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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매운탕 D7 시원하게 펼쳐진 강변을 배경

  .다이적상인 고깊 이맛 탕운매물민 종각 로으

 강천면 강문로 254  031-885-1889 

MENU 곰치국, 아귀탕.찜, 코다리찜

61

허수사 E2 여주시 최초의 일식초밥집으로

특제소스 전어젓갈이 해초쌈을 더욱 맛있게 한다.

강변로 82  031-884-5622 MENU
해초쌈특정식, 해초쌈모듬정식, 보리굴비정식

128

두메꽃 F1 넓은 주차공간과 산책로가 마련되

어 있고 한적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우암로 138-1  031-886-2988 

MENU
 

쌈밥한정식, 능이버섯한방백숙(닭, 오리)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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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립폰박물관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세종대왕릉세종대왕릉 도자기축제 당남지구 강천섬 신륵사남한강

시흥식당 C4 쫄깃한 살을 맛볼 수 있는 닭백

숙과 큼직한 두부가 한가득한 동태전골. 

흥천면 효자로 169  031-883-0363

MENU 삼겹살, 닭백숙, 김치찌개, 동태전골

29

금반향숯불갈비 C3 숯불에 그윽하게 구워내

는 엄선된 갈비맛, 가격, 서비스 모두 감동이다. 

 흥천면 장등말길 2  031-632-0333 

MENU 차돌박이, 왕갈비, 항정살, 삼겹살

28

흥천한우소고기직판장 C4  직접 잡아 요리

하는 한우요리에 푹 빠져볼 수 있다.

 흥천면 부흥로 560  031-881-6958

MENU 꽃등심, 차돌박이, 육회비빔밥, 냉면

31

점봉한우방 E6 친절한 서비스, 신선한 고기, 

정갈한 밑반찬 3대 요소를 모두 갖췄다. 

 웅골로 20  031-884-7415 

MENU 등심, 청국장, 삼겹살김치찌개

99

여주막국수 D6 자전거길 근처에 있어 라이

딩 중에 들러보기 좋은 집. 

 강변유원지길 13  031-886-1148 

MENU  비빔막국수, 물막국수, 수제돈가스

88

차라도장뇌삼백숙  E6 건강한 토종닭으로 

요리한 군침 도는 백숙과 코스요리. 

 웅골로 79  031-881-5267 

MENU 장뇌삼삼계탕, 오리백숙, 다슬기해장국

100

여주천서리막국수  E6  매콤한 천서리 막국수,

푹 고아 쫄깃한 편육도 식욕을 돋운다. 

 세종로 361  031-883-0001 

MENU막국수, 갈비탕, 편육

91

재상막국수 F3 새콤하고 시원한 국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재상막국수로!  

 칠산길 3  031-884-3826 

MENU 동치미물막국수, 비빔막국수, 편육

98

어희 F3 싱싱한 회와 양념육수가 이색적인 

집. 물회에는 주인장의 자신감이 한가득.  

주내로 45  031-886-9977 

MENU 활어회, 생선구이, 민물매운탕, 회비빔밥

87

원두막식당 D7 강변공원 내에 분위기가 좋

은 한식당. 족구장 등 편의시설이 좋다. 

 강변유원지길 105  031-885-0073 
MENU

 

한방오리백숙, 한우불고기, 우거지갈비탕

97

알콩달콩손두부  F6 검은콩죽, 콩전, 두부탕

수 등 각종 두부요리로 든든하다.   

 장여로 1681  031-881-0046 

MENU 알콩달콩두부 한정식, 생두부김치, 두부탕수 

86

오명주부대찌개  E6  진한육수와 숙성된 김치로

만든 국물이 일품이다. 조리실이 보여 믿고 먹을

 세종로 369  031-883-5977 

MENU 부대찌개, 모듬스테이크, 왕만두

95

수 있다.

아그집쭈꾸미 F2 쭈꾸미의 매운맛이 입맛을 

당긴다. 연회석과 주차장이 완비되어 회식에도 

제격.  세종로 145-1  031-883-8585 

MENU 쭈꾸미볶음, 왕새우튀김, 제육볶음

85

베네베네 E6 파스타가 그리울 때, 정통 이탈

리안 요리가 먹고 싶을 땐 베네베네가 제격. 

 명성로 17  031-885-0709 

MENU
  

깔조네 피자, 크림 파스타, 뻬쉐 파스타

77

오리명가금수강산  E3  여주에서 오리 맛있

기로 소문난 곳. 가족단위 모임으로 인기.   

강변로 136  031-885-5293 

MENU징키스칸, 가마구이, 상황버섯오리전골

94

박대감참숯화로구이  F2  직원들이 직접 구

워주는 숯불 화로구이의 참맛!  

 세종로 79번길 17-14  031-882-1117 

MENU 한우갈비살, 소막창, 돼지왕갈비

76

오대산산채정식 F6 다양한 종류의 나물을 

맛볼 수 있다. 푸짐한 양과 맛에 입소문이  

자자하다.  장여로 1628  031-884-6342 

MENU 산채정식, 간장게장, 묵은지닭도리탕

93

삼구농원 E6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한 버섯으

로 고급요리를 즐길 수 있다. 

 세종로 517번길 55-18  031-884-0043 

MENU 버섯돈까스, 버섯두부덮밥, 버섯파스타

83

명품여주천서리막국수  F5 막국수로 유명한 

천서리 막국수를 여주아울렛에서도 맛볼 수 있다.

 명품로 370  031-8087-2676 

MENU 편육, 비빔막국수, 동치미막국수

75

예하랑 E6 매스컴에 소개되어 유명세를 탄 짬

뽕 전문점으로 대통령 전담 경력의 요리사가 

있다.  세종로 430  031-883-0116 

MENU 영계짬뽕, 탕수육, 양장피

92

산에산에 E6 다양하고 푸짐한 반찬으로 유명

한 한정식집. 좋은 품질의 여주쌀밥맛이 참 좋

은 음식점.   점봉길 72  031-883-4646 

MENU 한우등심, 생삼겹살, 한정식

82

대구왕뽈때기  F2  뽈때기요리전문점으로 

넉넉하고 푸짐한 맛을 보면 주인의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다.  세종로 79번길 17-9 

 031-885-0370 MENU 뽈때기찜, 뽈지리 

72

부부농장가든 E6 신선한 오리고기를 직접 재

배한 야채와 함께 맛볼 수 있다.  

 명성로 415   031-886-9233 

MENU 유황오리불, 고기쌈정식, 유황오리훈제쌈정식

79

남도밥상 F6 남도의 깊은 맛을 추구하며  

보약을 달이는 정성으로 만든 진짜 밥상. 

장여로 1626  031-884-0901 

MENU
  

갈치조림, 더덕구이, 전복토종닭누룽지백숙

71

주문진수산횟집  G2 싱싱한 생선회의 참맛과 

만두, 튀김, 계란찜 등 스끼다시도 푸짐. 

 세종로 237번길 3  031-883-9807 

MENU 모듬회, 해신탕, 조개찜, 매운탕

124

주막  H2  아삭한 야채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보리밥과 매콤한 쭈꾸미볶음이 인기. 

 세종로 292  031-885-9889 

MENU
 

보리밥, 시래기털레기, 쭈꾸미볶음 

123

제비골오리돌판구이 G2 갖은 야채들과 함께 

구워먹는 오리고기, 볶음밥은 진미 그 자체. 

교동로 166-1  031-884-0009 

MENU 오리로스, 더덕오리주물럭, 삼겹살

122

청심정 E2 참숯 위에서 구워지는 특대사이즈

의 민물장어는 어디서도 쉽게 맛보기 힘들다. 

 강변로 60  031-886-2580 

MENU참숯소금구이, 오리훈제, 민물장어

126

왕터민물매운탕 E2 칼칼하고 얼큰한 매운탕

이 맛있는 집. 시원스레 펼쳐진 강변이 맛을 더

해준다.  강변로 38  031-885-0223 

MENU 잡어매운탕, 쏘가리탕, 빠가매운탕

120

청기와한우촌 G2 임금님 수랏상 부럽지 않은

한정식의 향연. 육회부터 오리훈제까지 즐길

수 있다.  세종로 238  031-881-5884 

MENU

  

청기와한정식, 불고기한정식

125

마당집추어탕 E2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그만

인 추어탕과 고소한 추어튀김 덕에 단골손님이 

항상 많다.  우암로 23  031-882-5017 

MENU 추어탕, 추어튀김, 숙회

112

여내울순두부 E5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순두부집. 그 비결은 음식의 맛에 있다.

 여주남로 70  031-886-1282 

MENU 순두부, 콩국수, 두부보쌈

119

신돈대박삼겹살  H2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

의 삼겹살집. 튼실한 삼겹살이 입맛을 돋운다. 

 세종로 322  031-883-2201 

MENU
  

왕갈비,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

118

등대  F2 제철 해산물과 싱싱한 회! 주방장의

노련한 음식솜씨가 그대로 느껴지는 곳.

 세종로 40번길 5-1  031-886-0374 

MENU 바다회, 대구탕, 회덮밥

74

솔밭 F2 널찍한 대형 돌판에 구워먹는 오리가 

주 메뉴. 넉넉한 주차공간과 놀이공간도 구비. 

 향교2길 2  031-881-5892 

MENU 유황오리로스, 양념주물럭, 훈제오리

117

김가네밥상&화로구이 H2 한 상 가득 차려지

는 찬들은 입이 벌어질 정도. 알뜰한 가격~ 

세종로 318  031-882-6262 

MENU 황태밥상, 소갈비살구이, 돼지갈비

110

소양로가든 E1 돌잔치, 회갑잔치 등 단체행

사 장소로 인기 높은 곳. 음식의 맛 또한 출중

하다.  청심로 14  031-885-5002 

MENU

 

버섯불고기, 돼지갈비, 갈비탕

116

산채골 E2 곤드레밥과 더덕 취나물밥이 유명. 

담백하면서도 맛깔스러운 덕에 입소문.   

여흥로69번길 10-10  031-884-2727 

MENU 곤드레밥, 더덕취나물밥, 묵밥, 두부보쌈

115

근해동태찜 E2 좋은 식재료와 천연조미료를 

고집하는 주인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태요리

를 만든다.  여흥로 70  031-886-1371 

MENU 해물동태찜, 해물탕, 동태찜, 동태전골

109

불타는숯불닭갈비  E1  닭갈비 하나로 승부

하는 만큼 넉넉한 양과 맛을 자랑한다.   

여흥로 4번길 39-1  031-886-1778 

MENU
 

숯불닭갈비, 간장닭갈비, 치즈숯불닭갈비

114

교리여주쌀밥 H2 정갈하고 푸짐하게 차려나오는

한정식 맛집! 여주쌀로 지은 돌솥밥이 일품이다. 

 세종로 304  031-884-9997 MENU 쌀밥

한정식, 소불고기쌀밥한정식, 고등어구이정식 

108

맛고을 G2 삼삼한 양념의 명품돼지갈비가 인

기메뉴. 질 좋고 신선한 고기로 주변에서 많이 

찾는다.  세종로 244  031-883-5577 

MENU 왕갈비, 돼지갈비, 냉면, 소불고기

113

화림가든 F6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20여 가

지 반찬이 가득한 상차림은 보기만 해도 행복. 

 점동면 청안로 178  031-884-5689 

MENU 쌀밥정식, 간장게장정식, 불고기정식

20

토리샘 H6 예약제로 운영되는 농가맛집. 온갖 

향토음식을 맛보는데 이만한 곳이 없다. 

점동면 어우실길 67  031-882-7428 

MENU
 

바비큐, 손두부, 레스토랑 & 카페

19

MENU 산삼백숙, 토담한정식, 굴밥정식

토담집 G7 직접 담근 된장과 시골반찬에서 정

성을 다하는 구수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점동면 수롱길 56  031-886-3345 

18

장터골 F7 편안하고 넉넉한 분위기의 정통 토

속음식 전문점. 된장찌개 맛이 인상적이다. 

 점동면 점동로 124  031-884-3385 

MENU 육개장, 된장찌개정식, 사태짜글이

17

69 가장맛있는족발 F2  깔끔한 매장이 인상적인

족발집. 다양항 종류의 맛있는 족발을 맛볼 수 있다.

세종로 85 031-886-5849 

MENU족발, 보쌈, 냉채족발

나들목 E6 전통한정식 전문점 나들목, 고기맛

이 향긋하고 육질이 좋아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  

세종로 488-9  031-881-6077 

MENU 나들목정식, 불고기정식, 간장게장, 갈치정식

70

초계탕막국수 B1시원하고 진한 초계탕 국물과

살코기의 육질이 인상적인 막구수집이다.

 산북면 광여로 1024  031-884-7709 

MENU 초계탕, 막국수

39

두부고을해마루  C7  두부요리 전문점. 어느 

   .다한장보 을맛 울세켜치 를지엄 던르고 를뉴메

 북내면 당전로 113  031-884-1137 

MENU 콩물생두부, 두부버섯전골, 코다리정식

51

중암리손두부집 C7 소문난 두부 맛집! 국산

콩으로 직접 손두부를 만들어 더욱 고소하다. 

북내면 당전로 345-24  031-882-0079 

MENU 두부찌개, 두부김치, 청국장, 메밀묵밥

52

길조 C7 매콤 달콤 얼큰한 국물 맛이 어우러

진 해장국과 푸근한 식당 분위기도 만점.  

북내면 당전로 5  031-882-9220 

MENU올갱이해장국, 고사리된장국, 제주갈치조림

50

토담골 C7 특수비법으로 구워낸 오리진흙구

이가 일품. 미리 예약해야 그 진미를 맛볼 수 

있다.  북내면 당전로 53  031-885-7852 

MENU 한방오리백숙, 토종닭한방백숙, 오리로스

56

외룡묵밥집 C6 시원하고 깔끔한 묵밥이 맛있는

맛집. 부담없이 든든한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북내면 여양2로 699  031-883-7222 

MENU 묵밥, 손두부, 청국장

54

예닮골 D7 전통방식의 오래된 쌀밥 한정식집.

운치 있는 한옥에서 먹는 식사는 더욱 특별.  

북내면 여양2로 211  031-883-5979 

MENU
 

예닮돌솥정식, 예닮돌솥특정식

53

향촌왕족발 B5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족발과, 

진한 추어탕을 맛볼 수 있는 맛집. 

 대신면 여양로 1435  031-882-7720 

MENU 미니족발, 추어탕, 감자탕

48

강계봉진막국수 B4 대를 이어 전해오는 막국수의

부담없는 깔끔한 맛이 좋은 숨은 맛집이다.

 대신면 천서리길 26  031-882-8300 

MENU 편육, 물막국수, 비빔막국수

40

춘천본가닭갈비 B4 홍천강과 동강에서 직접 

채취한 다슬기요리를 먹다보면 어느새 힐링 또 

힐링.  대신면 여양1로 25  031-884-1909 

MENU 다슬기해장국, 본가닭갈비, 다슬기무침

47

두메촌 B4 쌀로 유명한 여주에서도 쌀밥 맛

있기로 입소문이 난 곳.  대신면 보통3길 5 

 031-882-0240 MENU 여주쌀밥돌솥정식, 

곤드레나물돌솥정식, 갈비찜돌솥정식

43

청초회무침 B5 싱싱한 광어, 우럭 등 다양한 

회에 알싸한 양념, 야채가 씹히는 맛이 최고.

 대신면  여양로 1451  031-883-5581 

MENU 활어회, 매운탕, 갈치조림, 동태찌개

46

두메산골 B5 언뜻 평범해 보이나 양념이 깊

게 밴 소갈비살의 맛이 끝내주는 숨겨진 맛집. 

 대신면 풍양1길 3  031-881-4063 

MENU 버섯불고기, 등뼈찜, 삼겹살

42

천서리막국수  B4  여주의 막국수집 중에서도

그 맛이 뛰어나 외지인도 즐겨찾는 대표 막국수집.̀

 대신면 여양로 1974  031-883-9799 

MENU 편육, 비빔막국수, 동치미막국수

45

단골집 B5 30년 전통의 어머니 손맛이 느껴

지는 사태찌개 한 그릇이면 거뜬. 

 대신면 여양로 1460  031-884-7607 

MENU 사태찌개, 섞어찌개, 삼겹살

41

옥촌쌀밥집 B5 한결같은 쌀밥맛과 푹 고아낸 

  .뜬거 도음마 도몸 면돌맴 득가안입 이맛기고

 대신면 대신1로 252  031-884-1251 

MENU 풀밭정식, 보쌈정식, 도가니정식

44

현대옥(여주점) E2 구수한 맛과 향으로 유명한

전주 콩나물국밥을 여주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우암로 39  031-882-8929 MENU 

콩나물국밥, 콩나물황태북어국, 얼큰돼지국밥

129

늘푸른가든 G7 시골 내음 물씬 풍기는 전원 

풍경 속에서 즐기는 정성이 가득한 한정식.

 점동면 성주로 830  031-884-1546 

MENU 전복오리, 감자탕, 오리로스정식

15

성산여주쌀밥  G6  입에 착착 달라붙는 간장

게장과 찰진 여주쌀밥의 조화가 환상적.   

점동면 장여로 585  031-884-7332 

MENU간장게장한정식, 갈치조림한정식, 성산한정식

16

국민순대국  F6  씹는 맛이 살아있고 속까지 

시원한 순대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도 준비.

 점동면 장여로 1331  031-884-8255 

MENU 순대국, 왕돈까스, 마늘냉면

14

점동면점동면

가래울해장국 F7 잡내 없고 얼큰한 내장탕 

한 그릇이면 속이 확 풀리는 듯 시원. 

 점동면 가래울길 29  031-884-1977 

MENU 선지해장국, 내장탕, 황태구이백반

13

한우갤러리  A8  한우의 그림 같은 마블링에,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곳으로 한우맛의 명소다.

 여양로 217  031-886-3332 

MENU 갤러리스페샬, 한우등심, 뚝배기불고기

158

한양식당 B8 넓은 실내와 야외 테이블이 있

  .곳 는있 이함뜻따 엔울겨 ,원시 는에름여 어

 신륵사길 17  031-884-2662 

MENU메기매운탕, 잡어매운탕, 버섯전골

157

한양관 D6 산자락의 시원한 풍경을 감상하며 

먹는 소고기전문점, 맛은 물론이고 운치까지 있다. 

 신륵로 163  031-886-7002 

MENU 등심, 냉면, 소갈비

156

풍경  B8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는 반찬들과  

곤드레밥집, 구수한 숭늉까지 훌륭하다.

 신륵사길 6-37  031-886-2073 

MENU 곤드레밥, 쌀밥, 돼지양념구이

155

황제능이버섯백숙  D6  신선하고 최상의 재

료들을 사용해 황제의 보양식을 먹는 기분. 

여양로 428  031-881-5285 

MENU 황제능이해신탕, 백숙(토종닭,오리)

161

청춘 A7 양 많고 맛까지 확실한 한우와 한돈

이다. 카페 같은 분위기. 

 여양로 233번길5-34   031-884-2200 

MENU 한우차돌박이, 한우곱창모듬구이, 통삼겹살

154

화포식당 C6 두툼한 삼겹살이 숯불에 타닥 

타닥! 칼칼한 김치찌개도 맛있다. 

 오금1길 28  031-883-8910 

MENU 통삼겹숯불구이, 통목살숯불구이, 김치찌개

160

홍원막국수 D6 3대째 전해온 깊은맛은 자극

적이지 않으면서 여운이 남는 명품막국수다. 

 여양로 408  031-885-0559 

MENU비빔막국수, 물막국수, 편육

159

조선옥 E7 CBS, Queen, 신동아 등 수없이 많

은 매체에 소개된 한정식의 명소. 

면천강 강문로 580  031-883-3938 

MENU코스한정식, 돌솥쌀밥정식, 낙지덮밥

67

장수흑염소 D8 넓은 주차공간과 대규모 연회

석이 마련되어 있어 회식자리로 안성맞춤. 

강천면 부평로 680  031-886-9352 

MENU 흑염소전골, 흑염소갈비찜

66

MENU 해장국, 해내탕, 내장탕

옛날서울해장국 B3 풍성한 건더기에 처음 놀

라고, 얼큰한 해장국 국물에 또 놀라게 된다. 

 금사면 이여로 1277  031-884-7002

37

우륵갈비 B4 가득 담겨오는 고기의 양에  

양념갈비 맛 또한 일품이다.

금사면 이여로 1290  031-881-6648 

MENU우륵갈비, 본토포크, 돼지목살양념, 칡냉면

38

산수정 B4 국물이 끝내주는 메운탕과 정성이 

깃든 상차림, 그 매력에 푹 빠질 것이다. 

금사면 이여로 1397-8 031-884-7174 

MENU 송어회, 쏘가리회, 쏘가리매운탕

36

동궁흑염소 B4 큰맘 먹고 보양식 한 그릇  

하고 싶다면 꼭 추천하는 곳. 

금사면 이여로 1354  031-882-3033 

MENU 흑염소전골, 흑염소무침, 뚝배기탕, 용봉탕

35

느티나무촌 A4 체험학습장에 마련된 식당. 

우리네 농촌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 

금사면 외평2길 19  031-882-9432 

MENU 덕삼이정식, 삼겹살, 토종닭백숙, 매운탕

34

남경횟집 A3 식당 뒤에서 직접 양식하는 

역돔만을 내놓는 집. 알싸한 회무침이 입맛없는 

손님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금사면 금사로 

597-2  031-886-1555 MENU 力돔무침회

33

강창구찹쌀진순대 B4 고향집의 손맛처럼  

   .다든만 을국대순 로으음마 한귀 과성정 은깊

 금사면 이여로 1276  031-885-1888 

MENU 진순대국, 뼈해장국, 진순대정식

32

오감도 E8 김치, 밑반찬등 주인의 손맛이 깊은

맛집. 신선한 재료들로 건강한 한상을 차려낸다.

 강천면 부평로 241-10  031-882-0050 

MENU

  

오감도정식, 묵은지삼겹살, 황태해장국

65

토속촌 D5 365일 맛으로 즐거운 집. 친절하고 

적극적인 사장님이 반겨주는 곳.  

 능서면 중부대로 2549  031-882-4622 

MENU 한방능이백숙, 토종옻닭백숙(오리백숙)

26

호박농장식당 D5 농가의 여유로움이 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백숙이 인기 만점이다. 

능서면 영릉로 252-6 031-883-6373 

MENU 능이백숙, 묵은지닭도리탕, 오리주물럭

27

남한강송어횟집 C4 남한강 바로 옆에 위치. 

  .품일 이점 한 회어송 는하께함 과경풍 진멋

 능서면 능서로 714  031-881-5792 

MENU 송어회, 섞어매운탕, 송어튀김

24

구능촌 D5 식사시간만 되면 인산인해인 오리

전문점. 오리육질이 부드럽고 향도 일품이다. 

 능서면 중부대로2629번길 43 

031-882-4893 MENU 오리구이, 오리백숙

23

고향마을 D5 미식가들 사이에 아무런 홍보 

없이 오직 맛으로만 알려진 곳이다. 

 능서면 양화로 930  031-883-3050 

MENU 추어탕, 추어전골, 뼈해장국

22

고박사돼지갈비 D5 좋은 고기만을 직접  

선택 가공하여 갈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능서면 양화로 930  031-884-5070 

MENU 숯불소고기, 숯불등심, 숯불돼지갈비

21

할머니손두부 E7 직접 만드는 두부로 요리 

전골과 맛깔스런 반찬이 궁합이 잘 맞는다.  

강천면 강문로 612  031-883-5747 

MENU
 

두부전골, 손두부, 콩국수

68

쌈밥집옹심이  D7 복고풍의 실내분위기와  

어울리는 푸근한 자연의 맛이 일품.

 강천면 강문로 222  031-885-9959 

MENU 유기농쌈밥, 삼겹쌈밥

64

한아름쌀밥 F2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오색

을 고루 갖춘 찬들이 맛깔스럽다.  세종로 

79번길 18-9  031-885-7117 MENU 여주쌀

밥한정식, 한아름쌀밥한정식, 한우 버섯불고기

104

풍천민물장어 D6 30년 전통의 민물장어집. 

그 세월만큼이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강변유원지길 99  031-886-9294 

MENU고추장 양념구이, 간장 양념구이, 소금구이

103

황후의뜰 E6 명성황후 생가 내에 위치해 

있어 역사 체험과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명성로 71  070-8831-0871 

MENU
  

추억의 도시락, 잔치국수, 두부김치 

106

오박사네칼국수 A8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국

물이 생각난다면 오박사네칼국수로 가면 대만족.

 신륵로 41  031-886-2900 

MENU

 

칼국수, 된장찌개, 사태찌개

148

오리마을 B8 참숯에서 회전하면서 구워지는 

오리바베큐가 맛있는 집.

 강변북로 3 031-882-5285 

MENU 참숯회전구이, 참나무장작오리바베큐

147

천송정 A9 전통의 맛 그대로 전수받아 진하

고 구수한 맛을 자랑하는 보양음식 전문점. 

신륵로 98  031-883-2419 

MENU 한방오리백숙, 토종닭볶음탕, 안동찜닭

153

여주축산농협한우프라자 A7 믿을 수 있는 

축협 한우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명소.    

강변북로 50  031-886-1592 

MENU 한우등심, 갈비탕, 한우불고기

146

천가 B8 숯불에 풍천장어를 셀프로 구워먹을 

수 있다. 놀랄 만큼 두툼한 장어가 특징. 

신륵사길 13-1  031-882-1663 

MENU 장어숯불구이, 오리숯불구이

152

약초꾼의집 A9 백숙에 들어있는 밥 위에 장

아찌와 갓김치를 얹어먹는 맛이 기가 막히다. 

 신륵2길 11  031-885-9065 

MENU산채비빔밥, 연잎영양밥, 한방삼계탕

145

옥천식당 B8 신륵사의 정취가 그대로 묻어나

는 한식당으로 주인장의 손맛과 정성이 녹아있다.

 신륵사길 29  031-885-2476 

MENU 쌀밥정식, 제육볶음, 매운탕

149

시골해장국 A8 큼직하게 담겨 나오는 선지에 

한 번 놀라고, 얼큰한 국물 맛에 두 번 놀라는 

맛집.  신륵로 13  031-885-2022 

MENU

 

해장국, 육개장, 내장탕

144

산너머남촌  B8 스무 가지가 넘는 반찬과 매

운 갈비찜의 맛이 일품이다. 신륵사길 6-31

031-886-1425 MENU 곤드레정식, 묵은지갈

비찌개, 매운갈비찜, 돼지갈비

142

송학식당 B8 시골스런 정취가 살아있는 인심 

좋은 맛집이다. 숙박시설이 함께 있다. 

 신륵사길 25  031-885-3936 

MENU 불고기정식, 더덕정식, 갈비탕

143

마우리 B8 수랭식 석쇠로 고기가 타거나 마

르지 않고 특급한우로 입맛까지 잡은 대표 고

깃집.  강변북로 7  031-885-8840 

MENU 한우등심, 돼지갈비, 삼겹살

135

붐디야다인더가든  B8  리얼 캠핑 바베큐! 숙

성한 고기를 굽는 식사가 스스로를 생동감 

있게 한다.  강변북로 5  031-882-4049 

MENU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 항정살

141

동해바다 B8 싱싱한 회를 한 입에 쏙 넣으면 

세상근심이 사르르 사라진다. 

 강변북로 7  031-886-8929 

MENU 모듬회, 참치, 아구찜(탕), 낙지볶음(찜)

134

대성식당 B8 신륵사 바로 앞에 위치해 여행

중에 제대로 식사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  

신륵사길 19  031-886-5594 

MENU
  

비빔밥, 산채정식, 메기매운탕, 된장찌개

132

몽산채뜰  D6  산에서 직접 채집한 신선한 산

나물과 야채들로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는다. 

 여양로 351  031-886-5777 

MENU 몽 산채정식(A,B), 동절기버섯전골

140

굴뚝집손두부 A8  고소한 두부와 산지직송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 맛있다.  신륵로 35-3 

 031-886-7096 MENU 순두부해장국,  

두부구이&전골, 황태찜&구이, 황태해장국

131

명성회관 B8 30년 동안 우직하게 매운탕을 

끓여 오신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집. 

신륵사길 6-33  031-885-3234 

MENU
  

매운탕, 용봉탕, 쏘가리회, 장어구이

139

메밀밭막국수  A8  고소하면서 매콤달콤한

메밀막국수와 부드러운 편육이 정말 맛있는집.

 여양로 210-1 031-885-0688 

MENU 메밀물막국수, 비빔막국수, 편육

138

맛들이 A9 그리운 향취가 식욕을 자극하는 

밥집. 수더분한 주인장의 손맛에 내공이 느껴진다.

 신륵2길 1  031-886 -1886 

MENU한정식(무쇠솥영양밥), 불고기정식

137

만다린 A8 35년 경력의 주방장이 직접 만드

는 압도적인 찹쌀 탕수육의 맛.

 여양로 222-3  031-885-0705 

MENU 찹쌀탕수육, 삼선누룽지탕

136

한촌설렁탕 E6 친절한 사장님과 정직한 육수

  .골단 나구누 면하험경 을탕렁설 는있맛 와

 세종로 517  031-881-5955 

MENU 설렁탕, 우거지해장국, 수육, 해물파전 

105

청산골 F2 실속 있는 가격으로 숯불로 맛깔

  .집맛 는있 수 길즐 를비갈 는지워구 게럽스

 세종로 145-7  031-886-0809 

MENU
 

돼지왕갈비, LA소갈비, 생삼겹살

102

오미가든 G6 MBC, SBS, KBS 방송3사에서 

모두 인정받은 단호박 요리 전문점.

가남읍 송삼로 171  031-883-3141 

MENU
 

단호박갈비찜, 단호박매운갈비찜, 간장게장

9

응암본가 F4 대부분의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식재료의 신선한 맛이 장점인 한정식집.   

가남읍 경충대로 1538  031-883-7047 

MENU 장어정식, 쌀밥한정식, 꽃게간장게장정식

10

영남루 F4 조금 특별한 중국요리집. 짬뽕 위에  

얹어 나오는 갈비 맛이 진미중의 진미.   

가남읍 경충대로 1326-1 031-882-4200 

MENU 해물짬뽕, 해물갈비짬뽕, 탕수육

8

걸구쟁이네 E8 웰빙 시대에 맞춰, 삼삼하고 

  .곳 는있 수 길즐 껏양 로으식음찰사 한끔깔

 강천면 강문로 707  031-885-9875 

MENU 사찰음식정식

59

굴암매운탕 F7 목가적인 분위기의 매운탕집. 

 현지인들도 추천하는 맛있는 매운탕집이다.

강천면 굴암1길 13   031-882-6382 

MENU
 

쏘가리회, 빠가매운탕, 잡고기탕

60

강천숯불장어 E7 질 좋고 맛 좋기로 유명한 강

천 민물장어를 맛보고 싶다면 꼭 들러보시길.   

 강천면 이호2길 8  031-885-8452 

MENU 장어숯불구이, 장어탕수육, 장어잡탕밥

58

강천매운탕 F7 보글보글 끓는 매운탕이 기가 

  .력매 도어리테인 한끔깔 과들찬 한갈정 .곳 힌막

 강천면 강천리길 85  031-882-5191 

MENU 장어구이, 쏘가리, 메기매운탕

57

황토방 G4 옛 시골의 정취가 느껴지는 집.  

  .기인 가기고지돼 불숯 과찬반 의맛 한강건

 가남읍 흑석로 21  031-883-5935 

MENU 간장게장정식, 황태정식, 불고기정식

12

여주본가 F5 갈치조림정식으로 유명한 집.

잘 꾸며진 정원과 산책로가 인상 깊은 곳. 

가남읍 가남로 270-3  031-883-1277 

MENU본가정식, 황태구이정식, 갈치조림정식

7

 3 뚝방손두부 F4  시골 손두부의 맛이 그리울 때,

두부의 진수를 맛보고 싶다면? 바로 여기.  

가남읍 신대동길 2-21  031-882-7498  

MENU만두전골, 두부전골, 두부김치, 손두부

현대가든 F4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맛집으로

오리요리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가남읍 양화로 16  031-881-5292 

MENU 돌판오리로스, 양념오리로스, 한방오리백숙

11

여주미꾸라지매운탕  F4  맛으로 승부하는 집으로

국물 맛이 진국인 미꾸라지매운탕 전문점.

가남읍 경충대로 1408 031-881-3708

MENU 전복추어탕, 코다리정식, 옛날식불고기

6

남도정 F4 매생이국, 삼합부터 간장게장, 

생선조림 등 25가지가 넘는 호화로운 밥상.

 가남읍 여주남로 931  031-881-0116 

MENU 한우광양불고기, 삼합, 매생이탕

2

소나무집 F4 우직하게 추어탕과 닭백숙을 고집

하는 집. 초장에 찍어먹는 느타리버섯도 별미. 

가남읍 일신로 35  031-882-0304 

MENU
 

추어탕, 누룽지백숙, 삼계탕

5

그늘집 F5 육전과 함께 먹는 냉면이 유명.  

아는 사람만 아는 부추돼지찜과 불고기도 꿀맛.   

가남읍 본두3길 91  031-884-8085 

MENU 가마한우불고기밥상, 부추돼지찜, 만두전골

1

4 산촌 G4  1시간 전에 예약을 권하는 곳. 그

만큼 손님을 위해 정성껏 노력하는 곳이다.

가남읍 경충대로 1142 031-881-0092 

MENU닭&오리누룽지백숙, 오리훈제, 들깨수제비

여주시 우수 숙박업소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애플 가남읍 경충대로 1465-24 031-886-8090

J 모텔 가남읍 경충대로 948-4 031-882-6383

캐슬모텔 가남읍 태평로 11-1 031-882-0246

태평여관 가남읍 태평로 37 031-882-3595

이화파크여관 가남읍 태평중앙1길 13 031-883-1790

꿈의궁전 점동면 장여로 883 031-881-6876

스톤모텔 능서면 마장로 80 031-884-7152

리버하우스여관 금사면 이포로 72 031-881-4958

하나펜션 산북면 광여로 1432-14 031-884-4988

무궁화모텔 대신면 여양로 1560 031-884-1350

러브텔 대신면 여양로 1561 031-883-8643

파인힐여관 대신면 여양로 1570-8 031-881-4205

그린모텔 강천면 강문로 195 031-885-4466

여주온천 강천면 강문로 864 031-885-4800

W모텔 세종로 507 031-884-2525

신라모텔 세종로79번길 18-12 031-886-7700

발리모텔 세종로79번길 18-5 031-885-7075

프린스 여흥로109번길 20 031-881-6881

J모텔 주내로 39 031-881-5200

세븐모텔 주내로 48-10 031-885-1171

소풍모텔 주내로 51 031-885-8890

스타 주내로 66 031-885-8445

앤 모텔 주내로 87 031-882-2671

용궁여관 청심로 164 031-885-2649

렉스모텔 청심로 234-12 031-886-8665

하이모텔 청심로 234-18 031-881-4696

썬모텔 강변유원지길 17 031-885-1818

금강산모텔 강변유원지길 22-17 031-886-2341

썬밸리호텔 강변유원지길 45 (연양동) 031-880-3889

버치힐무인텔 강변유원지길 83 (연양동) 010-5298-4189

일성남한강콘도 신륵로 5 031-883-1199

송학장여관 신륵사길 25 031-885-3936

수정파크여관 여양로 299 031-885-5188

오월모텔 강변북로 14 (천송동)

하이텔모텔 강변북로 69 031-884-3677

남강호텔 강변북로 7 031-886-0303

조이텔여관 강변북로 73 031-885-6500

필 세종로 64 031-885-0888

여주시 음식점 종류별 찾기

2

59 65 67 70 71 82 84 86 90

93 96 101 104 108 111 125 140 142 151

156

7 9 10 12 16 18 20 43 44

53
쌀밥한정식

40 45 49 75 88 91 98 133 138 159막국수

36 57 60 61 89 120 139매운탕

19

99 154 158

160

102 110 113 118 135 141 146

21 28 29 30 31 38 42 76 78
고기집

1

64

121

157

123 130 132 137 143 148 149 153 155

72 85 87 95 97 106 109 115 116

3 6 17 25 34 39 41 50 63

일반한식

4

80 94 100 114 145 147 161

5 11 15 23 26 27 47 56 79

117 122
닭,오리집

35 66염소집

58 103 126 152장어집

55 150만두

48 69족발집

22 112추어탕집

14 32순대국집

13 37 129 144해장국집

105 107설렁탕

51 52 54 62 68 73 119 131묵,두부집

24 33 46 74 124 128 134일식(횟집)

8 92 127 136중식

8177 83양식

구분 번호

한
식

오송가든 E5 여주 한정식집 중에서도 맛이 좋은

대표 한정식집이다. 반찬 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진다. 

 웅골로 332  031-885-5289 

MENU
  

한정식, 특정식, 오송쌈밥, 된장찌개 

96

영릉원두막 D5

 능서면 영릉로 242  031-884-6262

MENU 토종닭·오리전문, 주물럭쌀밥, 묵은지찜

                 직접담근 간장, 된장으로 맛을

내는 토속음식 전문집.
25

흑돼지여행  C3 깨끗하고 고기맛이 일품인

흑돼지요리의 진수로 가족단위 손님이 즐겨찾음

흥천면 이여로 614  031-634-4834

MENU 흑돼지삼겹살, 흑돼지제육볶음

30

홍원막국수㈜ 여주점 B4 3대를 이어오는

양지머리, 무, 다시마를 끓인 육수가 맛의 비밀

 대신면 여양1로 14  031-882-8259

MENU 막국수(물, 비빔), 편육

49

용가네손만두 B7 들깨 향이 진하게 나면서

칼국수 잘 어울리는 만두국집.

북내면 고달사로 459  031-883-5252

MENU 만두국, 찐만두, 들깨칼국수, 추어전골

55

대박촌손두부 D7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는

100% 손두부의 구수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곳

 강천면 이문안길 22  031-885-0171

MENU

 

해물두부전골, 두부보쌈, 청국장

62

두메산골  E8 국내산콩으로 직접띄운 청국장

이 일품이고 좋은 재료와 정성이 느껴진다.

 강천면 부평로 340-3  031-885-6088

MENU
 

버섯두부전골, 오리로스, 생삼겹살

63

두부고을묵대감집 E6 100%국산콩으로 직접

만든 손두부와 직접 쑨 도토리묵으로 만든

건강 요리가 가득하다. 명품로 93

 031-884-4999MENU 도토리묵밥, 두부전골 

73

부뚜막삼겹살 E2 두툼한 삼겹살이 일품

한번 찾았던 손님을 다시 오게한다.

 여흥로109번길 10  031-885-7765

MENU 목우촌삼겹살, 항정살, 고추장볶음

78

빠빠에치차 여주점  E6항상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고 건강한 메뉴를 선사한다.

상거길 13  031-881-1234

MENU돈가스, 대표파스타(스파게티), 크림빠네

81

부영인춘천닭갈비  E6푸짐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닭갈비와 식사 후 비벼먹는 볶음밥 또한 일품.

세종로 394-11  031-884-1156

MENU뼈없는 닭갈비, 볶음밥

80

청기와한정식  E6 격조있는 자리, 모임 등

각종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는 한정식코스요리

장여로 1689  031-884-6692

MENU

  

한정식 으뜸상(앞상), 버금상(밥상)

101

여주선  E2  정갈한 분위기의 민물요리가

일품이며 멋진 경치가 좋다.

강변로 134  031-884-2616

MENU 쏘가리회, 메기매운탕, 자연산메기찜, 장어

89

여주쌀밥집 E2 반찬 하나하나가 깔끔하고

식재료에 대한 자부심이 식사를 하며 느껴진다.

강변로 126  031-885-9544

MENU 여주쌀밥정식, 삼합, 편육

90

육대장 G2 따끈한 육개장 한그릇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주인장의 마음이 보인다.

세종로 204-6  031-881-6447

MENU
 

옛날전통육개장, 육개장설렁탕, 보쌈무침

121

팔선 E2 음식향기만으로도 군침이 확 도는

매운 짬뽕과 중국요리만의 풍미가 가득하다.

청심로 66  031-885-8686

MENU 자장면, 하얀짬뽕, 고추잡채밥, 탕수육

127

개성집 D6 가족모임에 적합한 공간과 분위기로

빠르게 끌리는 맛에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돌아온다.

 현암로 13  031-881-1777

MENU 매콤명태조림, 해천탕, 생선모듬구이

130

동네막국수  D6 맛은 물론이고 양까지 많이나와

주인의 인심이 넉넉해 따뜻함이 느껴진다.

현암3길 28  031-884-0434

MENU 비빔막국수, 물막국수, 편육

133

온정손만두 A7 직접 빚은 손만두로 만두피가

두껍지 않고 맛있어서 포장을 해가는 손님도 많다.

여양로 233번길 31  031-882-8936

MENU 떡만두국, 바지락칼국수, 찐만두

150

웅골손두부 D7 손수 만든 손두부를 청국장

비지와 함께 토속반찬을 곁들여 나온다.

신륵로 209  031-882-1617

MENU 웅골순두부정식, 웅골두부찌개정식

151

샘터 E2 매스컴에 수없이 소개된 50년 전통

의 맛을 고집하는 한식집.  

 세종로 5  031-885-3336 

MENU 여주쌀밥정식, 해신탕, 생아구지리탕

84

가마솥설렁탕 F2 부드럽게 잘 익은 소고기와

담백한 사골육수가 어우러지는 설렁탕이 특징 

영릉로 64  031-886-0852

MENU 설렁탕, 갈비탕, 도가니탕, 우족탕

107

중앙동중앙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