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하는

달콤한 혜택
할인대상 입장권

10%

현금, 군산사랑상품권 10%
카드 7%

박물관, 벨트화/금강권 통합권, 3.1운동 기념관, 채만식 문학관, 금강철새조망대

그랜드팥칼국수

인생극장 쪽갈비

팥죽, 녹두죽
장미1길30(장미동)

양념쪽갈비, 매운쪽갈비
동령길 38(장미동)

T. 063)442-5600

T. 063)471-5349

군산칼국수보쌈

성환식당

훈이네삼겹

칼국수, 보쌈
중앙로 182, 101호(중앙로1가)

물메기탕, 아구찜, 갈치탕, 갈치찜
구영2길 46-4(영화동)

삽겹살, 소고기, 육회비빔밥
구영5길 118-1(영화동)

T. 063)446-1880

T. 063)443-3668

T. 063)446-5666

궁전갈치찜

서진해물곱돌솥밥

나들목

갈치찜, 갈치구이
구영6길 71(신창동)

해물곱돌솥밥, 생선구이
구영6길 72(신창동)

소고기버섯국밥, 매운잡채, 돈가스
구영6길 83(중앙로1가)

T. 063)445-7770

T. 063)442-2282

T. 063)465-6545

한식

진포갈치고등어조림

일출옥

콩뜰

갈치정식, 조림구이
구영6길 137(영화동)

콩나물국밥, 아욱국
구영7길 20(월명동)

두부정식, 산낙지해물전골
구영7길 21-9(월명동)

T. 063)443-4676

T. 063)443-5524

T. 063)445-2218

신생갈비

군산구이나라

가보자 보리밥

갈비탕, 돼지갈비
구영7길 62(신창동)

생선모듬구이, 박대구이정식
구영7길 70(신창동)

흰찹쌀보리밥, 명태찜
구영7길 72(중앙로1가)

T. 063)467-3030

T. 063)446-1010

T. 063)446-4922

우미네

건강식당

뻥코생곱창구이

박대구이정식, 한정식
구영7길 74(중앙로1가)

선지해장국, 무우국
구영7길133(영화동)

소곱창, 돼지곱창
미원로 31(삼학동)

T. 063)468-1234

T. 063)442-1972

T. 063)461-4092

외갓집 족발

거목

김밥마루

왕족발, 구이족발
미원로 74-1(삼학동)

떡국, 해물순두부
백토로 25-1(문화동)

김밥, 분식
대학로 152-1(문화동)

T. 063)463-3077

T. 063)461-4405

T. 063)468-8854

군산조개구이해녀대합실

포장맛차

쪽찌 나운점

조개구이, 낙지볶음
부곡1길 74(나운동)

산오징어회, 활어회, 각종 제철 해산물
수송로 13(나운동)

쪽갈비, 우삼숙, 김치찌개
수송로16(나운동)

T. 063)471-3096

T. 070-8810-0090

T. 063)464-9285

친구

꽃돼지삼겹살

한우네 곱창

갑오징어, 물메기, 생합탕, 두부김치
수송로 21-1(나운동)

초벌구이 생삼겹살, 얼큰불갈비
수송로 21-1(나운동)

소곱창, 돼지곱창, 닭발, 소대창, 갈비
하신1길 12-2(나운동)

T. 010-7770-0267

T. 063)462-9285

T. 063)442-2211

아찌네

쪽찌 수송점

전통명가 몽실정

갑오징어, 통북어
하신1길14(나운동)

쪽갈비, 우삼숙, 김치찌개
동수송안길 45, 106호(수송동)

꽃게장, 갈치정식
신촌2길 4-6(조촌동)

T. 010-8626-8768

T. 063)471-9285

T. 063)453-8184

시골마당

별미콩나물국밥

뽀대찌개 군산본점

삼겹살, 게장백반
부골2길 49(조촌동)

콩나물국밥, 돈가스
검다메 2길 3, 1층(조촌동)

부대찌개, 초장족발, 매운족발
궁포1로 24-9, 204호(조촌동)

T. 063)452-7477

T. 063)452-2134

T. 070-4090-5300

산북우돈가

진안팥칼국수

군산국수

한우, 한돈
산북로 88(산북동)

서리태냉콩국수, 새알팥죽
소룡길 69(소룡동)

국수, 수제돈가스, 수제왕만두
성산면 철새로25(하구둑 2층)

T. 063)468-1002

T. 063)467-2319

T. 063)451-0181

일식 및 양식
(회·스테이크 등)

카페 및 제과

(차·다과·간식류 등)

식품 · 전시 · 체험
꽃 · 의류

군산회집

아리랑수제핫도그

밥강도

활어회(사시미), 게장백반
내항2길 173(금동)

핫도그, 커피, 음료
축동2길 40-2(수송동)

꽃게장, 수산물
해망로 354(해망동), 1층

T. 063)442-1114

T. 063)464-9662

T. 063)461-3600

보물섬실비식당

더블유 바리스타

서진컴퍼니

자연산회, 매운탕, 찜
평화길 126-3(장미동)

더치커피, 케이크
동령길 21(장미동)

T. 063)445-1464

T. 070-4159-4455

청주횟집

엔젤리너스 군산소룡점

활어회, 매운탕
내항2길 216(금동)

커피, 케이크
공단대로 599(소룡동)

T. 063)442-2529

T. 063)464-0020

파랑돔횟집

군산홍차이야기

모듬회, 코스회
비응로 24(비응도동)

홍차, 커피, 티푸드 등
동령길 22-1(장미동)

T. 063)464-1100

T. 010-3676-0713

회뜰날

우체국 음식공방

회, 탕, 칼국수
비응로 36, 167(비응도동)

팥빙수, 딸기냉국수
거석길 41(중앙로1가)

T. 063)462-9672

T. 010-9042-2445

진영남원횟집

찰리

회
내항2길 216(금동, B동 2층 7호)

커피, 와플
중앙로 200(중앙로1가)

T. 063)446-9163

T. 063)442-7271

롯데리아 군산중앙점

인문학창고 ‘정담’

햄버거, 치킨, 커피
대학로 52(명산동)

황제커피, 생딸기우유
해망로 244-7(장미동)

T. 063)442-7711

T. 063)461-1908

숙박업소

솔보
커피, 수제에이드, 수제마카롱
동령길 46(장미동)

T. 010-4105-7871

생유산균, 석류진액
삼학7길 35(삼학동)

T. 010-9156-4119

쌍둥이건어물
건어물, 젓갈
비응로 36(비응항어시장 102호)

T. 063)463-4111

천하무적
건어물, 젓갈
비응동로 40(새만금도매어시장101호)

T. 063)468-2255

군산테디베어박물관
전시 20% 할인 적용
구영7길 37(영화동)

T. 063)446-9000

수다장이 공방
각종 공예품
구영4길 16-2(월명동)

T. 063)442-4002

Aroma in cafe(아로마인카페)
천연비누, 입욕제 만들기
구영 6길 138(월명동)

T. 010-9001-0329

펀빌리지협동조합
근대복장, 잡화
구영7길 17(월명동)

T. 063)446-8830

핸디크래프트샵
퀼트 여성가방, 지갑, 공예
구암3.1로 88(경암동)

차칸호텔

소풍

숙박업소
소룡1길 58(소룡동)

달고나밀크티, 딸기라떼, 커피콩빵, MBTI 성격검사
중앙로 181, 102호(중앙로1가)

T. 063)464-6206

T. 010-5245-0110

신한복, 인형한복, 한복인형
영동로 25-1(영동)

폭스모텔

영국빵집(본점)

T. 063)461-2340

숙박업소
소룡1길 60(소룡동)

단팥빵, 야채빵, 보리만쥬
대학로 144-1(신풍동)

책방

T. 063)464-7211

T. 063)466-3477

크로바모텔

더모닝카페

숙박업소
부곡3길 15-5(나운동)

아메리카노, 딸기스무디
성산면 철새로 120

T. 063)461-6223

T. 010-7641-0058

T. 063)467-3560

차림문화원

우든펜 체험, 기념품(마그넷, 엽서 등)
구영5길 100(영화동)

T. 010-8760-4678

이스케이프 모던타임즈
방탈출카페(미곡상, 수용소 등)
구영7길 24, 201호(월명동)

T. 010-4853-6040

해들목펜션

피터팬승마캠프

숙박업소
옥도면 무녀도2길 144-8

승마, 동물, 마차체험
성산면 송호로 128

T. 010-6644-1853

T. 063)453-9971

그랜드화원
꽃
장미1길 30(장미동)

● 입장권 유효기간은 발매일로부터 2일까지입니다.
● 입장권 할인혜택은 계산 총 금액의 10%를 원칙으로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장미동 1-67)
T. 063)454-7870 F. 063)443-8284
http://museum.gunsan.go.kr

하며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카드결재는 7%적용) 1인1매 가맹점의 경우 1인 계산금액의
10%만 할인혜택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 063)442-5600

밀레군산영동점
신발, 옷
죽성로 10(영동)

T. 063)446-6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