게 고급화, 획일화한

글래드강남 코엑스센터

특급호텔과 디자인에 치중한 부티크 호텔들 사이에서 새로운 카테고리의 실용적
호텔을 제시한다.
A

강남구 테헤란로 610

P

H

02-6474-5000

https://glad-hotels.com/

코엑스와 봉은사가 한눈에 보이는 도심 호텔. 품격 있는 서비스, 강남 유일의 한강

호텔인나인

조망 스카이 뷰가 있는 호텔이다. 편리한 미팅룸과 연회 등 쾌적한 비즈니스라이프를
구현해냈다.
A

강남구 영동대로 618

P

H

02-311-9000

www.hotelin9.com

서울의 유행을 주도하는 강남, 지하철 청담역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행을

알로프트 서울
강남호텔

많이 다니는 젯셋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는 모토를 가진
호텔이다.
A

강남구 영동대로 736

P

02-510-9700

H

www.aloftseoulga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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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s

청담동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코엑스몰, 무역센터와 근접거리에 있다. 영동대교 남
단에 자리하고 있어 강북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24시간 비즈니스 센터

호텔리베라

시설 제공.
A

강남구 영동대로 737

H

www.hotelriviera.co.kr

P

02-541-3111

호텔 신라의 새 브랜드다. 강남 도심 시티뷰 306개 객실을 갖췄다. 인접 테헤란로
는 왕복 10차선 도로로 국제금융과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다. 차량 5분 거리에는

신라스테이 역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시대 왕릉이 있다.
A

강남구 언주로 517

H

www.shillastay.com/yeoksam

P

02-2054-9000

품격과 문화가 있는 유럽풍의 호텔을 지향한다. 특유의 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와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예술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갤러리를 닮은 ‘아기자기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이다.
A

강남구 언주로 640

H

www.imperialpalace.co.kr

P

02-3440-8000

모던한 감각과 감성을 지닌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호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디자
이너 스튜디오 피에트 분이 디자인한 편안하고 현대적인 분위기, 독창적인 241개

안다즈 서울 강남

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A

강남구 논현로 854

H

www.hyatt.com/ko-KR/hotel/south-korea/andaz-seoul-gangnam/

P

02-2193-1234

selaz
비즈니스맨과 도심 속 여유로운 주말을 선호하는 레저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강남

최적의 장소 테헤란로에 위치해있다. 317개 객실은 모두 이용에 최적의 조건으로
준비되어 있다.
A

강남구 삼성로 431

H

www.ambatel.com/ibisstyles/gangnam

P

02-3454-1101

모던하고 효율적인 150개 객실과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그랑 뉴브가 있다. 단순
한 숙박을 넘어선 비즈니스, 문화, 생활이 있는 복합공간을 꿈꾼다. 선릉역 주변이라

호텔 뉴브

강남과 분당권까지 이동이 편리하다.
A

강남구 선릉로85길 6

H

www.newvhotel.com

P

02-740-5000

무엇보다 넓고 깨끗한 객실을 칭찬하는 이용객들이 많다. 심플 모던한 인테리어가

보리호텔

시선을 끌고 인스타 감성 스폿이 많다. 아담한 외관이 감각적 건축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부띠크 호텔.
A

강남구 역삼로 160

H

www.boreehotel.com

P

160 02-553-5551

대한민국 최초 제 1호 힐링케어호텔. 도심 속에 숲을 가꾼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식과 치유, 행복과 안정이 포레힐의 슬로

포레힐호텔

건이다.
A

강남구 학동로 117

H

www.foreheal.com

P

02-511-8810

Memo

Memo

강남 한류스타거리 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