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맥주

본 지도 사용법 How to use this map

Book and Beer

이 지도에 적힌 테마는 안내를 맡은 가이드와 같습니다.
이 지도와 함께 골목 속을 여행하다 보면, 나만의 새로운 취향
을 새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골목골목이

수영구 골목골목에는 개성 있는 책방들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답니다.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마시는 행위는 참으로 자연스럽지 않으신가

전하는 바이브에 몸과 마음을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정과정유적지

Historic Site of
Jeonggwajeong Pavilion

요? 그렇다면, 그 ‘무언가’를 시원한 수제맥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

This map is meant to act as a friendly
tourist guide you can use on your own.

까요?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수제맥주 브루어

Enjoy all the many different sights and

리들이 자리잡고 있거든요. 골목 속 서점에서 내 마음과 맞는 책 친구
골라, 시원한 맥주 한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한 모금, 어떠세요?

#취향도수영구 #골목여행
You can find bookstores hidden away like treasures

sounds the alleyways have to offer.

수영강 산책로

Promenade of
Suyeong River

no. 표시가 해당 장소의 위치입니다. 손그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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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rk is where the place is located. The illustrations are only fo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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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don't get confused!

교
좌수영

in the alleyways of Suyeong-gu, and som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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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락생활문화센터

Gurak Community
Cultural Center

country’s best craft beer makers can be found near
Gwangalli Beach. Why not put them together? Pick

05

a book and sit down with a nice glass of cold beer.
#Suyeong_Mykindoftaste #TravelAlley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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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미단길

Mangmidan-gil

망미역

수영성마을박물관

09
07

수영사적공원

Suyeong
Historical Park

Mangmi Station

Suyeongseong
Village Museum

수영팔도시장

Suyoeng Paldo
Traditional Market

수영강

Suyeong River

민족과여성 역사관

National Women’s
Historical Hall

비콘 그라운드(2020년 오픈 예정)
B-Con Ground (open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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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MPLE process to enjoy Book & Beer in Suyeong
15

1. 마음에 드는 서점에 방문한 후, 마음 가는 책을 집어든다.

03

(이 때, 서점 주인에게 추천을 받는 척 말도 걸어보자. 조용히 책과
함께 해서 조금은 심심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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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에 드는 펍이나 브루어리를 고른다.

02

금

련

3. 되도록이면 로컬 이름이 들어간 맥주 메뉴를 시켜보자.

Suyeong-gu Community
Cultural Center
/Gwangalli Tourist
Information Center

Ge

대부분 맛있다. 그리곤 책을 펴서 맥주 한 모금, 책 한줄, 그렇게.

수영구생활문화센터
/광안리관광안내소

4. 음악이 좋으면 턱을 괴고 눈을 감아 그 바이브를 즐겨보자.

2. Choose a pub or a brewery you think you’ll like.
수영구청

4. You can also enjoy listening to the music they play.

Suyeong-gu
Ofﬁce

남천해변공원
Namcheon
Beach Park

Suyeong-gu
Children’s WaterPark

Gwangalli Beach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Gwangalli Ocean Lepo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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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ould be changed. It is prohibited to copy arbitrarily.

Millak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수영구어린이워터파크

광안리 해변

Namcheon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check before visiting about business hour or etc after December because

민락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Millak
Waterside
Park

남천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The information in this map are effect until December 2019. Thus, please

Millak Raw
Fish Town

민락수변공원

11

3. Then open the book and sip on your beer.

게재되어 있는 삽화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무단복사 및 복제를 금합니다.

Millak Seaside Park

민락회타운

14

think you’ll like.

영업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이 책에

민락해변공원

04

1. Visit your favorite bookstore and pick up a book you

*본 지도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2월 자료입니다. 그 후 변경된 영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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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천동 골목

01

Namcheon-dong Bakery Area
(Ppangcheondong)

갈맷길
남천동 벚꽃길

Namcheon-dong
Cherry Blossom Walk

Galmaetgil

광안대교
Gwangan Bridge
(Diamond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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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맥주를 즐기는
4가지 간단한 프로세스

Book & Beer

반려동물 동반 가능 Pet friendly

인디고 서원

01

Indigo Seowon

어린이 동반 환영 Kids friendly

해피북스데이
Happy Book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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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Beer

반려동물 동반 가능 Pet friendly

비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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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tore VIVID

어린이 동반 환영 Kids friendly

와일드웨이브 광안
Wild Wave Gw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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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그림책을 주로 다루는 작은 골목 서점

성에 관한 새로운 시선을 알려 주는 서점

국내 최초 사우어, 와일드 크래프트맥주 양조장으로 바다환경

Humanities Bookstore for Youth

Small picture book-based bookstore

Bookstore specializing in gender studies

운동인 웨이브 플로깅 행사도 개최

부산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28

부산 수영구 수미로14번길 9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60번길 8

T. 051.628.2897 H. indigoground.net IG. @indigoseowon

IG. @happybooksday

T. 010.4919.3104 IG. @space_vivid

28, Suyeong-ro 408beon-gil, Suyeong-gu, Busan

화-일 Tue-Sun 10:00-19:00 월 휴무 Closed on Mon

두두디북스
Doodoodi Books

9, Sumi-ro 14beon-gil, Suyeong-gu, Busan
수-일 Wed-Sun 13:00-20:00

매주 월, 화 휴무 Closed on Mon,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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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문학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산 대표 문화기획형 서점
Bookstore hosting various cultural events
부산 수영구 수영로510번길 43 지하1층

비온후
Beonwho Bookshop

월-목 예약제 Mon-Thu Reservation only 금 Fri 20:00-24:00
토 Sat 13:00-23:00 일 Sun 13: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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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진, 여행책을 만날 수 있는, 종종 바람이 머무는 작업실
같은 서점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63번길 16 1층

1F, 16, Mangmibeonyeong-ro 63beon-gil, Suyeong-gu, Busan
T. 051.645.4115 IG. @beonwhobookshop

Stereo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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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하는 음악책방 겸 카페 & 펍
Music Bookstore, cafe and pub that offers a variety of
events and programs

책방한탸
Bookstore Hantá

#103, 22, Millakbondong-ro 27beon-gil, Suyeong-gu, Busan
IG. @stereobooks

T. 010.8793.2392 H. blog.naver.com/andsometimes

수 휴무 Closed on Wed

화-금 Mon-Sat 13:00-21:00 토-일 Sat-Sun 13:00-19:00

F1963 내에 있어 책 고르기 쾌적한 환경의 예스24중고서점
Bookstore, located in F1963, offering a comfortable
environment for reading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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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공휴일 Sat-Sun, Holidays 11:00-21:00

T. 051.757.4278 IG. @soltaphouse

읽을 수 있는 북카페

토 Sat 12:00-02:00 일 Sun 12: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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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 beer pub from Incheon with a movie theme
부산 수영구 광남로 155-1 1층

T. 051.757.8032 IG. @caligari_gw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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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illa Brewing Co.

국내 수제맥주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산 로컬 수제맥주
브랜드

부산 수영구 과정로15번길 8-1

gu, Busan

T. 010.9669.0002 H. velocy.blog.me IG. @science_dongju

부산 수영구 광남로 125

월-금 Mon-Fri 10:00-18:00

화, 일 휴무 Closed on Tue, Sun

T. 051.714.6258 H. gorillabrewingcompany.com

월, 수-토 Mon, Wed-Sat 14:00-19:00

토, 일, 공휴일 휴무 Closed on Sat, Sun, Holidays

평일 저녁과 주말은 자체 프로그램 위주, 인스타 공지 확인

월-금 Mon-Fri 17:00-02:00 토-일 Sat-Sun 16:00-03:00

프라하993

고릴라브루잉컴퍼니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94번길 24, 지하 1 층

T. 070.7701.0356 IG. @thethinkingsea

1F, 155-1, Gwangnam-ro, Suyeong-gu, Busan

일-목 Sun-Thu 17:00-01:00 금-토 Fri-Sat 16:00-02:00

The very ﬁrst natural science bookstore in South Korea

B1, 24, Gwanganhaebyeon-ro 294beon-gil, Su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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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시작된, 영화 컨셉의 공간에서 맛보는 수제맥주 펍

Book café for reading while enjoying coffee or beer

8-1, Gwajeong-ro 15beon-gil, Suyeong-gu, Busan

Caligari Brewing

Busan’s ﬁrst-ever American-style craft beer brewery

IG. @galmegibrewing_gwangan

과학자가 책을 소개해주는 국내1호 자연과학 책방

칼리가리박사의 밀실

광안리에서 탄생한 첫번째 미국식 수제 맥주 브랜드

T. 051.627.4328 H. galmegibrewing.com

Bookstore Dongju

월-목 Mon-Thu 17:00-01:00 금 Fri 15:00-02:00

갈매기브루잉 광안본점

IG. @han_tya_book

문화프로그램이 함께 하는 살롱이며 커피, 맥주를 즐기며 책을

4F, 153,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2F, 58, Gwangnam-ro, Suyeong-gu,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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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뉴욕 스타일 피자와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펍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53 4층

월-토 Mon-Sat 13:00-22:00 일 Sun 13:00 -20:00

책방동주

14

and craft beer

월-금 Mon-Fri 11:00-20:00

22, Yeonsu-ro 369beon-gil, Suyeong-gu, Busan

04

Soltap House

H. yes24.com

Galmegi Brewing Gwangan

월 휴무 Closed on Mon

솔탭하우스

Casual pub where you can enjoy New York-style pizza

부산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T. 010.8482.1020 H. stereobooks.blog.me

The thinking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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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Used Bookstore

부산 수영구 광남로 58 2층

생각하는 바다

1F&2F, 271, Gwanganhaebyeon-ro, Suyeong- gu, Busan
월-목 Mon-Thu 18:00-01:00 금 Fri 18:00-03:00

Closed on Lunar New Year's day & Chuseok

종종 독서모임을 운영하는, 골목길 인문학 책방
부산 수영구 연수로369번길 22

T. 051.759.0839 IG. @wildwave.brew

설날(음력), 추석 당일 휴무

Liberal arts bookstore that often hosts reading groups

부산 수영구 민락본동로27번길 22 103호

화-일 Tue-Sun 12:00-18:00 월 휴무 Closed on Mon

20, Gurak-ro 123beon-gil, Suyeong-gu, Busan

목-토 Thu-Sat 14:00-20:00

스테레오북스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71 1층, 2층

예스24중고서점 수영점

and travel

T. 010.4948.0367 IG. @doodoodibooks

8, Mangmibeonyeong-ro 60beon-gil, Suyeong-gu, Busan

토 Sat 12:00-03:00 일 Sun 12:00-01:00

Bookstore specializing in architecture, photography,

B1, 43, Suyeong-ro 510beon-gil, Suyeong-gu, Busan

South Korea's very ﬁrst sour- and wild-beer brewery.

Craft beer brewery based in Busan aiming to take
Korean craft beer to global

Praha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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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를 체코에서 공수해 부산에서 만드는 정통 체코식 맥주
브랜드
Authentic Czech beer brewery, main ingredients aired
from the Czech Republic and brewed in Busan
부산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20, Gurak-ro 123beon-gil, Suyeong-gu, Busan

125, Gwangnam-ro, Suyeong-gu, Busan
IG. @gorilla_brewing

T. 051.757.2703 IG. @praha993_brewing

월-금 Mon-Fri 11:00-23:00 토-일 Sat-Sun 12:00-24:00

일-목 Sun-Thu 17:00-24:00 금 Fri 17:00-01:00 토 Sat 13:00-01:00

Check IG before visit

수영구 추천 코스 Recommended courses
타박타박 산책 코스 1

Alleyways Walking Trip 1

부산도시철도 2호선의 금련산역과 광안역 사이 골목길
금련산역 3번 출구부터 광안역 5번 출구의 광안2동 골목길 일대엔 조
용히 골목길을 걷다보면 만나지는 조그만 카페, 브런치가게, 서점, 공
방, 소품샵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2시간 정도 산책 코스로 추천.

타박타박 산책 코스 2

Alleyways Walking Trip 2

The Alleyway between Geumnyeonsan Station and
Gwangan Station, on the Busan Metro Line No. 2
There are lots of small cafes, lunch shops, bookstores, art
studios, and other small shops located on the Gwangan
2-dong alleyways from Gumnyeonsan Station Exit 3 to
Gwangan Station Exit 5. About a two-hour walk.
The Alleyway between Suyeong Station and Mangmi Sta-

부산도시철도 3호선의 수영역과 망미역 사이 골목길

tion, on the Busan Metro Line No. 3

수영역 2번 출구와 망미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수영동에는 수영구 대표

Suyeong-dong, located at Exit 2 of Suyeong Station and Exit

전통시장인 수영팔도시장을 비롯, 수영사적공원 뿐 아니라 개성 있는

1 of Mangmi Station, includes the Suyeong Paldo Market, a

서점들, 카페, 베이커리, 오래된 맛집 등이 곳곳에 숨어있어, 수영의 과

traditional market of Suyeong-gu, as well as the Suyeong

거와 현재를 오밀조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보물같은 동네이다. 여력이

historical parks and a host of unique bookstores, cafes, bak-

된다면 F1963과 수영강 산책길까지도 도전해보자 4시간 정도의 반나

eries, and restaurants. You should also explore the F1963 and

절 도보 여행 코스로 제격.

the Promenade of Suyeong River. About a four-hour trip.

씽씽 자전거 일주 코스 Bike-Round Trip

Try biking along the ocean and the river
Hop on a free bike in front of the 301 Samik Beach Apartments

바다와 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즐기기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앞에서 무료 자전거 대여→광안리 해변
테마거리→민락해변공원→민락수변공원→수영강변 자전거 도로 왕복
일주 코스. 2시간을 꽉 채워 둘러볼 수 있다 모두 평지이니 걱정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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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o on the Namcheon-dong → Gwangalli Beach Theme
Street → Millak Beach Park → Millak Waterfront Park → Suyeong
River Bike Road circle trip. About two hours. It’s all ﬂat, so the
going is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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