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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울경 이야기
낯선 여행지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떨림을 기억하나요?
여행지에서 지도를 보며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그때의 설렘과 두근거림
그리고 그 곳에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은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서 발견한 ‘새로운 부울경’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541명의 시민들이 부울경에서 발견한 5,091개의 여행지와
그 때의 기억을 이야기 해줬습니다.
16명의 여행전문가들이 오랜 여행 끝에 알게 된
부울경의 숨겨진 매력을 더해줬습니다.
부울경 대표 관광지 온라인 공모전 참여자 2,541명, 추천 관광지 5,091개
부울경 대표 코스 개발 팸투어 참여자 16명, 총 평가 관광지 23곳

그들이 알려준 다양한 매력을 가진
부산·울산·경남의 여행지가 합쳐져
새로운 부울경 여행 코스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울경’을 찾아 떠납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부울경의 새로운 매력,
당신의 진짜 부울경을 찾는 여행 지도가 지금 펼쳐집니다!

새로운 부울경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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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UlGyeong
in South Korea

서울

김포공항 → 부산 김해국제공항
(1시간 5분 소요)

KOREA

서울역 → 부산역
(2시간 40분 소요)

JAPAN

부산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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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모든 시선의 끝에 바다가 닿는 곳
부산·울산·경남 하나의 바다,
세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바다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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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the Real Ocean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1

영화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등 수많은 작품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피난민들의 애잔한 삶이 시작된 곳이자 현재는 카페,
아뜰리에 등으로 유명해요.
tip

영도의 눈부신 바다를 배경으로 이송도 전망대, 흰여울해안
터널에서 특별한 사진을 남겨보세요!

주소 부산 영도구 영선동 4가 605-3
1호선 남포역 6번 출구
도보 약 199m 이동

2

전화 051-419-4067

6, 9, 82, 85, 7, 71, 508번 흰여울문화마을 정류장 하차

태종대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남해 바다와 어우러진 비경으로
유명하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바다 전경이 멋있어요.
tip

유람선을 타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태종대의 기암괴석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주소 부산 영도구 전망로 24
1호선 중앙역 9번 출구
태종대 온천 정류장 하차

전화 051-405-8745
101, 88(A), 66, 186, 30, 190, 8번 태종대.
도보 약 231m 이동
Discover the Real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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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

3

동백꽃과 소나무 숲,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으로
유명하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동백섬 등대 등을 보며
한 바퀴 산책하기 좋아요.
tip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바다가
보이는 숲 속 산책길이에요!
전화 051-749-7621

주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 710-1
2호선 해운대역 7번 출구

도보 약 1.6km 이동

해운대 해수욕장

4

광안대교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부산의 랜드마크로, 도심지에
위치한 해수욕장인 만큼 다양한 맛집과 카페들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tip

요트를 타고 해운대 바다 한 가운데서 황홀한 일몰과
아름다운 야경을 즐겨보세요!

주소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11-23
2호선 해운대역 5번 출구

전화 051-749-7601

도보 약 514m 이동

Discover the Real Ocean

7

해운대 해변열차

5

해운대 미포~청사포~송정에 이르는 4.8km 구간의 동해
남부선 옛 철도시설을 재개발하여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아름다운 동부산의 수려한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tip

천천히 움직이는 해변열차를 타고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해보세요!

주소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116 청사포정거장
2호선 장산역 7번 출구
도보 약 139m 이동

전화 051-701-5548

(마을) 해운대구10번 슈퍼앞 정류장 하차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6

바다를 향해 쭉 뻗은 전망대로 수려한 해안경관과 일출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고, 전망대 끝에는 반달 모양의 투명바닥이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함을 느낄 수 있어요.
tip

일출과 낙조로 유명한 명소이며, 모래가 아닌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을 즐길 수 있어요!

주소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167
2호선 장산역 7번 출구
도보 약 618m 이동

전화 051-749-5720
(마을) 해운대구10번 청사포 정류장 하차

Discover the Real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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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추천 먹거리

이동

돼지국밥

낙곱새

조개구이

돼지 뼈를 삶은 구수한
국물에 삶은 돼지고기,
매운 양념, 새우젓을
넣어 먹는 부산 향토
음식이에요.

낙지, 곱창, 새우를
매콤하게 볶아낸
부산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에요.

조개를 껍질째 불에 구운
뒤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요리로 부산 곳곳에
조개구이 촌이 있어요.

부산에서 울산으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시외버스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 울산시외버스터미널(42km, 52분 소요)
·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 울산시외버스터미널(58km, 1시간 15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1577-9956

울산시외버스터미널 1688-7797

부산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1688-0081

KTX
부산역 → 울산역(62km, 21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코레일 1544-7788

울산

간절곶

7

동해안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해돋이 명소이며,
소망 우체통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엽서를 보낼 수 있어요.
tip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주소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동해선 서생역

전화 052-204-1000

715번 간절곶 정류장 하차

도보 약 668m 이동
Discover the Real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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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암공원

8

1만 5천여 그루의 송림과 함께 아름다운 해안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화강암 바위와 동해바다의 절경을 즐길 수 있고, 출렁다리로
유명해요.
tip

대왕암공원 내 해녀촌에서는 시원한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어요!

주소 울산 동구 일산동 산 907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도보 약 148m 이동

전화 052-209-3738
104, 124, 32번 대왕암공원 정류장 하차

울산 추천 먹거리

이동

언양불고기

언양 소머리국밥

간절곶 해빵

언양 특산물인
쇠고기에 양념을
첨가해 만든
불고기로 울산의
향토음식이에요.

언양 특산물인
소머리고기를 이용해서
조리한 곰탕으로
언양 쇠고기와 함께
널리 알려졌어요.

간절곶을 찾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만들어진
간절곶만의 명물
빵이에요.

울산에서 통영으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시외버스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통영종합버스터미널 (159km, 2시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1688-7797
통영종합버스터미널 168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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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동피랑마을

9

수십 개의 골목길의 담과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늘과
맞닿은 동화 같은 이 마을은 마을 곳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 됐을 만큼 다채로운 풍광을 자랑해요.
tip

동피랑 골목의 끝, 동포루 전망대에서 통영의 바다를 한 눈에
담을 수 있어요!

주소 경남 통영시 동피랑 1길
통영종합버스터미널
도보 약 292m 이동

10

전화 055-650-0580
181, 664, 615, 541, 601, 455번 중앙시장 정류장 하차

통영 중앙시장

통영의 중심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신선하고 저렴한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요.
tip

통영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으로
해산물을 먹는다면 꼭 들러야 할 곳이에요!

주소 경남 통영시 중앙동 233

전화 055-649-5225

통영종합버스터미널
181, 321, 200, 181, 211, 664, 615, 610, 541, 522,
640,428,455,415번 중앙시장 정류장 하차 도보 약 13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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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랑

11

남망산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장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로,
빛과 인공조명을 활용한 15개의 테마 산책로가 있는 야관
경관 명소에요.
tip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라이트볼을 구매하여 입장하면
다양한 놀이를 하며 관람할 수 있어요!

주소 경남 통영시 남망공원길 29
통영종합버스터미널
도보 약 399m 이동

12

전화 1544-3303

321, 211, 610, 522번 남망산공원입구 정류장 하차

통영 케이블카

통영 미륵산에 설치된 케이블카로 국내 일반관광객용
케이블카에서 가장 길며, 통영의 인기 액티비티인 루지와
한려수도의 멋진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tip

산과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고,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는
통영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어요!

주소 경남 통영시 발개로 205
통영종합버스터미널
도보 약 76m 이동

전화 1544-3303
141, 181번 케이블카하부역사 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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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추천 먹거리

해산물

통영꿀빵

충무김밥

수산업이 발달한 통영에는
통영의 옛 이름인
각종 해산물이 넘쳐나며, ‘충무’ 에서 시작된 음식으로
밥과 반찬을 따로 먹는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김밥으로 깍두기와 오징어
무침을 곁들여 먹어요.
맛 볼 수 있어요.

팥소를 넣어 튀겨
겉면에 물엿과 통깨를
바른 빵으로 통영의
특산품이에요.

통영에서 거제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이동

시외버스
· 통영종합버스터미널 → 고현버스터미널 (27km, 35분 소요)
· 통영종합버스터미널 →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40km, 1시간 20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고현버스터미널 1688-5003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1688-0078

통영종합버스터미널 1688-0017

거제

13

외도

일운면에 위치한 섬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섬 전체가
흡사 지중해 휴양지를 연상케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거제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유명해요.
tip

외도 가는 배편을 이용할 경우, 해금강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어요!

주소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외도길 17 전화 055-681-4541
선착장 안내 장승포/지세포/와현/구조라/도장포/해금강/다대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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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언덕

14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로 랜드마크인 풍차와 언덕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곳으로, 이름대로 바람이 세게 불며 해금강과도
아주 가까워요.
tip

바람의 언덕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신선대’도 함께
구경하면 좋아요!

주소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 14-47
고현버스터미널

전화 055-634-5454

55, 55-1번 도장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227m 이동

학동몽돌해변

15

해안의 지형이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비상하는 듯 하여 이름
붙여진 ‘학동’은 흑진주 빛의 몽돌이 펼쳐져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몽돌해변으로 유명해요.
tip

해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파도소리와 함께 커피 한 잔
즐겨도 좋아요!

주소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고현버스터미널

전화 055-634-5454

55, 67, 67-1번 학동삼거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61m 이동

거제 추천 먹거리

멍게&성게 비빔밥

물회

바람의 핫도그

잘게 썬 멍게&성게를 밥과
함께 참기름, 김가루 등을
넣어 비빈 음식으로 거제
향토 음식이에요.

해산물에 매콤하게
양념하여 찬물을 부어
먹는 회 요리로
여름철 별미에요.

바람의 언덕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으로 눈 앞에 펼쳐진
멋진 바다와 함께 먹는
맛이 별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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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한국인의 지혜를 만나는 곳
부산·울산·경남의 특별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여행

Discover the Real Culture

울산

조상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이색 체험이 가능한 울산의 마을
울산
대구

해인사

km
53

한국전쟁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산의 골목 골목

거리
이동

9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

이동
거리
17
2km

부산

고령

8
7

←

외고산
옹기마을

부산
해동용궁사
광안리해수욕장
UN평화문화특구 5
망양로 산복도로
4
3
초량 이바구길 2
1
부산차이나타운

6

출발

합천

영상 10
테마파크

한국의 전통 주거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경남의 한옥 마을

이동거리 52k
m→

산청

경남

11

남사예담촌

→
51km
거리
이동

쌍계사
최참판댁
13
12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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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차이나타운

1

중국계 이주민들의 주요 거주지로 중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이며, 이국적인 느낌의 상점과 외국인들이 많으며 매년
10월에 열리는 차이나타운특구 축제도 볼거리 중 하나에요.
tip

부산을 찾은 여행객들의 네트워킹 공간인 ‘부산 트래블 라운지’에서
여행의 설렘을 더해보세요!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179번길 1
1호선 부산역 1번 출구

전화 051-440-4061

도보 약 53m 이동

초량 이바구길

2

일제강점기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부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로 168계단과
모노레일이 유명해요.
tip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란 뜻을 지닌 ‘이바구’, 이름처럼
골목골목 남아있는 많은 이야기와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주소 부산 동구 초량상로 49
1호선 부산역 7번 출구

도보 약 791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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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양로 산복도로

3

부산항대교부터 부산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치환의 우체통, 영주 하늘눈전망대, 역사의 디오라마 등
부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많아요.
tip

부산의 근현대사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복도로는
87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주소 부산 동구 망양로 488
1호선 부산역 7번 출구

도보 약 799m 이동

UN평화문화특구

4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을 안치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이며, 수목원으로 조성된 공원이 있어 휴식과
역사문화체험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tip

UN평화문화특구에는 UN기념공원, 평화공원, 조각공원,
대연수목전시원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해요!

주소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93
2호선 대연역 1번 출구

전화 051-625-0625

도보 약 960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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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해수욕장

5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로 더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광안대교가 보이는 맛집과 카페가 많으며 매월 10월에
열리는 불꽃축제로 유명해요.
tip

광안리해수욕장 근처에는 다양한 공방이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주소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2호선 금련산역 1번 출구

6

전화 051-622-4251

도보 약 449m 이동

해동용궁사

탁 트인 동해를 마주하고 있는 수상 법당이며, 계단 초입에
있는 달마상의 코와 배를 만지면 득남한다는 전설이 있는
사찰이에요.
tip

용궁사는 오랜시간 자연이 만든 지질유산이 포함 된
지질공원이 조성되어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전화 051-722-7744
동해선 오시리아역 1번 출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639m 이동

100, 139, 185, 1001번 용궁사,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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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추천 먹거리

부산어묵

돼지불백

밀면

생선살을 원료로 만든
부산 향토음식으로
사계절 사랑받는
대표 먹거리로 유명해요.

돼지고기에 고추장을
넣어 만든 음식으로
경상도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소, 돼지, 닭 등의 뼈를
고아 우려 낸 육수에
면을 말아 차게 먹는
부산의 향토 음식이에요.

부산에서 울산으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이동

시외버스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 울산시외버스터미널(42km, 52분 소요)
·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 울산시외버스터미널(58km, 1시간 15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1688-7797

부산종합버스터미널 1577-9956
부산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1688-0081

KTX
부산역 → 울산역(62km, 21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코레일 1544-7788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7

예전 장생포 고래잡이 어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였으며, 다양한
테마와 이야기를 담은 공원으로 한국 전통놀이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tip

장생포의 옛 모습과 당시의 문화을 재현한 마을로,
모노레일을 탑승하면 25분만에 마을을 둘러볼 수 있어요!

주소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도보 약 251m 이동

전화 052-226-0980

226, 246, 256, 406, 808번 해양수산청 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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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산옹기마을

8

국내 최대 옹기집산지로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 최대 옹기 외에도
다양한 옹기를 만날 수 있으며, 옹기마을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tip

옹기마을에서는 매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골라서 즐기기 좋아요!

주소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도보 약 26m 이동

전화 052-237-7894

225, 405, 705, 715, 956, 958, 50번 외고산옹기마을 하차

울산 추천 먹거리

언양불고기

언양 소머리국밥

간절곶 해빵

언양 특산물인
쇠고기에 양념을
첨가해 만든
불고기로 울산의
향토음식이에요.

언양 특산물인
소머리고기를 이용해서
조리한 곰탕으로
언양 쇠고기와 함께
널리 알려졌어요.

간절곶을 찾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만들어진
간절곶만의 명물
빵이에요.

울산에서 합천으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이동

시외버스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진주시외버스터미널 →
합천시외버스정류장 (205km, 2시간 40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1688-7797
합천시외버스정류장 1688-4460

진주시외버스터미널 168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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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해인사

9

한국의 3보 사찰로 꼽히며, 한국의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tip

‘팔만대장경 탐방프로그램’을 예약하면 세계문화유산인
대장경판전 내부까지 둘러볼 수 있어요!

주소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시외버스터미널

전화 055-934-3000

도보 약 1.8km

영상테마파크

10

영화, 드라마 촬영 세트장으로 다양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었으며, 의상체험도 할 수 있어요.
tip

한국의 옛 건물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둔 곳으로 그 시대 의상을
입고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주소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전화 055-930-3743

합천시외버스정류장 기준 11km (택시 이용이 더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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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추천 먹거리

이동

산채비빔밥

합천 돼지국밥

율피떡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다양한 산채나물을 얹어
비벼먹는 음식으로, 해인사
앞에 산채비빔밥 거리가
있어요.

돼지 뼈를 삶은 구수한
국물에 삶은 돼지고기,
매운 양념, 새우젓을 넣어
먹는 음식으로 합천의 대표
먹거리에요.

율피(밤 속껍질)를
제거하지 않은 밤가루로
만든 떡으로, 팥과 견과로
만든 소가 들어가요.

합천에서 산청으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시외버스
· 합천시외버스정류장 → 진주시외버스터미널 →
산청 생초시외버스터미널 (87km, 1시간 30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1688-0841
합천시외버스정류장 1688-4460
산청 생초시외버스터미널 055-973-0309

산청

11

남사예담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천연염색, 떡메치기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어요.
tip

고즈넉한 담장 너무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옛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배울 수 있어요!

주소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2897번길 10

전화 070-8199-7107

산청시외버스터미널 기준 22.1km (택시 이용이 더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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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추천 먹거리

이동

약초한정식

어탕국수

산청 딸기

지리산에서 채취한
약초로 요리해 향긋하고
쌉싸름한 자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민물고기를 뼈째 갈아서
끓여 국수를 말은
음식으로, 보양식으로
즐겨먹어요.

딸기 유명 재배지 중
하나인 산청은 타지역에
비해 딸기의 당도가 높고
맛이 우수해요.

산청에서 하동으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시외버스
· 산청 생초시외버스터미널 → 진주시외버스터미널 →
하동버스터미널 (88km, 1시간 40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산청 생초시외버스터미널 055-973-0309
하동버스터미널 055-883-2663

진주시외버스터미널 1688-0841

하동

최참판댁

12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가득 담긴 풍경을 자아내는 곳으로 조선후기
우리 민족의 생활모습을 담은 초가집과 촬영 세트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tip

최참판댁 일원에 있는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보세요.
한국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주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66-7

전화 055-880-2960

하동시외버스터미널 기준 15.2km (택시 이용이 더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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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사

13

계곡의 맑은 물, 기암과 고목들이 어울려 빼어난 경승을 이루며
봄철 벚꽃이 특히 유명하며 차와 인연이 깊으며 하동의 역사깊은
차 문화를 알 수 있어요.
tip

자연 속에 있는 사찰에서 불교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해보세요!

주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전화 055-883-1901

화개시외버스터미널 기준 5.1km (택시 이용이 더 용이함)

하동 추천 먹거리

재첩

참게탕

녹차

하동에서 나는 재첩은
맛과 영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며 국, 전,
비빔밥 등 다양한 재첩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섬진강에서 잡아 올린
참게를 된장을 푼 물에
넣고 끓인 하동의
향토 음식이에요.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주로 생산되는 차로 차나무
잎을 따서 발효시키지 않은
찻잎을 사용해 만든
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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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아름다움이 차곡차곡 쌓인 곳
부산·울산·경남의 역사를 간직한
자연에 머무를 수 있는 자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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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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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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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the Real Nature

부산

감천문화마을

1

한국의 마추픽추라는 별명이 있는 곳으로,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카페, 소품샵, 공방, 게스트하우스가
운영중이에요.
tip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마을을 조망할 수 있어요!

주소 부산 사하구 감내2로 203
1호선 토성역 8번 출구

전화 051-204-1444

도보 약 1112m 이동

용두산공원

2

용두산공원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부산의 상징인 부산
타워에서는 부산항과 영도가 내려다보이며 계절마다 꽃으로
장식되는 꽃시계가 유명해요.
tip

야간에 방문하면 ‘다이아몬드’타워로 리뉴얼 된 부산타워와
부산 도시 야경을 즐길 수 있어요!

주소 부산 중구 용두산길 37-55
1호선 중앙역 1번 출구

전화 051-860-7820

도보 약 376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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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근대역사관

3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역사적인
건물로, 상설전시실외에도 특별전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tip

근현대사 유물 200여점을 비롯해 영상물, 모형물 등의 입체적인
전시물을 활용하여 부산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요!

주소 부산 중구 대청로 104
1호선 중앙역 5번 출구

전화 051-253-3545
도보 약 449m 이동

오륙도 스카이워크

4

바다 쪽으로 돌출된 U자형의 유리전망대로 바닥부터 울타리
까지 모두 유리로 되어있고 오륙도와 이기대가 보이며, 맑은
날에는 해운대까지 볼 수 있어요.
tip

계절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과 함께
산책하기 좋아요!

주소 부산 남구 오륙도로 137

전화 051-607-6395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 5번 출구
도보 약 305m 이동

24, 27, 131번 스카이워크 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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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산 숲

5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생태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숲 해설을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tip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숲이 주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주소 부산 기장군 철마면 미동길 37-1

전화 051-721-9183

동해선 일광역 기준 12.0km (택시 이용이 더 용이함)

부산 추천 먹거리

해산물

냉채족발

씨앗호떡

부산은 바다가 있어
싱싱한 회와 해산물을
맛볼 수 있으며, 자갈치
시장이 수산시장으로
유명해요.

얇게 썬 족발에 해파리와
갖은 채소를 올리고
겨자 소스를 부어 먹는
부산 지역 음식이에요.

일반적인 호떡에
해바라기씨와 호박씨가
가득 들어가 있으며,
BIFF 광장에서
맛볼 수 있어요.

부산에서 울산으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이동

시외버스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 울산시외버스터미널(42km, 52분 소요)
·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 울산시외버스터미널(58km, 1시간 15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1577-9956

부산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1688-0081

울산시외버스터미널 1688-7797

KTX
부산역 → 울산역(62km, 21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코레일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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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6

1만 5천여 그루의 송림과 함께 아름다운 해안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화강암 바위와 동해바다의 절경을 즐길 수 있고,
출렁다리로 유명해요.
tip

출렁다리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다의 풍경과
절벽을 조망할 수 있어요!

주소 울산 동구 일산동 산 907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도보 약 148m 이동

7

전화 052-209-3738

104, 124, 32번 대왕암공원 정류장 하차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변에 있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tip

생태, 대나무, 계절, 수생, 참여, 무궁화 총 6개의 주제를 가진
20개 이상의 테마정원을 즐겨보세요!

주소 울산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전화 052-229-3147

울산시외버스터미널
103, 104, 114, 123, 133, 203, 233, 327, 357, 402, 413, 422,
426, 442, 707, 708, 718, 802번 태화루 정류장 하차 도보 약 252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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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추천 먹거리

언양불고기

언양 소머리국밥

간절곶 해빵

언양 특산물인
쇠고기에 양념을
첨가해 만든
불고기로 울산의
향토음식이에요.

언양 특산물인
소머리고기를 이용해서
조리한 곰탕으로
언양 쇠고기와 함께
널리 알려졌어요.

간절곶을 찾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만들어진
간절곶만의
명물 빵이에요.

울산에서 김해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이동

시외버스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김해여객터미널 (74km, 1시간 50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1688-7797
김해여객터미널 1688-0117

김해

8

수로왕릉

삼국시대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능으로 숭선전, 안향각,
구지봉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요.
tip

왕릉, 담벼락, 건축물, 숲과 자연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멋진 풍경화를 그리고 있어요!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부산김해선 수로왕릉역 2번 출구

전화 055-332-1094
도보 약 769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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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레일파크 & 와인동굴

9

낙동강 횡단 철교 위를 달리는 철도 테마파크로 와인동굴,
열차카페, 철교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요.
tip

낙동강을 따라 쭉 벋은 레일바이크를 타고 시원한 바람과
사방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즐겨보세요!

주소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473번길 41
김해여객터미널
도보 약 16m 이동

전화 055-333-8359

60, 60A, 60B번 낙동강 레일파크 정류장 하차

김해천문대

10

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었던 가야의 천문 문화를 현대까지
계승하고 있는 곳으로 정상에서 김해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tip

미리 예약하면 별자리를 관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

전화 055-337-3785

김해여객터미널 기준 8.9km (택시 이용이 더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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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가야테마파크

11

가야의 역사를 놀이, 체험 등을 통하여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에요.
tip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가야테마파크에
도착할 수 있어요!
전화 055-340-7900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김해여객터미널 기준 8.5km (택시 이용이 더 용이함)

김해 추천 먹거리

김해 뒷고기

진영갈비

김해닭발

돼지고기의 선호
부위를 잘라내고
남은 고기를 뜻하며,
경남 김해에서
유래된 음식이에요.

얇게 포를 뜬 소갈비를
돌돌말아 양념장에
재웠다가 구운 김해
지역 향토 음식이에요.

뒷고기와 더불어 40년
전통의 김해 명물로
양념으로 익혀놓은
닭발을 연탄불에
구운 음식이에요.

김해에서 진주로 대중교통 이동방법
이동

시외버스
· 김해여객터미널 → 진주시외버스터미널 (96km, 1시간 10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전,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을 확인해주세요!
김해여객터미널 1688-0117
진주시외버스터미널 168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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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진주성

12

남강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성으로 임진왜란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할 곳 50
선에 선정되기도 한 곳이에요.
tip

진주성 맞은편 남강을 따라 나있는 대숲길을 따라 걸어보면
진주성의 전경을 더 멋지게 볼 수 있어요!

주소 경남 진주시 본성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약 216m 이동

13

전화 055-749-5171
120, 123, 260, 272, 280, 374, 420번 진주성 하차

촉석루

경남 유형문화재로 고려 후기에 건립되어 남강의 바위 벼랑 위에
장엄하게 자리잡고 있어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이에요.
tip

촉석루 누각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남강 풍경은
빼놓을 수 없는 장소에요!

주소 경남 진주시 본성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도보 약 252m 이동

전화 055-749-5171
120, 123, 260, 272, 280, 374, 420번 진주성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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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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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호반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으로 전망대에서는 경남
최초의 동물원과 진양호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tip

저녁시간대 진양호 호반 전망대에 오르면 진양호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일몰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주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1번길 96-6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도보 약 720m 이동

전화 055-749-5933

120, 124, 125, 210, 250번 진양호공원 하차

경상남도 수목원

15

한국 온대 남부지역 수목위주로 국내외 식물을 3,490여종을
수집하여 보전하고 있으며, 단순한 수목원의 개념을 넘어 산림과
동식물에 관한 자연상태 종합학습장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tip

아이들의 자연학습과 가족의 휴식 장소로 좋은 여행지에요!

주소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도보 약 109m 이동

전화 055-254-3811

001, 002, 281, 380, 381번 경상남도수목원 정류장 하차

진주 추천 먹거리

진주 비빔밥

진주냉면

진주 교방음식

사골국으로 밥을 짓고
육회를 얹어 먹는
음식으로, 육회비빔밥
또는 꽃밥으로 불려요.

면 위에 다양한 해물과
버섯을 우려 육수를
부어 먹는 찬 음식으로
쇠고기 육전이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연회잔치가 많이
베풀어졌던 문화와 더불어
발달한 전통 한정식으로,
진주비빔밥과 함께
진주의 대표 음식으로
손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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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채워보세요.

나만의 거제
바람의 언덕을
채워보세요.

나만의 울산
대왕암공원을
채워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