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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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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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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옥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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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로

16가지 다양한 맛의 양갱을 갖춘 수제 양갱 전문점

07

02 322 3378
서대문구 연희로11라길 2 1층
매일 11:00~20:00/월 휴무

03

연세대학교 우체국

경성고등학교

17
16
14

홍익디자인고등학교

02

22

27

30

04
성

발카롱

13

산
로

귀엽고 아기자기한 마카롱이 있는 마카롱 전문점

23

29

010 9991 2194
서대문구 연희맛로 29 1층
매일 11:00~20:00/월 휴무

서대문우체국

28

03

베렌트레프

20년 전통 독일 구미 젤리 브랜드의 국내 첫 번째 숍

02 6082 3005
마포구 동교로 270
매일 12:30~20:00

연연패스 |

연희, 연남동 상품과 서비스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패스

브랜드관 |

연희걷다 파트너 브랜드의 팝업스토어

특별관

크리에이터들의 다채로운 작품이 가득한 플리마켓

|

홍대입구역
창서초등학교

04

빵길따라

앙버터와 명란 바게트가 맛있기로 유명한 베이커리

02 332 2951
마포구 연희로 33
매일 08:00~24:00

05

잡화
12

카페

마켓

20

27

엄마식탁

가라지가게

노아스로스팅

연남동 막켓_MAKKET

02 6401 1721
서대문구 연희맛로 17-21 1층
매일 11:30~21:30/일 휴무

02 336 9073
서대문구 연희로11라길 10-6 차고
매일 13:00~19:00/월 휴무

02 3141 6356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23 1층
평일 08:00~20:00, 주말 09:00~21:00

010 9838 5768
마포구 성미산로 198 동진시장내 MAKSA
매일 12:00~20:00

정갈한 한 그릇 요리와 함께 혼밥을 즐기기 좋은 식당

06

쓰임과 모양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수납 가구를 판매하는 상점

13

허영만의 만화 『커피 한잔 할까요?』의 실제 모델인 커피 전문점

빈티지한 매력이 넘치는 마켓 플레이스

21

28

연희단팥죽

미지의세계

마호가니

연트럴 플리마켓

02 6082 2086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8-5 1층
매일 11:00~20:00/수 휴무

010 4616 4170
마포구 연희로 35 1층
매일 13:00~20:00/매월 휴무 공지

02 337 8849
서대문구 연희맛로 45
매일 10:00~22:00/연중무휴

마포구 동교동 152-1
매일 14:00~23:00/월 휴무

달콤하고 건강한 팥죽을 만드는 단팥죽 전문점

07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키덜트 소품숍

14

직접 로스팅한 블렌딩커피와 다양한 빵을 갖춘 카페

연트럴파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플리마켓

22

29

오순도순떡볶이

비옥

메트로놈커피

와이마켓

010 3106 8761
마포구 동교로 280 1층
매일 15:00~11:00/화 휴무

010 9968 8830
마포구 동교로 256-3
매일 13:00~23:00/월 휴무

010 3484 2556
마포구 동교로46길 24-4 2층
매일 13:00~22:30/화 휴무

02 546 1599
마포구 동교로 237 1층
매일 12:00~23:00

와인과 떡볶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식집

08

신진 디자이너와 젊은 예술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15

23

자일로스수제사탕드롭스

애디앤루이스

바람커피

010 9996 0548
서대문구 연희로15안길 10 1층
월-토 11:30~20:00, 일 11:30~19:00

070 4142 1058
마포구 성미산로 160 1층
매일 13:00~22:00

010 6565 1919
마포구 동교로38길 26-7 1층
매일 13:00~23:00

자일로스 설탕으로 건강한 달콤함을 선사하는 수제 사탕 가게

09

프리미엄 반려동물용품 편집숍

16

24

오데옹상점

시간이머무는홍차가게

010 9778 2913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56 2층
매일 11:30~19:00(15:00~17:00 브레이크 타임)/목 휴무, 변동 휴무

0507 1426 7775
서대문구 연희로 52-6
매일 15:00~20:00/수, 목 휴무

0507 1311 3541
서대문구 연희로16길 7-15 1층
매일 01:00~09:30/목 휴무, 수 예약 영업

도자기, 황동 오브제, 빈티지 소품이 가득한 소품숍

어반플레이

다양한 원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키노코

야채를 듬뿍 넣어 따뜻한 요리를 만드는 일본 가정식 전문점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

한 달에 한 번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는 카페

30

0

손바느질로 직접 만든 코지에 시즌별 홍차를 선보이는 홍차 전문점

연남방앗간

식음료 크리에이터를 위한 동네 편집상점

070 4200 2200
마포구 동교로29길 34
평일 12:00~21:00, 주말 12:00~22:00

31

연남장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를 위한 로컬 라운지

10

17

25

피터팬제과

작은 연필가게 흑심

연희양과점

02 336 4775
서대문구 증가로 10
매일 8:00~21:00/연중무휴

070 4799 0923
마포구 연희로 47 3층 301호
매일 14:00~19:00/일, 월 휴무

02 336 1156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56 지층
매일 11:00~20:00/변동 휴무

1978년 이래로 한결같이 연희동을 지켜온 베이커리

오래되어 더욱 멋스러운 연필들을 소개하는 가게

구움 과자가 맛있기로 유명한 흰 외관의 정갈한 카페

02 3141 7978
서대문구 연희로5길 22 1층
매일 11:00~22:00

32

연희대공원

펫 크리에이터를 위한 로컬라운지

18

서점
11

밤의 서점

초콜릿코스모스

컨시어지커피

070 8880 0157
서대문구 연희로11라길 10-6 2층 좌측
매일 10:00~20:00/화 휴무

02 332 5335
서대문구 증가로 1 1층
평일 08:00~21:00, 주말 10:00~21:00/첫째, 셋째 주 월 휴무

크고 작은 식물이 가득한 가드닝 숍

마음의 빛을 찾는 한밤의 서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09-51
월 19:00~22:00/화-금 17:00~22:00/토 14:00~21:00/일 휴무

26

19

she said that

에코백 그리고 잡화류 판매점

070 5111 0817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17 1층
화-일 14:00~18:00/월 휴무

밀크티와 아인슈페너가 맛있는 카페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48-4

33

정음철물

건축&리빙 크리에이터를 위한 동네 철물 편집상점

02 334 9452
서대문구 연희로11길 26
매일 10:00~20:00/월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