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걷다 청년 평화의 길

KOREA

UN평화문화특구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이 위치한 부산 남구는 역사문화특구로서, 평화체험·문화관광
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초 지정일 2010.5.19.

대연동 785(UN기념공원 일원)

574,147㎡

유엔평화로 63(대연동)
051-610-7111
평일·일요일 09:00~18:00(입장마감 17:00)
금·토요일 09:00~21:00(입장마감 20:00)
※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1월 1일 휴관
museum.busan.go.kr/busan/exhibitexp(해설신청)
레드라인(대연4치안센터 옆 탑승)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유
엔군 전몰장병(11개국 2,300여 구)의 유해가 안치된 세계 유
일의 유엔 기념 묘지이다.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359호)

T H E M E

부산의 예술인과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을 위
한 열린 공간이다. 특히 야외공연장 ‘젊은이의
광장’은 누구나 쉽게 젊음의 열정을 예술문화
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용소로 78(대연동)
051-612-1376
0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www.bsart.or.kr

부경대학교 워커하우스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 임시 사령부 건물로 쓰였
던 돌집 형태의 구조물이다. 미8군사령부 초대 사
령관 워커 중장은 통신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대구
에 있던 사령부를 부산수산대학교(현 부경대학교)
로 옮겼다.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낸 연합군
참모들의 기지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

유엔평화기념관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
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
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 참전군의 유물 등을 관람
할 수 있다. 세계평화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용소로 45(대연동)

부경대학교박물관
해양·수산자료, 고고·역사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문화학교, 유적답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평화공원

유엔평화로 93(대연동)
051-625-0625
하절기(5월~9월) 09:00~18:00
동절기(10월~4월) 09:00~17:00 ※ 연중무휴
무료
www.unmck.or.kr
레드라인(UN기념공원 입구 탑승)

M A P

일제 강점기(1910~1945)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개관했다. 강제동원 수기,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어 역사
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홍곡로320번길 106(대연동)
051-901-1400
1 0:00~18:00(입장마감 17:30) ※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휴관
www.unpm.or.kr

UN기념공원

B U S A N & N A M G U

부산예술회관

홍곡로320번길 100(대연동)
051-629-8600
1 0:00~18:00(입장마감 17:30)
※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museum.ilje.or.kr(부산시 운영)

부산박물관
1978년 개관한 부산의 대표적인 종합역사박물관. 선사시
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국보 제200호 금동보살입상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
과 특색 있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턴 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 : 부산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서 전사자들을 추모하며
1분 동안 묵념하는 국제 추모식이다.
※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 영국· 캐나다·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현충일,
미국 재향군인의 날

용소로 45(대연동)

051-629-6771

10:00~17:00 ※ 주말 및 공휴일 휴관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UN기념
공원 남쪽에 조성되었다. 3만여 그루의 나무와 생태연못
등 자연친화적인 조경으로 인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
심 속 휴식 공간이다.

대연동 문화골목

신선로447번길 10(대연동)
051-607-4541~4
 닥분수 가동시간 평일 12:00, 16:00, 20:00
바
토·일·공휴일 12:00, 14:00, 16:00, 18:00, 20:00
※ 시작 시간으로부터 30분간 가동, 동절기(11월~3월) 가동
중지
레드라인·그린라인(평화공원 입구 탑승) ※ 환승 가능

건축가 최윤식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며, ‘부산
다운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다. 소극장, 갤러리, 라
이브카페 등 개성 만점 가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
는 공간이다. ‘골목건축제’ 기간에는 유명 인사들의
강연도 진행한다.
용소로13번길 36-1(대연동)
051-635-4316

UN조각공원
부산문화회관
부산 대표 공연장으로 대극장, 클래식 전용극장 등을 갖췄
다. 지역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해 예술만이 줄 수 있는 감동
을 선사한다.

Welcome to 남구!
부산 남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를 걷다 문현혁신지구

부산의 밤을 걷다 야경투어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www.bscc.or.kr

발길 닿는 대로 걷다 기타 명소

더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 남구 축제

051-607-6000

남구로 닿는 길 교통&부산시티투어버스

UN기념공원은 ‘한국전쟁 50주년 특별기획 UN기념
공원 국제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한 참전 21개국 조각
가 34명으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아 조성되었다. ‘자유·
평화·통일’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이 산책로를 따라 죽
늘어서 있어 공원 전체가 마치 갤러리 같다.

향파문학거리
부산지역 문학의 토대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향파 이주홍 선생(1906~1987)을 기리기 위해 조
성한 거리. 600m에 달하는 하얀 울타리에는 이주
홍 선생의 시, 소설 등 작품의 한 대목과 해당 작품
이 실린 책 표지가 함께 걸려 있다.

대연동 779-7 일원
051-607-4541~4
w
 ww.bsnamgu.go.kr/cultural/UNSculptureExp.
pdf(작품 설명)

용소로21번길 15(대연동)

한 박자 쉬어가는 남구 숙박

모바일 스탬프투어
참여방법 ➊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 다운로드
➋ 화면에 나타난 로그인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 진행

문현혁신지구(BIFC)

동생말전망대(이기대 수변공원 입구)

무민사

김해국제공항 출발

주요금융기관이 밀집한 문현혁신지구는 한국은행 부산본
부, 부산은행 본점, 기술보증기금,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IFC부산으로 이루어진 금융특화 집약지이다. 이 중 BIFC
내에 위치한 BIFC몰은 브랜드 커피전문점부터 한식, 중식
등 다양한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불꽃축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야경 명소

감만동 남쪽 언덕에 위치한 최영 장군을 기리는 사당으
로, 최영 장군의 시호인 ‘무민’에서 명칭이 비롯되었다.
최영 장군은 고려 말 당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용감하
게 나라를 지켜낸 장수였다.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이 있
었던 감만동 지역에서 수호신으로 모셔졌던 최영 장군.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탑승(사상역 방향) ▶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환승(장산역 방향) ▶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 하차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051-955-5114
www.ifcbusan.co.kr

부산금융박물관로드

용호동 산 1

오륙도스카이워크
해안절벽 위 다이빙대처럼 튀어나와 있어 시야 방해
요소 없이 수평선을 만끽할 수 있고, 해질녘 오륙도 경
관이 일품
용호동 산 196-10

한국은행(화폐전시관) ▶ 부산은행(금융역사관) ▶ 기술보증기금(과학기술체험관)
▶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역사박물관)
문현금융로 30
051-661-4816
무료
매주 목·금요일(기초 10:00~12:00, 13:00~15:00, 심화 10:00~15:00)
http://bfmr.busan.com

무제등소공원/신선대
정상에 오르면 부산항과 영도, 조도, 오륙도를 조망할 수
있고, 부산항대교의 야간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용당동 산 170

증권박물관(부산)
동항성당

증권박물관(부산)은 경제유물이 된 종이증권의 보존과 증
권 발행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문을 열었
으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박물관이다.

영도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의 불빛과 붉은 벽돌
로 된 성당 건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야경 명소

전포대로 133, 2층(문현동, IFC부산)
051-519-0600

장고개로16번길 13(우암동)

드림씨어터
부산 유일의 초대형 뮤지컬 전용 극장. <오페라의 유령>,
<맘마미아>, <라이온킹> 등 세계적인 명품 뮤지컬을 오리
지널 그대로의 감동으로 만날 수 있는 최첨단 무대 시스템
을 보유하고 있다.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가 가깝고 사각지
대가 거의 없어 최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전포대로 133, 3층(문현동, IFC부산)

문현동 곱창골목
일제 강점기 문현동 일대에 자리했던 도축장과 가축 시장에
서 살코기는 통조림으로 만들어져 반출되고, 남은 내장 부
위가 문현시장에 공급되면서 형성된 곱창 요리 전문점 거
리. 문현교차로 근처 지게골로 초입에 15여 곳의 곱창 전문
식당이 있다. 주로 돼지 곱창을 취급한다.
문현동 351-35 일원

1833-3755

부산 유수의 기업이었던 동명목재의 故 강석진 회장이
건립하여 부산시에 헌납한 사찰이다. 용당동 용비산 기
슭에 자리하여 멀리 오륙도가 내려다보인다. 또, 이곳에
는 한국 최대 규모 범종인 동명불종(27톤)이 있는데, 에
밀레종보다 6톤 정도 더 무겁다고 한다.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051-626-1516

백련사

이기대공원로 85-74(용호동)

도심 속 산림휴양공간이자, 아이들이 놀기 좋은 생태놀
이공원이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황령산은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등산 명소로, 봄에는 벚꽃이 만개
한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다.

황령산로 391-39(대연동)
이용시간 10:00~23:00 ※ 설날 및 추석 당일 휴무
070-7542-7080

감만부두시민공원
부산항대교의 조명과 부둣가의 아름다운 불빛을 감
상할 수 있는 곳
감만동 626-1

오륙도사랑걷기축제

반딧불이 환경축제

나들이를 즐기기 좋은 봄과 가을에 수려
한 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일원을 다 함
께 걷는 남구의 대표 걷기 행사. 부산환경
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시작해 약 6.5km의
순환도로를 걷는다. 코스 중간마다 걷기를
응원하는 버스킹 콘서트가 열리고, 완주
후에는 기념품 증정 및 경품 추첨이 이루
어져 걷는 즐거움을 더한다.

맑고 깨끗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
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둠 속에 반짝이는 반딧불이 여름밤의 낭
만을 채워준다. 축제기간에는 반딧불이 생
태 설명 및 체험 행사, 환경사랑 글짓기 및
그림대회, 기후변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축제를 즐기며 자연보전
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평화공원 일원, 이기대공원
매년 6월경

문현동 산 21
황령산편백나무숲: 대연동 산 54-29

경성대학교 조류관
국내 최고의 조류 전문 전시관으로 각광받는 곳. 천연
기념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한국산 야생조류 280종
1,500여 점, 알 표본 약 60종, 둥지 표본 등 많은 생태자
료가 전시되어 있다.
수영로 309, B1층(대연동, 멀티미디어정보관)
051-663-5363 ※ 단체관람 사전 예약 필수
10:00~17:00 ※ 주말, 공휴일 휴관
https://cms1.ks.ac.kr/birds/Main.do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출발

이데아(IDEA)관광호텔

유엔평화로 35(대연동)

051-611-6642

문

남구청 문화관광체육과 051-607-4821

운

일반숙박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 탑승(다대포해수욕장 방향) ▶ 범일역 하차 ▶ 시내버스 22번 환승
(용호동 방향) ▶ 대연동제일은행 정류장 하차 ▶ 부산고려병원 방면 260m(도보 4분)

호텔스미스

못골로12번길 20(대연동)

051-642-2923

※ 도착지는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 기준

보스코호텔

못골로12번길 64(대연동)

051-643-0440

12로드 스테이

못골로12번길 67(대연동)

051-632-1425

호텔 더그랑 대연

유엔평화로3번길 33(대연동)

051-626-9658

베니스모텔

용호로 152-1(용호동)

051-622-7025

넘버25호텔

용호로 156-1(용호동)

051-627-4466

노블레스

용호로 158-1(용호동)

051-611-6025

시카고모텔

동명로132번길 21(용호동)

051-621-0002

정성호텔

수영로13번길 9(문현동)

051-634-0902

T호텔

남동천로 6(문현동)

051-637-6819

보브호텔

자유평화로60번길 90(문현동)

051-633-0131

이기대공원 내 순환도로 마을버스 남구 2번(오륙도 선착장~동생말)
•주말·공휴일만 운행, 동절기 미운행
•오륙도 출발: 1일 8회, 첫차 10:00 / 막차 17:00 (1시간 간격)
동생말 출발: 1일 8회, 첫차 10:30 / 막차 17:30 (1시간 간격)

성인

소인

15,000원 8,000원

citytourbusan.com

이용사항
티켓 각
 정류장에서 탑승 시 운전기사로부터
현장 구매하여 선착순으로 탑승
※ 단 체(성인·소인 구분 없이 15인 이상)
1인당 2,000원 할인
티켓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당일 구매 불가)

20,000원 10,000원 ※ 탑승시간으로부터 24시간 적용,
순환형 전 구간(레드·그린·블루) 이용 가능

※ 소인: 48개월~고교생 ※ 단체 할인은 단일권에만 적용

레드라인(부산역→UN기념공원→부산박물관→용호만유람선→광안리→해운대→
평화공원→부산역) ※ 부산역 8번 출구 라마다앙코르호텔 앞 탑승
30분 간격, 15회 운행, 첫차 09:30 / 막차 16:30

의

남구문화관광해설사

※ 아바니센트럴부산: 2020년 12월 중 관광사업 등록 예정

051-612-8314

24시권

평화공원
매년 10월 중순~11월 초

남구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 참여 가능

수영로219번길 12-8(대연동)

(순환형 운행시간 기준)

평화공원 일원
매년 10월경

참가대상

호텔뮤리

단일권

대표적인 가을꽃인 국화의 향기와 함께 선
선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 오
색빛깔의 국화와 다양한 조형물이 어우러
져 볼거리가 풍부하다. 저녁에는 LED 조명
을 밝혀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국화나 조형물이 있는 곳곳이 모
두 포토존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쁜 사진
을 잔뜩 남길 수 있다.

051-626-7723

051-623-1624

(레드·그린·블루 중
1코스 선택)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과 UN평화문화
특구를 상징하는 ‘자유, 평화, 화합’을 주제
로 개최되는 축제. 음악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과 관광
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2020년부터 오륙도평화축제에
서 유엔평화축제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유엔평화로4번길 34(대연동)

수영로208번길 8(대연동)

구분

(UN Peace Festival)

지앤지(G&G)관광호텔

호텔브라운도트대연

T.051-464-9898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행)

국화전시회

051-791-5800

051-611-1188

부산시티투어버스

유엔평화축제

전포대로 133(문현동)

수영로 195-7(대연동)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 탑승(다대포해수욕장 방향) ▶ 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 환승(장산역
방향)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 하차

➌ ‘부산엔남구’ 선택, 스탬프투어 존에 방문하여 자동으로
나타나는 스탬프를 획득한 후 개수에 따른 선물 신청 또는
여행 후기 작성을 통한 이벤트 진행(매월 추첨을 통한 선물 지급)

아바니센트럴부산

엠파크모텔

•공원녹지과 051-607-4541~4, 이기대공원관리사무소 051-607-6398
대용여객(교통) 051-623-1600

051-627-0406

영화 <라라랜드>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
으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도심 속 보물 같은 명소

황령산 정상에 위치한 카페테리아. 황령산은 부산의
야경을 즐기며 걷는 야간산행 코스로 유명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탑승(노포역 방향) ▶ 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 환승(장산역 방향) ▶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 하차

이기대 해안산책로 시작점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자그
마한 사찰. 이기대 해안산책로보다 높은 고도에서 광안
대교와 마린시티까지 볼 수 있는 숨은 전망 명소이다.

황령산유원지생태숲

황령산 전망쉼터

•급행버스 1003번 탑승 ▶ 못골시장 정류장 하차 ▶ 부산고려병원 방면 340m(도보 4분)

이기대 일원
매년 5월경, 10월경

우암동 도시숲

우암동 127-142

부산역 출발

무민사로33번길 11-15(감만동)

부산동명불원

관광호텔

영

화~일요일 ※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휴무
구분

유의사항

전화(남구청 문화관광체육과
051-607-4821~3) 및
현장접수(해파랑길 관광안내소
1층, 사전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함)

오륙도 주변

1코스
1.3㎞(약 40분)

10:00~12:00
13:10~17:00

신선대

2코스
1.9㎞(약 2시간)

10:00~12:00
13:00~15:00

이기대해안산책로
(갈맷길, 해파랑길)

3코스
5.2㎞(약 3시간)

10:00~13:00
13:00~16:00

방문 10일 전까지 전화신청
(최소 10인 이상 신청 가능)

지질공원해설사
운
영
신청접수
집 결 지
문의사항

화~일요일 ※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우천 시 휴무
부산광역시 통합예약(reserve.busan.go.kr)
이기대공원관리사무소 내(출발 10:30, 14:00)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1-888-3636, 3638

관광안내
24시간, 연중무휴
관광 안내, 통역, 불편 신고, 경찰 연결
국내 이용 시: 1330 / 해외 이용 시: +82-2-1330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외국인만 이용 가능)
빈센트 게스트하우스

석포로126번길 7, 2층(대연동)

010-6626-9180

Kim's House Busan 2nd

유엔평화로13번길 11, 3층(대연동)

010-2460-1262

DYD COZY HOUSE

진남로96번길 51(대연동)

010-7678-8801

네잎클로버

분포로 111, 117동 1401호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010-3393-5142

이기대 외국인 숙소

용호로 149-1, 103호
(용호동, 지영주택)

010-2363-9946

※ 이용 전 운영 여부 확인 필요

해설시간

관광안내 전화번호

부산 남구 SNS

부산종합관광안내소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부산역관광안내소

051-253-8253
051-441-3121
051-607-6395
051-441-6565

유튜브 부산남구
블로그 blog.naver.com/bsnamgupb
인스타그램 bsnamgu_official
페이스북 busannamgu
트위터 bsnamgu

그린라인(부산역→태종대→오륙도스카이워크→용호만유람선→평화공원→부산역)
※ 부산역 8번 출구 라마다앙코르호텔 앞 탑승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관광체육과

30분 간격, 15회 운행, 첫차 09:15 / 막차 16:15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블루라인(해운대↔용궁사·기장시장 순환) ※ 부산아쿠아리움 앞 탑승, 레드라인 환승 가능

TEL. 051-607-4821 FAX. 051-607-4069
발행일 2020.10.
www.bsnamgu.go.kr

30분 간격, 12회 운행, 첫차 10:20 / 막차 16:35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자연과 함께 걷다 이기대 해안산책로

부산의 상징, 남구의 자랑 오륙도
오륙도는 용호동 앞바다에 위치한 6개의 바위섬으로, 섬이 동쪽에서는 6개, 서쪽에
서는 5개로 보인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동래부지>, 1740년)
2007년 10월 1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4호로 지정되었으며, 육지에서 가까운
것부터 방패섬과 솔섬(우삭도),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으로 나뉜다.

이기대(동생말 ~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농바위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면서 자연이 깎아놓은 아
름다운 해안절벽을 감상할 수 있다. 수려한 경관과
지구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제주 성산포 해녀들이 남천동 해안가에서 물질을
하면서 이기대와 백운포 해안가의 특정바위를 서로
연락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때 농을 닮은 이 바
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출항하는
배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다고 하여 부처바위라고
도 한다.

이기대공원로 68 일원(용호동)
이기대공원관리사무소 051-607-6398
해설신청 문화관광 051-607-4821
지질해설 051-888-3636, 3638
부산국가지질공원 www.busan.go.kr/geopark

➊➋ 방패섬과 솔섬(우삭도)
방패섬은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고 방패 모양을 하고 있어서, 솔섬은 소나무
가 많이 서식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륙도스카이워크

➌ 수리섬(해안단구)

‘하늘 위를 걷는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높은 35m
해안절벽 위에 설치된 유리 다리. 날씨가 맑으면 대
마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화산각력암과 응회질 퇴적암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안단구와 융기된 파식대지가
발달되어 있다. 지형학적으로 오륙도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곳이다.

➍ 송곳섬
송곳처럼 끝이 뾰족하여 붙여진 이름. 화산각력암과 응회질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➎ 굴섬
오륙도를 이루는 섬 중 가장 큰 섬으로, 해식동굴이 있어 굴섬으로 불린다. 화산각
력암과 응회질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의 꼭대기는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하얗게 보인다.

➏ 등대섬

 호동 산 196-10
용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서 도보 2분 거리)
0
 51-607-6395
해설신청 051-607-4821 ※ 현장신청 가능
0
 9:00~18:00(설날 · 추석 당일 12:00~18:00,
입장마감 17:50, 기상 악화 시 입장 제한)
※ 6~9월 19:00까지 이용 가능(입장마감 18:50)
부
 산역 정류장 ▶ 시내버스 27번 ▶ 오륙도SK뷰
정류장 하차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 · 부경대역(5번 출구)
▶ 시내버스 24, 27, 131번 환승(용호동 방향) ▶
오륙도스카이워크 정류장 하차 ▶ 도보 420m
그린라인(오륙도회전교차로 탑승)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섬의 꼭대기는 일제강점기(1927)에 등대가 세워지기 전까지 평평한 지형인 융기
파식대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밭섬이라 불렸다.

오륙도를 찾는 관광객의 여행을 돕는 가이드가 되
어주는 곳. 5G 기반 VR 체험관을 조성하여 가상
현실을 통해 오륙도의 매력을 체험해볼 수 있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남구와 부산항대교로 이어지
는 영도 태종대의 모습까지 보인다.
오륙도로 137(용호동)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

0
 51-607-6395

오륙도해맞이소공원/자연마당
일출과 일몰 명소인 오륙도의 경관이 한눈에 내려
다보이는 언덕. 나무데크 계단을 걸어 오르면 오륙
도는 물론 오륙도스카이워크까지 모두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방패섬

용호동 950

역사와 함께 걷다 우암동 마실길
소막마을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소의 검
역을 진행했던 검역소와 소막사가 있었던 곳
이다. 해방 이후 부산으로 20여만 명의 귀환
동포들이 몰려들었고, 소막사는 판잣집으로
변모했다. 6.25 한국전쟁 발발로 전국의 피란
민들이 밀집하면서 마을 규모가 커졌다. 소막
마을 주택은 등록문화재 제715호로 지정되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암번영로9번길 9-2(우암동)
소막마을 주민공동체센터 051-631-1896

우암동 도시숲
영화 <라라랜드>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야
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전망대 너머로 펼쳐지
는 경치와 해가 질 무렵 부산항대교와 부두 컨
테이너들이 하나둘씩 불빛을 밝히는 순간이
환상적으로 아름답다.
우암동 127-142

동항성당
리우데자네이루 항을 연상시키는 가톨릭 천주
교 성당. 1951년 천막성당으로 시작해 1957
년 성탄절에 정식으로 우암동에 건립되었다.
피란민 구호와 교육 및 의료사업에도 앞장서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장소이다. 영도와 남구
를 잇는 부산항대교의 불빛과 붉은 벽돌로 된
성당 건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멋진 경
관도 볼 수 있다.
장고개로16번길 13(우암동)
051-632-2043

바다에서 즐기는 남구 유람선 투어

동항성당부터 부산항대교, 우
암부두, 봉래산까지 한눈에 담
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밤이

2코스 2구간 12.6km, 4시간
3.4km 60분

민락교

4.0km 70분

동생말

광안리
해수욕장

이기대 어울마당

1.2km 30분

4.0km 80분

어울마당

오륙도
유도선 선착장

3코스 1구간 11.5km, 4시간

광안대교, 동백섬, 해운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자랑하며, 영화 <해운대>의 촬영지로도 유
명하다. 산책로를 걸으며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널
찍하고 높은 스탠드 계단도 마련되어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2.1km 50분

2.4km 55분

오륙도
유도선 선착장

신선대

3.8km 70분

UN기념공원

3.2km 65분

부산진시장

(구)부산외국어
대학교

다이아몬드베이 유람선
 인(만 19세 이상) 30,000원 / 청소년(만 13세~만 18세) 18,000원
성
어린이(36개월~만 12세) 10,000원 / 영아(~36개월) 무료

※ 상세 운항시간은 다이아몬드베이 홈페이지(diamondbay.co.kr) 및 전화(051-200-0002)를

돌개구멍

www.durunubi.kr

해파랑길

화산각력암층에 생기는 공룡 발자국 같이 둥근 모
양의 작은 웅덩이. 바위의 빈틈에 들어간 자갈이나
모래가 파도에 회전하고 소용돌이치면서 서서히 바
위를 깎아내 만들어진 마린포트홀이다. 돌개구멍이
있는 너른 바위 뒤쪽 석벽에는 붉은 글씨로 ‘이기대
(二妓臺)’라 새겨져 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
아 함께 걷는다’는 뜻을 지닌 초광역 걷기길. 부산 오륙도해맞이소공원을 시작으
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10개 구간은 총 길이 770km에 50개의
여행지로 가득 차 있다.

통해 확인 가능
※ 규정 운항시간 외 단체(20인 이상) 예약 별도 문의

주간투어(오륙도 코스) 출항시간 13:00, 14:30, 16:00
다이아몬드베이(용호만) ▶ 오륙도 ▶ 다이아몬드베이(용호만)
야간투어(해운대 코스) 출항시간 18:00, 19:30

남구실내 빙상장

해바바

국제경기장 규격을 갖춘 동부산권 유일의
생활체육형 공공빙상장. 다양한 빙상 스
포츠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무더위를 식히며 운동할 수 있는 이색 공
간이자, 겨울에는 제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복분야 우
수관광사업체. 생활한복을 대여해주는
곳으로, 실내 스튜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평화공원, 광안리, 캠퍼스(경성대, 부경대)
중 한 곳을 선택해 야외 스냅 촬영도 가능
하다.

백운포로 106(용호동)
051-607-3620~1
0
 9:00~18:00 ※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네 번째 화요일 휴무
w
 ww.namgusports.go.kr/program/
guide/index/13

수영로298번길 39-15, 6층(대연동)
0507-1333-9868
1 0:00~19:00, 수 12:00~22:00
(100% 예약제)
instagram.com/haebaba_official

다이아몬드베이(용호만) ▶ 광안대교 ▶ 누리마루 ▶ 해운대 일대 ▶ 다이아몬드베이(용호만)
1코스 17.8km, 6시간
3.5km 50분

동생말 전망대

오륙도
해맞이소공원

‘동쪽 산의 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생말은 이기
대 해안산책로와 해파랑길의 시작점. 해운대 마린
시티 경관을 볼 수 있고, 부산 불꽃축제를 무료로 관
람할 수 있는 명소이다.
용호동 산 1
대연동 제일은행 정류장 ▶ 마을버스 2번 ▶
분포고등학교 정류장 하차 ▶ 도보 600m

1.5km 20분

이기대

프라이빗 투어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3.0km 45분

용호만
매립부두

1.5km 20분

광안리
해수욕장

1.0km 60분

민락
수변공원

해운대
해수욕장

미포

1코스 19.8km, 4시간
2.5km 35분

오륙도
해맞이소공원

3.0km 45분

신선대
입구

2.0km 30분

UN
기념공원

4.0km 60분

우룡산
공원

4.0km 60분

증산공원

30분

중앙공원

부산역

오륙도 유도선
오륙도 등대섬 ▶ 굴섬 ▶ 송곳섬 ▶ 수리섬 ▶ 솔섬 ▶ 방패섬 및 나암섬 ▶ 오륙도 방파제

 당동 산 170
용
※ 신선대 산책로: 1.6km(도보 25분)
해설신청 051-607-4821

※ 오륙도스카이워크 관광객 방문현황 : 1,088,200명(2019년 기준)

한입 가득 채우는 남구 맛집&카페

2020년 9월 기준 T맵 미식로드 빅데이터, 네이버 핫플레이스,
방송, 각종 기관추천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연동

문현동

비단비

유엔로 187

051-626-0111

해물 쟁반짜장

와사비꼬막정식

자성로 148

051-643-7972

꼬막정식

진주냉면

유엔로 214

051-623-2777

진주냉면, 비빔밥

칠성식당

지게골로 4

051-634-0752

곱창

쌍둥이돼지국밥 2호점

유엔평화로 35-1

051-628-7021

돼지국밥

하림 메기매운탕

지게골로 17-5

051-633-9409

메기매운탕

광명집

신선로 458

051-621-4376

아귀찜

가원밥상

수영로39번길 29

051-634-0592

양념게장, 아귀찜

김유순대구뽈찜전문점

진남로15

051-627-4319

대구뽈짐

호포갈비 문현점

우암로 359

051-639-9200

소고기, 돼지고기

초원복국 대연본점

황령대로492번길 30

051-628-3935

복국

이흥용과자점

수영로39번길 2-1

051-635-4454

베이커리

공원칼국수

유엔평화로106번길 1

051-611-3913

물총칼국수, 만두

육면정

황령대로 329

051-623-6667

돼지갈비

온더야드
(on the yard)

수영로346번길 23-1

070-4131-0567

양식

우암번영로26번길 17

051-646-6195

냉면, 만두

메츠과자점

수영로266번길 46

051-611-4545

베이커리

매그네이트

진남로 135

051-635-5005

음료, 디저트

오륙도가원

백운포로 14

051-635-0707

한우등심

우리동네호두과자

수영로 261

051-627-9553

호두과자

합천국밥집

용호로 235

051-628-0565

수제순대

카페그리다

유엔로 219-4

051-625-8510

테마카페

골목집

용호로 203-4

051-623-4592

삼겹살

이정원

용소로21번길 21-7

051-623-1210

음료, 디저트

051-622-9100

숯불양념구이,
갈비살

딜라잇식스 부경대점

용소로7번길 87

051-623-9978

음료, 디저트

엄마손
눈꽃팥빙수단팥죽

유엔평화로 43, 1층

051-627-7555

팥빙수

필롱

수영로322번길 50-1, 1층

051-982-7111

음료, 디저트

카페위드컬쳐

용소로19번길 15, 2층

051-626-4582

음료, 디저트

롤뺑드빠리

용소로19번길 7

051-611-0030

스윗패턴즈

유엔로157번길 22

라쿠나마타타

용소로14번길 10, 2층

내호냉면

용호동

이가한우한돈
심해

분포로 66-17

분포로 111,
051-611-2939
LG메트로2분산상가 201호

장어구이, 모듬회

백운포로 43, 3층

051-612-8624

한정식, 제주옥돔

오륙도돌빵

오륙도로 85,
상가2동 1층 107호

051-612-8548

베이커리

음료, 디저트

소문난 팥빙수

동명로145번길 102, 1층

051-627-1615

팥빙수

051-611-2227

음료, 디저트

겐츠

분포로 111

051-612-2040

베이커리

051-623-5111

테마카페

용호할매 팥빙수단팥죽

용호로90번길 24

051-623-9946

팥빙수

신선로 431

051-627-6513

선지해장국

대원낙지전문점

신선로 403

051-622-5013

낙지볶음

영덕대게생각

우암동

자연이 주는 밥상

청호집

유엔평화로 165

051-628-4855

대게

감만동

부산 남구 사랑 상품권

가맹점

오륙도페이

종이상품권
환전
수수료

소비자

0

원

구매액의

10%
30%

8~

소득공제

인센티브

혜택

풍년곱창

우암로 76-3

051-644-9302

곱창

혜택 가득한 ‘오륙도페이’ 궁금하다면?

포토존은 동항성당 뒤편에 위치했으며, 포토존으로 가는 골목마다 표지판과 LED 조

쌍희반점

8부두로 3-1

051-636-4571

짬뽕, 탕수육

부산 남구청 일자리 경제과 051-607-4475~6

경아네 산오징어

우암로 79

051-633-0917 산오징어회, 물통찜

연효재

대영태권도

‘자연 발효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체험형
공간. 청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술’은
물론, 천연 식초 등의 다양한 제조 수업이
이루어진다. 특히, ‘막걸리 교실’은 창업반
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수업이다.

타겟차기, 호신술, 격파 등 태권도의 기본
을 체험할 수 있는 태권도장. 우리나라 전
통무술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다.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알찬 수련을 마
치면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다.

전포대로 110, 3층(문현동)
051-636-9355
목~토요일 10:00~17:00
(예약필수, 일요일: 단체예약)
20,000~50,000원
h
 ttps://blog.naver.com/ynjschool8

황령대로492번길 8(대연동)
051-628-5286
주중 10:00~21:00, 주말 10:00~17:00
30,000원
b
 log.naver.com/dycyk

레드라인·그린라인(W스퀘어 주차장 입구 탑승) ※ 환승 가능

2018년 국토부가 지정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 남파랑길은 부산 오륙
도에서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이어지는 횡단여행길로, 총 1,470km에 이르는
광역탐방로이다. 지난 2019년 12월 해파랑길과 남파랑길이 만나는 지점이 오륙
도해맞이소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화산암으로 된 해안이 파도의 침식을 받아 형성된 곳
으로, 풍경이 아주 빼어나다. 영국의 해군탐사선이 이
곳에서 체류(1797)했음을 기념하는 한·영 첫만남비
가 세워져 있다. 정상에 오르면 부산항과 영도, 조도,
오륙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29호)

부산시 우수체험장

www.namparang.kr

남파랑길

신선대

부산시 우수체험장

※ 스케줄은 다이아몬드베이 운항사정 및 기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10분

적인 야경을 만들어 낸다.
명이 설치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남구 1호 관광지원서비스업

부산의 아름다움을 속속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안길, 숲길, 강변길, 도심길 등 아
홉 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트레킹 코스. 부산 남구는 이기대 해안산책로가 포함된
2코스 2구간과 오륙도 선착장에서 부산진시장까지 이어지는 3코스 1구간의 대
부분을 품고 있다.

면 부산항대교 불빛과 주변의
수많은 불빛이 어우러져 환상

http://galmaetgil.busan.go.kr

갈맷길

용당동

우암동 마실길 포토존

즐겁고 새로운 남구 체험

※ 종이상품권 구매처: 남구 내 부산은행, 농협, 새마을금고(8~10% 할인금액으로 구매 / 신분증 지참)

용호동 산 196-3
051-626-8953
대인 10,000원 / 소인(7~13세) 5,000원

일출 30분 전~일몰 30분 후(수시 순항)
http://oryukd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