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숙박업, 청소년 수련시설 등
업소명 객실 수 전화번호 소재지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112 580-0700 부안군 변산면 모항해변길 73
소노벨 변산(구, 대명리조트) 504 580-8800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51
채석강 스타힐스 관광호텔 35 581-9911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길 33
부안관광호텔 57 583-0080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70-7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6 580-3897 부안군 상서면 노적길 25
부안 청소년 수련원 39 580-3131 부안군 변산면 참봉로 434-20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마루아라(펜션) 4

580-3171~5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게스트하우스 14

≫관광펜션 지정업소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변산리조트 584-1770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453-8(453-10)
스테이 80 0507-1388-1073 부안군 변산면 고사길 80
소리섬 펜션 581-7979 부안군 변산면 궁항영상길 72-0
코지캐빈 펜션 581-0025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136-13
한솔펜션 010-5538-9448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583
가온리조트 0507-1389-0053 부안군 변산면 변산우회길 3-16
힐링의 바다 583-0709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146-5
해넘이타운 582-7500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188
라벤더 펜션 584-5000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19-1
더블힐링펜션 581-5353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799-47
생폴드방스펜션 0507-1308-1559 부안군 진서면 구름호수길 52

≫향토음식점  
업소명 전화번호 메뉴 소재지

당산마루 581-1626 한정식 부안읍
계화회관 581-0333 백합죽 행안면
김인경바지락죽 583-9763

바지락죽 변산면원조바지락죽명가 변산온천장 584-4874
변산명인바지락죽 584-7171 

≫모범음식점
업소명 전화번호 메뉴 소재지

당산마루 581-1626 한정식

부안읍

장수갈비 581-1492 갈비
설악냉면 584-6672 냉면, 콩나물국밥
부홍장어구이 581-3519 장어구이
전라도매운탕 584 -6669 민물매운탕
부안초밥집 581 -1070 초밥
부안장수촌 581 -5259 오리누룽지백숙
아향설렁탕 582-4721 설렁탕
수라청 583 -5392 쇠고기, 돼지고기
목살집 부안점 582 -5511 생목살, 양념갈비
현대옥부안점 581 -8484 콩나물국밥
청면옥 584-2040 냉면, 오리주물럭
토지 582-0053 돼지고기구이

업소명 전화번호 메뉴 소재지
태흥양만장어구이 0507-1306-8550 장어구이 부안읍
격포항횟집 584-8833 생선회

변산면

대신수산식당 582-1616 생선회
해변촌 탈 아리궁 581-5740 갑오징어돌판구이
김인경바지락죽 583-9763 바지락죽
원조바지락죽
명가변산온천산장 584-4874 바지락죽

장수식당 581 -9991 삼계탕
산호초횟집 584 -1473 생선회, 해물탕
동그라미가든  584-7771 오디백합죽, 게장백반
태장금 581 -8447 백합죽, 꽃게장
새전주횟집 582-8711 생선회, 간장게장
백합식당 584 -7467 백합돌솥밥
변산명인바지락죽 584 -7171 바지락죽
우금 583-6767 설렁탕
선광식당 581-3131 해물탕
아리랑꽃게랑 582-2144 꽃게장

진서면

효산장어직판장 584 -1942 장어구이
싱싱수산횟집 581 -4801 생선매운탕
정은수산회타운 582-7040 생선회
곰소꽃게장 584-0212 꽃게장

백합골 581 -4333 백합죽, 바지락죽, 
삼색칼국수

달빛정원 583 -3112 한정식, 꽃게장
칠산꽃게장전문점  581-3470 꽃게장
원조해물칼국수 582-0908 해물칼국수

업소명 전화번호 메뉴 소재지
아리울사계절죽집 581-0797 바지락죽

하서면풍차백합바지락죽큰집 583-3883 바지락죽
부안할매바지락죽 583-5058 바지락죽
계화회관 584-3075 백합죽

행안면라벤하임상록점 580-5720 한식뷔페
채석강맛집 583-5369 꽃게장

≫안심식당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당산마루 581-1626

부안읍

테라스 581-3515
토지 582-0053
고향밥상 584-2141
장수갈비 581-1492
설악냉면 584-6672
부안수산횟집 583-7111
부홍장어구이 581-3519
전라도매운탕 584-6669
란횟집식당 584-2687
부안초밥집 581-1070
미림손칼국수 582-9872
부안장수촌 581-5259
장어한마당 582-0592
아향설렁탕 582-4721
청면옥 584-2040
돈카소 583-3984
바다향횟집 581-9284
변산횟집 584-2984
수라청 583-5392
우초 582-1088
목살집부안점 582-5511
현대옥부안점 581-8484
부안연가 584-8222
태흥양만 풍천장어 부안점 583-8550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복돼지 581-1992 부안읍
계화회관 584-3075

행안면
순덕이네 솟떼우리 583-0772
우금 583-6767

변산면

시골밥상 581-8008
일품식당 581-9094
신선횟집 583-8635
화덕생선구이전문 마식당 583-5008
진도식당 583-6700
이어도 582-4444
격포항횟집 584-8833
격포고깃집 584-8850
대신수산식당 582-1616
라벤하임 상록점 580-5720
해변촌탈아리궁 581-5740
김인경바지락죽 583-9763
원조바지락죽명가변산온천산장 584-4874
장수식당 581-9991
산호초횟집 584-1473
동그라미가든 584-7771
태장금 581-8447
금강산밥뎜 583-0631
새전주횟집 582-8711
백합식당 584-7467
채석강맛집 583-5369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구 분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일반
음식점

부안초밥집 581-1070
부안읍BHC부안점 584-1292

네네치킨 앤 봉구스밥버거 부안점 583-2080
우금 0507-1475-6767

변산면
교촌치킨 변산격포점 581-1112
BHC 부안격포점 0507-1440-3429
채석강맛집 583-5369

휴게
음식점

빽다방 전북부안점 582-0817

부안읍

베스킨라빈스31 582-0310
파리바게뜨 전북 부안점 584-2122
투썸 플레이스 전북부안점 0507-1409-6009
LUNA 0507-1360-1147
크로앤젤 584-9898
이디아 (부안봉덕점) 581-7227
이디야격포점 582-0084

변산면
배스킨라빈스 변산대명리조트점 580-8845
이디야 부안내소사점 581-7283 진서면

≫최우수(녹색등급) 숙박업소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벨리노호텔 582-0990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76
샤니모텔 584-9935 부안군 부안읍 동중3길 18
편지무인모텔 582-3033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133
유한회사 해시락 582-8700 부안군 변산면 궁항로 113
휴리조트(A동) 581-9050 부안군 변산면 궁항로 91
휴리조트(B동) 581-9050 부안군 변산면 궁항로 91
Cozy Cove 584-0053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120-5
가온리조트 584-0047 부안군 변산면 변산우회길 3-16
더블힐링펜션 581-5353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799-47
스테이리조트 583-9989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799-53
아르코 581-7133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799-55
바다호텔 580-5500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길 38
Irvine(어바인) 581-5592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길 6-1
메이플(생활형) 583-5767 부안군 진서면 입암길 12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선광식당 581-3131

변산면풍경마루가든플레이스 580-8821
금수강산 581-8938
인천아줌마 경미네 582-8848

진서면

김제횟집 581-3168
효산장어직판장 584-1942
곰소 소문난집 584-7116
개미궁 583-7135
곰소 등대길 581-1239
정은수산회타운 582-7040
싱싱수산횟집 581-4801
곰소쉼터 584-8007
곰소꽃게장 584-0212
백합골 581-4333
달빛정원 583-3112
칠산꽃게장전문점 581-3470
원조해물칼국수 582-0908
개암골곤드레밥 583-5502 상서면
아리울사계절죽집 581-0797

하서면
풍차백합바지락죽큰집 583-3883
부안할매바지락죽 583-5058
주말농장가든 581-4346
삼한지 584-0670 줄포면

≫캠핑, 야영장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순신글램핑 010-6639-8839 부안군 변산면 궁항로 178
변산리조트캠핑장 063-584-1770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653-9
고사포야영장 063-582-7835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765(운산리 441-11)
변산오토캠핑장 1670-3639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607
변산해수욕장 야영장 063-583-6951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603
바다야영장 0507-1439-8355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길 22-25(곰소리 767)
돌개마실캠핑장 010-6724-1101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196-1
내소힐링캠프 010-6710-7034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314-3
변산힐링밸리야영장 010-3383-8700 부안군 진서면 참뽕로 173(운호리 421-107)
마루아라힐링캠프 063-580-3172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