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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맵

고래라멘

광명 홍두깨 칼국수

궁중떡집

긴꼬리초밥

다수제

달콤한 서랍

르샤미

마차푸처레

뽀바서 메밀공원

성북동 왕돈까스

용코로만두

제주궁

카페 심재

탕가네 김치찌개

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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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순)

•  배차 간격 및 정류장 도착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지연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셔틀버스는 안내 드리는 운행시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셔틀버스 만차 시 예정보다 일찍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청(중앙공원) → 비스테이부천(CGV소풍) → 테마파크 호텔 → 한국만화박물관 
→ 고려호텔 → CGV소풍 → CGV부천 → 부천시청(중앙공원)

셔틀버스

노선

운영안내 운행시간

정류소

부천시청

비스테이 부천호텔

테마파크 호텔

한국만화박물관

고려호텔

CGV소풍

CGV부천

※ 자세한 정보는 셔틀버스 정류장 및 안내데스크에 있는 자원활동가에게
문의바랍니다.

부천시청 후문 버스정류장 옆

비스테이 부천호텔 앞

테마파크 호텔 앞

한국만화박물관 주차장 입구

고려호텔 앞

뉴코아 앞 택시 승강장

현대백화점 중앙통로 앞 정류장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09:50-11:00

12:50-14:00

15:50-17:00

18:50-20:00

※회차 운행시간은 운행을 시작하는 버스(부천시청 정류장)의 출발시간과 
운행을 종료하는 버스(부천시청 정류장)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7.13(금)
배차간격: 20분

7.14(토)-15(일)
배차간격: 15분

09:30-10:30

11:50-13:00

14:20-15:30

16:50-18:00

19:20-20:30

7.16(월)-22(일)
배차간격: 20분

12:50-14:00

15:50-17:00

18:50-20:00



부천시청 & CGV부천 CGV소풍

탕가네 김치찌개
부천에서만 먹을 수 있는 부천 대표 김치찌개 맛집!
신선한 생고기를 풍덩 넣어주는 김치찌개가 메인!

티켓 소지자 라면사리 서비스

00:00 -
부천시 소향로 131  I  032-322-2333
생고기 김치찌개 7,000원  I  제육볶음 7,000원

제주궁
꼬독꼬독 씹히는 최상품 돼지고기에 놀라고!
푸짐한 밑반찬에 두 번 놀라는 맛집!

티켓 소지자 식사류 500원 할인

11:00 - 23:00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8-9 2층  I  032-325-3253
제육볶음정식 10,000원  I  우렁된장찌개 6,500원

영업시간 영업시간 영업시간 영업시간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메뉴 메뉴 메뉴 메뉴

긴꼬리초밥
일반 초밥과는 비교불가! 
입안 가득 차는 낭낭한 활어 초밥과 아낌없는 후식까지!

티켓 소지자 음료 서비스 or 초밥 2피스

11:30 - 22:30
부천시 상동로 84  I  032-326-7005
단짝세트 28,900원

성북동 왕돈까스
수제로 만든 돈까스로 승부하는 맛집!
바삭한 왕돈까스에 핫소스를 뿌려먹어도 맛있어요!

티켓 소지자 500원 할인

11:00 - 22:00
부천시 상동로 112  I  032-325-2838
왕돈까스 7,000원  I  투 앤(돈까스+치즈) 7,500원  

전통시장

영업시간
주소

메뉴

광명 홍두깨 칼국수 상동시장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칼국수 맛집!
직접 뽑은 면과 수제비가
함께 들어있는 칼제비가 대표! 

09:30 - 21:00
부천시 장말로 200번길 29
032-663-1653
칼제비 3,500원
냉콩국수 5,000원

영업시간
주소

메뉴

궁중떡집 중동시장

진도 참쑥으로 빚은
해풍 쑥떡이 천 원!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떡은 기본,
예쁘고 정갈한 포장까지
완벽한 떡집!

09:30 - 21:00
부천시 석천로 78번길 55
032-623-3302

해풍 쑥떡 1,000원 
떡 1팩 2,000원

영업시간
주소

메뉴

뽀바서 메밀공원 중동시장

여름엔 새콤한 막국수가 진리!
발품 팔아 다녀오실만합니다. 
두 번 드세요! 맛 보장!

10:00 - 21:00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00번길 28
032-613-3302

메밀 막국수 현금 4,000원
메밀 칼국수 현금 5,500원

영업시간
주소

메뉴

다수제 중동시장

다 수제로 만들어서 다수제!
정성 들여 직접 만든
핫도그랑 튀김이 인기

10:30 - 22:00
부천시 장말로 199번길 32
070-7348-9476
떡볶이 3,000원
수제 핫도그 1,500원

비판, 
본능에 

의한 
이끌림

먹방,
본능에 

의한 
또다른 
이끌림

이
-츠

 먹
방

 타
임

! 달콤한 서랍
힐링 되는 차분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는다면 여기!
브런치가 이렇게 예쁘고 맛있고 푸짐해도 되나요?

티켓 소지자 1,000원 할인

09:00 - 23:00  I  주말 11:00 오픈
부천시 소향로 111 디아뜨갤러리  I  032-322-9454
클럽 샌드위치 9,500원  I  리코타 샐러드 12,000원

고래라멘
라멘 먹고 갈래…?
얇고 쫄깃한 면, 국물이 끝내주는 라멘의 정석!

티켓 소지자 음료 서비스

11:00 - 23:00 (Break Time 15:30 - 16:30)
부천시 소향로 127  I  032-454-0474
고래라멘 7,000원  I  매운라멘 7,500원

마차푸처레
부천에 자리한 인도?!
진짜 인도 맛을 느끼고 싶다면 바로 여기!

티켓 소지자 1,000원 할인

11:00 - 22:00
부천시 상동로 87  I  032-323-7792
마챠푸처레 스페셜메뉴(2인기준) 36,000원

르샤미
금손 사장님의 손길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심쿵유발 컵케익이 기다리는 카페

티켓 소지자 10% 할인

10:30 - 22:30
부천시 소향로 55-15  I  032-327-7288
생크림동물컵케익 4,500원  I  아메리카노 3,000원

영업시간 영업시간 영업시간 영업시간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메뉴 메뉴 메뉴 메뉴

카페 심재
부천시청 바로 앞에 자리한 힐링 쉼터 심재!  모던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디저트에 홀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카페!

테이크아웃 커피 500원 할인

11:00 - 23:00
부천시 석천로 184번길 26  I  032-325-8583
아메리카노 3,500원

용코로만두
톡톡 터지는 새우만두가 일품!
만두도 만두지만 술술 넘어가는 술빵도 놓치지 마세요!

09:30 - 23:30
부천시 소향로 119 디아뜨2  I  1588-0706
고기만두 3,500원  I  새우만두 3,500원
술빵 2,000원

혼끼
간단하게 한 끼 하기 좋은 일본식 밥집!
상영 시간표 실패하셨다면 여기서 혼밥하세요~

11:30 - 21:00
부천시 상동로 90 146호  I  032-324-9258

티켓 소지자 음료 서비스
카츠동 7,500원  I  규동 7,500원  

영업시간 영업시간 영업시간
주소 주소 주소
메뉴 메뉴 메뉴

BIFAN CHOICE 혜택을 받고 싶다면?
티켓 지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