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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47545

www.busan.go.kr/geopark

부산국가지질공원
낙동강하구지질탐방로

낙동강하구

낙동강하구 지질탐방
낙동강하구는 모래나 자갈이 쌓여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대마등, 맹금머리등, 장자도, 신자도, 백합등, 도요등,
진우도로 불리는 크고 작은 모래톱(연안사주)과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낙동강으로부터 끊임없이 유입
된 퇴적물이 남해의 밀물과 썰물에 의해 이동하고 쌓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여, 이들의 지형은 해마다 살아 움

BUSAN NATIONAL GEOPARK
NAKDONG ESTUARY GEOTRAIL

직이듯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섞이는 기수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기후까지 더해져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치기 적합하여 매년 167종 13여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낙동강의 지질, 지형과 생태를 이해하며 생동하는 지구를 느껴봅시다.

삼각주, 하중도 그리고 연안사주
천연기념물 제179호이자 부산국가지질공원의 대표 지질명소인 낙동강하구는 낙동
강을 따라 운반된 퇴적물이 남해바다에 쌓여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삼각주이
다. 기다란 고구마처럼 뻗어있는 을숙도는 낙동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자라나는 퇴적
지형인 하중도(河中島)이며, 남해바다로 떠내려간 미세한 퇴적물들은 바닷물의 영
향으로 해안선과 평행하게 좁고 길게 쌓여 연안사주를 형성한다.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거나 모습이 변하며 울타리처럼 일렬로 늘어서있는 낙동강

을숙도
생태공원

하구의 연안사주(진우도, 대마등, 장자도, 신자도, 맹금머리등, 백합등, 도요등)의
모습을 관찰해보자.

낙동강문화관 2
낙동강하굿둑전망대

부산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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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비함과 동시에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문화촌,

품과 물의 가치와 치수의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하단역

↓복원습지탐방로

하단포구

을숙도
철새공원

장림포구는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을 통하여 어항

공간으로 전시실에는 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작

낙동강
하굿둑

놀이촌, 맛술촌, 도시숲 등 관광객이용시설을 조성

영상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북카페 시설 및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 등 지역주

장림포구 모습, 특히 수면에 떠있는 배와 형형색색

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

의 건물들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무라노섬과 닮았다

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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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

하여 부산의 베네치아, ‘부네치아’로 불리며 유명세

✱이용시간 9:30 ~ 17:30(월요일 휴관), 무료

를 타고 있다.

☎ 051-292-1042

신평역

선셋로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4. 장림포구

강(江)문화 확산 및 물가치교육을 위한 전시 및 교육

을숙도문화회관

어도관람실

2. 낙동강문화관

을숙도대교

↓탐방체험장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1.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지질공원 안내센터로서 낙동강 하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상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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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포구

2층 전시실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역사와 생성과정, 서식하고 있는 철새
등을 전시해 놓았으며, 하구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하구 답사,
식물 관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루길
노을나

대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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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9:00 ~ 18:00(월요일 휴관), 무료

↓탐조대

☎ 051-209-2000

5. 노을나루길(사하 선셋로드)
3. 낙동강하굿둑전망대

몰운대에서 을숙도 조각공원까지 강변대로를 따라
이어지는 총 길이 약 12.2km에 걸친 노을나루길

한국수자원공사부산권지사 3층에 위치한 낙동강하

고니나루쉼터

은 낙동강의 끝자락을 따라 들어선 강변대로의 제

굿둑 전망대에서는 을숙도 공원의 전경과 낙동강 하
맹금머리등

방 사면에 조성된 아름다운 산책로이다. 봄이면 아

구둑 등 을숙도 부근을 아우르는 전경을 관찰할 수 있

름다운 벚꽃길을 즐길 수 있으며, 해질 무렵 강과 바

는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다가 만나는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노을은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

✱이용시간 9:00 ~ 18:00, 무료
홍티포구

장자도

백합등

-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낙동강 하구 연안사주 전경 -

-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 전경 -

6
도요등

아미산전망대
고우니 생태길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역
낙동강하구 지질탐방로

다대포해수욕장

지질유산 관찰지점

6. 아미산전망대

지형ㆍ경관 관찰지점

✽ 국가지질공원(National Geopark)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한 공원입니다.
✽지
 질명소(Geosite)로 이루어진 지질공원은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등과는 달리, 지질명소의 보호는 물론

✱이용시간 09:00 ~ 18:00 (월요일 휴관), 무료

섬, 철새, 낙조 등 천혜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낙동강하구의 모습과

☎ 051-265-6863

부산국가지질공원
✽부
 산은 바다와 산 그리고 강하구의 다양한 지형을 지닌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입니다.
✽부
 산에는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는 천혜의 경관과 다양한 지질유산은 물론
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원제도입니다.

✽부
 산국가지질공원에는 낙동강하구, 몰운대, 두송반도, 송도반도, 두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장산, 금정산, 구상반려암, 백양산의 12개

✽지
 질유산(Geological Heritage)은 지구의 과거 모습과 변화과정을 간
직한 개개의 지질기록으로서 지구의 현재 환경을 이해하고,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인류의 귀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지
 질관광(Geotourism)은 이러한 지질 및 지형 유산을 고고, 문화,
생태, 역사적 내용을 곁들여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입니다.
도심 속 또 다른 세상! 부산국가지질공원으로 지구시간여행을 떠나보세요.

지질명소가 있습니다.

3F 전망대, 카페테리아, 기프트숍
2F 상설전시관

삼각주의 형성과정, 지질에 대한 자료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다.

생물ㆍ역사ㆍ문화 관찰지점

국가지질공원이란?

낙동강하구 아미산전망대는 아미산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모래

1F 안내데스크, 세미나실, 사무실

부산국가지질공원 협력업체
송도반도 지오 액티비티(Geo Activity)

‘송도해상케이블카’

☎ 051-247-9900

태종대 지오푸드(Geo Food)

영도 ‘조내기 고구마’

☎ 051-403-9996

최고 86m 높이에서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바다
한가운데에서 느끼는 짜릿함과 동시에 부산 바다
의 절경은 물론 송도반도 지질명소를 한 눈에 즐
길 수 있습니다.

조엄선생이 1764년 대마도에서 들여와 지금의 영도
에 심어 전국으로 전파된 조내기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영양간식으로 좋습니다.

금정산 지오빌리지(Geo Village)

낙동강 하구 지오푸드(Geo Food)

‘금정산성마을’ (금정산성먹거리촌)

‘대저 짭잘이 토마토’

☎ 051-972-4154

금정산 해발 450m의 분지에 자리 잡은 산성마을
은 다채로운 체험과 금정산성막걸리, 흑염소불고
기, 오리고기 등으로 유명합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삼각주 지역의 풍부한 미네랄과
일조량이 키워낸 대저 짭짤이 토마토는 단단한 육질과
높은 당도로 작을수록 맛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정산 지오푸드(Geo Food)

오륙도 지오푸드(Geo Food)

‘금정산성 막걸리’

☎ 051-517-0202

500년 전통의 유가네 누룩과 금정산 암반수를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만든 막걸리로, 국내 유
일의 막걸리 명인이 만든 술입니다.

‘오륙도 돌빵’

☎ 051-612-8548

오륙도 섬이 돌섬이라 돌모양처럼 만든 행운의 수제 빵.
통영에 가면 꿀빵, 경주에 가면 경주빵, 부산 오륙도의
오륙도 돌빵은 매일매일 구워내는 건강 빵입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 협력업체 및 프로그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www.busan.go.kr/geopar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하구
Nakdong Estuary
Busa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