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내

양산

가야대

노포
임랑해수욕장

범어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금정산성

일광해수욕장

안평
대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대저생태공원
동래
미남
덕천
교대

김해공항

거제

사직운동장

죽성성당
(죽성드림세트장)

연산

롯데월드어드벤처부산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

부전

사상

부산시민공원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벡스코

영화의전당
수영

서면

전포카페거리

장산

용두산공원
을숙도
철새도래지
국제시장
장림포구

감천문화마을

대교
광안
부산박물관

부산역

달맞이길

해운대해수욕장
누리마루APEC하우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UN기념공원

부산역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부산문화회관

이기대공원

자갈치시장 BIFF광장
갈아타는 곳

영도대교
아미산전망대
송도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호천마을
상해거리
이바구길

해동용궁사

황령산봉수대
광안리해수욕장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오시리아관광단지

흰여울 문화마을
송도해상케이블카
송도용궁구름다리

태종대유원지

오륙도

남양산 양산 신기 북무 북정
가야대

242

장신대

부산대양산캠버스

241

증산

240

연지공원

수로왕릉

금곡

238

봉황

동원

237

부원

율리

236

김해시청

화명

235

인제대

수정

234

129

128

천 숙등

강서구청
231
315

대사

체육공원

평강

316

남산정

만덕

311

310

312
232

314

불암

모라
모덕

미남

구서

직

구남

사

230

종

229

합

운

석대

부산대

126

반여농산물시장

동

낙

충

장

306

거

제

시

골

만

물

산
배
시청 304
121
303
덕포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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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정
금
의
야
암
감
주
냉
개
동
가
부 120 양정
302
223
220
224
221
225
222
226
부전
미
망
범내골 118 서면
떼
두
항
구
사상
시
덕
공
지
네
통
범일 117
218 전포
르
유
법
산
좌천 116
괘
부
217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
서
115
부산진
114
216
215
214
213
212
211
초량
113
99
108
101
106
100
111
105
104
103
109
102
107
112
110
골
대
현
부산역
게 못골 대연 경 남천
문
지
·부
대
성
경
122

텀

센
206

408

관

술

티

교대
연산

124

서
407

307

동

사

동 금

장

명

406

405

404

403

사

렬

민

안

래 수

308

영산대

장전

온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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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

구명

윗반송

두실

미

시

립

205

대

백

운

동
204

203

산

동

장

중

해

202

201

06

부산만나기

08

1호선 타고 BUSAN

26

2호선 타고 BUSAN

38

3・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타고 BUSAN

45

숙박지 안내

46

TIP

대

대저
구

등

96

131

130

구포

지내

고촌

239

덕

김해대학

안평

범어사

남산

132

호포

노포

134

133

박물관

95

243

97

98

207

민락
수영

209

210

광안
금련산

갈아타는 곳
부전 거제해맞이 거제

교대

동래

(1호선)

(1호선)

(4호선)

(3호선)

안락 원동 재송 센텀 벡스코 신해운대 송정 오시리아 기장 일광 좌천

월내 서생

남창

망양 덕하 개운포 태화강

개통예정

(2호선)

도시철도(청소년 13-18 / 어린이 6-12)

•부산종합관광안내소(남포동)

253 - 8253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465 - 3471

1일권

•김해공항(국제선) 부산관광안내소

973 - 2800

•김해공항(국내선) 부산관광안내소

973 - 4607

5,000원 (구매 당일 사용)

1회권

어른

청소년

어린이

1구간

1,400원

1,150원

700원

2구간

1,600원

1,300원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노포동) 502 - 7399

800원

버스
어른
1,3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400원

급행좌석버스
어른
1,800원

청소년
1,700원

어린이
1,300원

부산관광공사 : 051) 780-4151

•부산역 관광안내소

441 - 6565

•태종대 관광안내소

405 - 8745

•창선 관광안내소

242 - 8253

•부산 트래블라운지

441 - 3121

•동래구 관광안내소

522 - 0303

•보수동 책방골목 관광안내소

245 - 0305

•서구 관광안내소

231 - 0252

•중구 관광안내소

254 - 5504

•동구 스마트 관광안내소

7 1 1 - 6566

•송정 관광안내소

749 - 5800

•해운대 관광안내소

749 - 5700

•광안리 관광안내소

610 - 4848

•부산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서면)

818 - 6395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607 - 6395

•영도 관광안내센터

419 - 4048

•감천문화마을 안내센터

204 - 1444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749 - 5720

더 특별한 부산여행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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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만나기 Busan Meeting

월별 ‘부산’		
기후
Monthly ‘Busan’
climate

●

3 - 5월

평균기온은 17℃. 4월이 되면 서서히 기온이 상승한다.

4월부터는 강수량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다. 비수기에 속하기 때문에 숙박 예약이 쉬운 편이다.
●

6 - 9월 8월 평균기온은 25.7℃ 정도. 6월에는 장마가 찾아오며

7월과 8월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을 장마철에 속하기

대한민국 해양수도이자 제1의 무역항 도시, 부산, 한국전쟁 당시 물자를 운반하
고, 많은 피난민이 거주하며 형성되기 시작한 부산이 이젠는 관광도시로 사랑받
고 있다.

때문에 부산의 9월은 8월보다 비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하자.
●

10 - 11월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가장 얌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때다. 평균 기온은 19℃ 정도로, 적당히 선선한 날씨로 활동하기가
편리하다.
●

12 - 2월 부산의 겨울은 아무리 추워도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1월 평균기온은 3℃ 정도. 강수량은 일 년 중 가장 적지만 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변동 사항이 잦은 편이다.

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는 1호선부터 4호선과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등이

Urban rail transit
Metro / Subway

시내 주요 장소 및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와 연결되
어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오전 5시부터 23시 59분까지 운행되며, 역별로 첫차와 막차시간이
다르며, 시간대별로 배차시간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
는 역내에 게시된 시간표를 참고하자.

☞ 승차권 승차권은 교통카드, 1회용 승차권, 정기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1일 권, 7일 권, 1개월 권이 있다. 1회용 승차
권과 교통카드는 구간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며, 정기승차권은 구
간에 따른 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차권은 역내에 위치한 승차

안녕,부산
Hi Busan

권 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규모

총면적 770.04㎢

시간

GMT+9 한국기준시각 KST또는 일본기준시각 JST

전력

220V, 60Hz 전 지역
프랑스, 독일, 호주, 그리스, 터키와 동일한 타입

국가 전화코드
지역번호

+82
부산 051
해외에서 전화할 때는 0빼고 51만 누름

여행 시 비상
연락처
Emergency contact
number

중국 영사관

해운대구 해변로 47

051) 743-7990

busan.china-consulate.org/kor
일본영사관

동구 고관로 18

051) 465-5101-6

busan.kr.emb-japan.go.jp

화폐단위

한국 화폐단위는 원(Won)이다. 주화로는 10원(다보탑), 50원(벼 이삭),

A Monetary
Unit

100원(충무공 이순신 장군), 500원(학)이 있다. 지폐는 1,000원(파란
색), 5,000원(갈색), 10,000원(초록색), 50,000원(짙은 노란색).

미국영사관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 612호
kr.usembassy.gov

051) 863-0731

1

장 항
욕 포
수 대
해 다
포
대
다

치 포 앙 역 량 진
갈 남 중 산 초 산
자
부
부

골 면 전 정 청 산 대 래 륜 장 대
내 서 부 양 시 연 교 동 명 천 산
범
온 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중부산과 북부산, 나아가 서부산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부산의 축 1호선.
볼거리 많고 들를 곳 넘쳐나는 1호선을
타고 꼼꼼하게 부산여행을 떠나보자!

다대포 / 을숙도
아미산 전망대
감천문화마을
송도 / 태종대
영도 / 보수동
자갈치 / 국제시장
남포동 / 상해거리·이바구길
부산역 / 서면
전포동·부전동 / 범어사·온천장

사 포
어 노
범

10

11

다대포

을숙도

Dadaepo

Eulsukdo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을숙도철새도래지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사하구 몰운대1길 14

사하구 낙동남로 1240

시원한 물줄기와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다대포해수욕장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삼각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장소. 근처 낙동강

의 명소다. 신청곡, 축하 사연, 프러포즈 등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

하구에코센터는 커다란 통유리로 지어져 붉은 낙조와 함께 철새들의 날갯짓을

그램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감사하기에 딱이다. 넓은 주차장, 한적하고 여유 있게 둘러볼 수 있는 내부 시설
이 관광객의 호응을 사기에 충분하다. 월요일은 휴무, 참고하자.

TIP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율 관람을 위한 다국어 자동안내기(한/영/중/일)
와 철새 관측을 위한 야외용 쌍안경을 비치해뒀다.
구분

월별
4월 ~ 8월

음악
분수
9월 ~ 10월

공연시간

비고

평일 - 오후 8시 ~ 8시 30분
주말, 공휴일 - 오후 8시 ~ 8시 30분,
오후 9시 ~ 9시 20분
평일 - 오후 7시 30분 ~ 8시
주말, 공휴일 - 오후 7시 30분 ~ 8시,
오후 8시 30분 ~ 8시 50분

주말, 공휴일
2회 공연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대여 가능.
구분

요금(기본 2시간)

다국어자동안내기
(한·중·일·영)

어른 : 2,000원
청소년 이하 : 1,000원

야외용 쌍안경(고배율)

5,000원

야외용 쌍안경(저배율)

2,000원

TIP

초과 1시간당

낙조분수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보자. 네이버

야외용 쌍안경(고배율) : + 2,500원

예약을 통해 신청곡, 프로포즈, 축하메세지등 시민참여가 빚어내는 이벤트는

야외용 쌍안경(저배율) : + 2,000원

낙조분수를 200%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사연신청은 공연일 기준 최소 5
일전 까지만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자.

Information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3번 출구)
1호선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역 4번 출구 ▶ 도보 3분
051) 220-5891~5

saha.go.kr

1호선

▶ 58, 221, 58-1, 58-2, 520번 버스 환승 ▶ 을숙도휴게소 하차
051) 209-2000

busan.go.kr/wetland/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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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산 전망대

감천문화마을

Amisan Observatory

Gamcheon Culture Village

아미산 전망대

감천문화마을

사하구 다대낙조 2길 77

사하구 감내2로 203

13

낙동강 하구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특히 이곳에서는 조망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린다. 계단식 주거형태에 미로미로

관찰 뿐만 아니라, 낙동강 인근의 지형과 지질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둘러볼 수

골목길. 그리고 스탬프 투어는 감천문화마을을 또 오고 싶게 만드는 이유 중

있어 유익하다. 한낮의 하구 풍경도 눈을 즐겁게 만들지만, 해 질 무렵의 붉은

하나이다.

하늘은 특히나 장관이다.

TIP

구분

이용안내

관람소요시간
기념품 가게와 카페

전시관람
도우미

관람시간 : 9:00~18:00(17:00까지 입장)
휴관일 : 1월 1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관람료 : 무료

전시해설

해설시간 : 11:00
가능인원 : 4명 이하
해설사 : 자연환경해설사 1명

20분
(자유관람)

직접 작성한 문구로 만드는 수제 팔찌,
마을 꼭대기에 자리한 카페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과 여유로운 풍경, 한지공예
손거울, 고등어 모양의 미니 쿠션 등

30분

‘부산’과 ‘감천’을 나타내는 다양한
기념품을 만날 수 있다.

TIP

아미산 전망대 3층에는 차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다. 단, 전망대 휴관일 등에는
휴업일이니 참고하자.

Information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 6번 출구 ▶ 2, 11, 96, 1000번 버스 환승 ▶
1호선

대우아파트 정류소 하차 ▶ 몰운대 성당 방향 도보 10분
051)265-6863

saha.go.kr

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6번 출구)
1호선

▶ 사하구 1-1, 서구 2, 2-2 마을버스 환승 ▶ 감정초등학교 하차
051) 204-1444

gamche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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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태종대

Songdo

Taejongdae

15

송도해수욕장

태종대유원지

서구 송도해변로 100(암남동)

영도구 전망로24

송도해수욕장은 대한민국 제1호 해수욕장이자 최초의 해상케이블카가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제 17호, 한국관광 100선에 5회 선정된 태종대유원지는

곳이다. 2017년 6월 21일, 29년 만에 운행을 재개하여 지금은 서구의 랜드

부산시 영도구 영도해안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마크로 자리 잡았다. 송도해안 볼레길,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남항대교 등 바다

숲과, 해안에는 깎아 세운 듯한 절벽과 기암괴석 등 다양한 지질기록과 탁 트인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색다른 묘미다. 친구, 연인,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과

대한해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의 대표 해안 경관 관광 명소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를 타보자. 두근두근, 설레는 추억이 만들어질 것이다.
TIP

송도해상케이블카
송도해수욕장의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총 1.62km를 투명한 크리스탈캐빈 13기를 포함 총 39기의
캐빈을 운행하고, 다양한 테마시설을 갖추고있다. 바다위를
날아가는 짜릿한 경험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곳.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1번 출구) ▶ 7, 9-1, 26, 30, 71번 버스 환승
1호선

▶ 송도해수욕장 하차
051) 247-9900

busanaircruise.co.kr

송도구름산책로
서구 암남동 129-4

송도구름산책로는 거북섬 인근에 조성된
국내 최장 길이 365m,
최초의 곡선형 스카이워크다.
걸어서 전망대까지 가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다누비열차
다누비 열차는 태종대유원지 4.3km의
순환도로를 운행하는 순환열차로 태종
대 곳곳을 다 누비며 천혜의 해안 절경과
태종대 관광명소를 관람 할 수 있다.
순환코스 : 전망대 ⇒ 영도등대 ⇒ 태종사
이용요금 : (순환) 4,000원, (편도) 2,000원

용궁구름다리

TIP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산193
AR 관광으로 태종대를 즐기자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암남공원에서 바다건너 작

태종대유원지의 초록 초록한 숲길과 시원한 바다 뷰와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몬

은 무인도인 동섬 상부를 연결하는 길이 127m, 폭

스터와의 전투부터 AR 사진과, 수국 키우기, AR 버스킹, AR 증강상점 등 색다른 태종대 AR

2m의 다리는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과 기암절벽

여행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

Information

이 빚어내는 천혜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6번출구) ▶ 8, 30, 66, 88, 186번 버스 환승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1번 출구) ▶ 충무동 교차로까지 도보이동
1호선

7번 버스 환승 ▶ 암남공원 하차

051)240-4088

1호선

▶ 태종대 하차, 태종대유원지까지 도보 3분,
전망대까지 도보 약 30분 소요
051) 405-8745

taejongdae.bi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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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보수동

Yeongdo

Bosu-dong

17

흰여울문화마을

보수동 책방골목

영도구 영선동4가 1044-6

중구 책방골목길 8

전쟁 이후 피난민이 모여 살면서 조성된 마을이다. 부산항과 남항 모두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수동 책방골목은 50여 곳의 서점과 수만 권의

한눈에 펼쳐지는 명당 중의 명당. 영화 ‘변호인’의 주요 배경지로 알려져 있으며,

책이 모여 있다. 중고책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일반인 누구나 갖고 있던

그 외 에도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높은 절벽 주변으로

책을 쉽게 팔 수도 있다. 책방골목 위로 작은 벽화마을을 둘러보며 휴식을 취

시원하게 뻗은 대양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화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이곳에 오밀

하는 건 어떨까. 동화책 한 페이지를 벽에 그려놓은 듯한 벽화는 책 속 세상을

조밀 붙어 있는 집들은 ‘바다’와 ‘경사지마을’이라는 부산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여행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모습을 모두 충족시켜 준다.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6번 출구)
▶ 영도대교 정류장 6, 508번(심야) 버스 환승
1호선

▶ 부산보건고등학교 하차 ▶ 흰여울문화마을 방면 740m 이동
051)403-1861~2

ydculture.com

TIP

책방골목 먹거리

영도대교

수많은 책을 구경하고 나면 허기가 지는 건 당연

영도구 태종로(대교동1가)

지사. 책방골목에 숨은 맛집을 찾아보자. 크로켓
으로 유명한 스낵 집을 만날 수 있다. 도넛, 만두,

47년 만에 도개가 회복된 부산 최초의 연륙교. 한국전쟁 당시 영도다리 난간

팥빙수 등 과거를 간직한 그 맛을 책냄새 속에서

에 이름을 새기고 흩어진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

함께 맛볼 수 있다.

이다. 노래 가사에도 종종 등장하는 영도대교는 사랑과 그리움을 상징한다.
TIP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약 15분간
도개가 진행 된다. 괜찮은 포토존을
찾기 위해선 조금 일찍 영도다리 앞으
로 갈 것. 부산을 상징하는 유명한 어묵
집도 있다고 하니 같이 둘러봐도 좋다.

Information
Information
1호선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8번 출구) ▶ 200m 직진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3, 5, 7번 출구) ▶ 출구에서 남포동,
1호선

국제시장 방향으로 직진, 보수동 책방골목까지 도보 약 12분
bosu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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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국제시장
Jagalchi·Gukje Market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부산 중구 신창동4가

먹자골목, 젊음의 거리, 만물의 거리, 깡통시장, 아리랑 거리, 구제 골목 등
으로 구분되어 있는 남포동에 위치한 대규모 시장이다. 일명 '도떼기시
장'으로 불린다.해방 이후 일본으로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보따리를 경
매에 부쳐 도급으로 팔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에도 운이 좋으
면 로또에 버금가는 횡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비빔당면
과 단팥죽, 떡볶이 등 길거리 음식들이 넘쳐나는 주전부리의 천국이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로 유명한 자갈치 시장.부산 특유의 정겨움을

Information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살아있는 횟감을 그 자리에서 고르면 즉석에서 회를 떠 준다.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반드시 들르는 대한민국 최대 수산물 시장이다.
1호선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7번 출구) ▶ 국제시장 방면 도보 400m
051) 245-7389

gukjemarket.co.kr

BIFF광장
중구 비프광장로 일원

영화의 도시 부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유명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도 구경하는 쏠쏠한 재미를 느껴보자.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아카이브, http://archive.much.go.kr

Information
1호선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10번 출구) ▶ 자갈치 1길 방면 도보 300m
051) 713-8000

jagalchimarket.bisco.or.kr

Information
1호선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7번 출구) ▶ 롯데시네마 대영 방면 300m
bsjung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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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동

상해거리 · 이바구길

Nampo-dong

Shanghai Street · Ibagu-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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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공원

상해거리

중구 용두산길 37-55

동구 중앙대로 179번길

120m 높이에 달하는 부산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부산의 모습이 특히

부산과 중국 상해 간의 교류 기념으로 만들어진 상해거리는 이곳 입구에

인상적이다.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는 이곳에서는 각 시즌마다 다양한

세워진 붉은색의 상해문은 중국에서 직접 제작했다. 중식당, 중국 전통찻집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된다. 광복로 거리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등 중화권 문화가 물씬 느껴지는 다양한 상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에스 컬레이터를 타면 쉽게 오를 수 있다.
TIP

※ 매년 3·1절, 광복절, 연말 이곳에서 ‘시민의 종’ 타종식이 거행되니 참고.
상해거리 먹거리

영화 ‘올드보이’의 최민식이 맛있게 만두를
먹는 장면,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의 김명민,
하지원이 식사를 하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영화 속 배경이 된 중 화요리점이 바로
이 상해거리에 있다.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1번 출구) ▶ 상해거리 입구 상해문까지 도보 5분
1호선

051) 440-4061~6

초량 이바구길
동구 망양로 486번길 14-13

TIP

1964년에 개통된 산복도로.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
어진 이 길은 부산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다이아몬드 타워
T5
(전망대상층)
T4
(전망대하층)

불꽃맵핑쇼/실감형전망대
하늘을 나는 잠수함

T2
(전시층)

부산의 색/부산의 사계/불꽃축제

Lobby
(로비층)

안내데스크/전망대입구
포토데스크/스낵코너/기념품샵

▶ 대인 12,000원(만13세이상) ▶ 소인 9,000원(만3세 ~ 만13세미만)
▶ 요금·할인문의 (다이아몬드타워) 051-601-1800

Information

있는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부산에 위치한 여러
산복도로 중에서도 단연 부산의 중심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TIP

168계단·모노레일
초량이바구길에는 계단 수가 168개, 지상 6층 높이의
아찔한 계단이 있다. 2016년 5월 168계단 옆에 길이 60m
의 모노레일이 설치되었다.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1번 출구) ▶ 광복동 패션거리 방면 200m
1호선

▶ 용두산공원행 에스컬레이터 이용
051) 860-7820

yongdusanpark.bisco.or.kr

1호선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7번 출구) ▶ 도보 15분(약 860m)
2bagu.c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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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서면

Busan station

Seomyeon

23

부산역

서면지하도상가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717

부산의 중심부, 부산역. 기차를 이용해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곧바로 시작되는 지하 쇼핑 거리. 부산점에는 약 330여 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먼저 발을

의 매장이 들어서 있으며, 평일 2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이곳을 왕래한다.

딛는 장소다. 6번 출구를 이용하면

도시철도 환승역이자 백화점과 메디컬스트리트와 이어지는

부산 시내를 테마별로 관광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서면지하도상가는 365일 북적인다.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으로 바로 연결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옷, 액세서리, 화장품

된다. 부산역 주변으로는 피난민의

매장 등이 지하상가 내 많은 비중을 차지

애환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하고 있어 젊은이의 방문이 높다.

‘40계단 문화관광 테마 거리’도 만날
수 있다.

TIP

지하도상가 운영시간
매월 첫 주 화요일은 정기휴무일이니 참고

부산시티투어버스 이용하기

하자.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Information

시티투어코스 및 테마예약코스 출발장소
- 부산역 승강장 : 부산역광장 라마다앙코르 호텔 앞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6. 8번 출구)
1호선

요금 안내/ 휴무일
- 성인 15,000원 / 소인(48개월 ~ 고등학생) 8,000원

도시철도 1, 2호선 서면역 지하상가
busanjin.go.kr

- 단체 (성인, 소인 구분 없이 15인 이상) - 1인당 2,000원 할인 적용
- 환승 이용시 성인 5,000원 소인 3,000원 환승비 별도
※ 휴무일 : 매주 월·화요일(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행)

서면먹자골목
부산진구 신천대로 62번길

노선안내
- 레드라인 (부산역↔해운대순환) 50분간격 9회 운행 (매주 - 수,목,금,토,일)
- 그린라인 (부산역↔태종대 운행) 50분간격 9회 운행 (매주 - 수,목,금,토,일)

떡볶이, 어묵, 순대 등을 파는 포장마차부터 진한 국물을 자랑하는 돼지국밥,

- 블루라인 (용호만유람선터미널↔해동용궁사) 50분간격 9회 운행 (매주 - 수,목,금)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이 옛 생각 절로 들게 만드는 손칼국수까지. 서면먹자

야경투어(브릿지투어)

골목에서 펼쳐지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자.

- 노선안내 : 부산역 ▶ 부산대교 ▶ 부산항대교 ▶ 광안리해수욕장 ▶ 수영2호교 ▶
마린시티 ▶ 해운대해수욕장 ▶ 시립미술관·벡스코 ▶ 광안대교 ▶

TIP

부산항대교 ▶ 남항대교 ▶ 송도구름산책로 ▶ 자갈치·국제시장 ▶ 부산역
- 요금 : 성인 15,000원 / 소인(48개월 ~ 고등학생) 8,000원

먹자골목의 경우,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 운행 : 부산역 ↔ 부산항대교 운행 [매주 금, 토 운행]

서면 구석구석에 각각의 특색을 갖춘

- 운행시간 : 부산역 출발 4~10월(19:30), 11월~3월(19:00)

메뉴들이 모여있는 골목이 많다.
통닭, 칼국수, 국밥 등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골목을 찾다 보면
어느새 서면 전체를 둘러
볼 수 있을 듯.

Information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방문 시 		
1호선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11번 출구) ▶ 약 270m 이동
1544-7788

1호선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1번 출구) ▶ 나온 방향으로 도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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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동 · 부전동

범어사 · 온천장

Jeonpo-dong · Bujeon-dong

Beomeosa Temple · Oncheonjang

전포 카페거리

범어사

전포동 전포대로, 서전로 일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25

번화가인 서면 1번가 맞은편 쪽에는 조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영남의 3대

용한 분위기의 카페거리가 있다. 원래 전

사찰로 불린다. 하늘로 끝없이 뻗은 대나무길, 봄철 만개한 매화 등 사찰의 고

포동 일대는 공구, 철물 등 자재를 파는

즈넉한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장소.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도 좋아 주민들의 발

가게들이 즐비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아

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개성있는 카페들
이 들어섰다. 특별한 커피를 찾고 있다
면 이곳으로 가보자.

TIP

전포카페거리 옆에는 백화점이 있어 식사와
디저트, 쇼핑과 문화생활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는다.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6번 출구) ▶ NC백화점 방향으로 약 230m 이동

1호선

Information
1호선

▶ 놀이마루(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까지 도보5분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5번 출구) ▶ 90번 버스 환승 ▶ 범어사 하차
051) 508-3122

부산시민공원

온천천 시민공원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동래구 온천천로 288

부산 최대의 도심공원으로 숲길, 산책길, 폭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와 미로정원, 공원 내 작은 백사장, 문화예술촌, 숲

2005년 개장, 현재까지 시민들을

속의 북카페, 어린이놀이시설, 대형 잔디광장 등이

위한 친수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조성 되어 있다. 특히 터널 분수와 음악분수, 하

흙길을 밟으며 자연 그대로를

늘빛 분수는 오직 시민공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체험 중 하나이다.

도로는 바쁜 일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여유를 선사한다. 그 외에

TIP

일명 ‘터널분수’로 불리는 하늘빛폭포와 노래가 있는 음악분수는 오직 시민공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원한 즐거움이다. 4~10월, 평일 4회(4월 미가동), 공휴일 6회 운영되며,

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
로 지루할 틈이 없다.

월요일은 가동되지 않으니 참고하자.

Information

Information

도시철도 1, 2호선 서면역(7번 출구) ▶ 33번 버스 환승
1호선

beomeo.kr

▶ 부산시민공원 하차
051) 850-6000

1호선

citizenpark.or.kr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1번 출구)
051) 550-6642

oncheon.dongna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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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2호선
야경이 아름다운 해운대와 광안리, BIFC빌딩,
영화도시 부산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의 전당과 영화의 거리까지!
알찬 여행을 도와줄 2호선을 지금 타러 가자!

해운대
센텀시티·마린시티
광안
민락
이기대
경성대·부경대문화골목
대연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백
동

대
운
해

동
중

산
장

28

2929

해운대
해운대해수욕장

Haeundae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전 국민의 휴양지로 사랑받는 해운대. 특급호텔과 음식점, 아쿠아리움 등 해운대

달맞이길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풍성하다. 특히 피서철 해운대를

해운대구 중2동

찾는 인파는 100만 명이 넘을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다.

달빛의 은은함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의 자랑. 문탠
로드로 떠나보자. 흔히들 말하는 ‘달맞이길’이다.
해운대해수욕장부터 송정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산 중턱을 잇는 이 고갯길을 따라 벚나무와 소나무
가 늘어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다.

Information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6번 출구) ▶ 마을버스 2, 7, 10번 탑승

2
2호선

▶ 추리문학관 앞 하차
051) 749-5700

sunnfun.haeundae.go.kr

BUSAN X the SKY
해운대구 달맞이길 30(중동)엘시티 랜드마크타워 100F

Information

TIP

해운대전통시장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3, 5번 출구)

‘BUSAN X the SKY’는 국내 두 번째 높이

해수욕장과 도보 5분 거리, 방송취재가 끊

▶ 해운대해변로 방면 600m

(411.6m)인 ‘해운대 엘시티 랜드마크타워’에

이지 않을 만큼 맛있는 메뉴들이 이곳에 다

051) 749-7611~7

위치하고 있다. 드넓은 해운대의 오션뷰와

모였다. 바닷가 주변답게 싱싱한 회를 바로

sunnfun.haeundae.go.kr

먹을 수 있는 횟집과 부산대표음식 돼지국

부산의 화려한 시티뷰를 함께 감상할 수 있

밥 거리도 이곳 근처에서 만날 수 있다.

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전망대이다.

Information
2
2호선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도시철도2호선 중동역7번 출구 ▶ LCT방면 도보844m
051) 731-0098, 0099

busanxthesky.com

해운대구 청사포로 116 청사포정거장

파란 하늘과 바다가 숨을 쉬는 곳! 해운

동백섬

대 미포, 청사포, 송정에 이르는 4.8km 구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일대

간을 30여 분 정도 열차를 타고 동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남쪽 끝에 있는 동백섬은 울창한

의 수려한 해안을 감상할 수 있다. 해변열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절경을 이룬다. 관광객에게

차와 스카이캡슐 두 가지로 운영한다.

인기가 높은 동백섬의 누리마루APEC 하우스를

•매표소 위치 : 미포정거장, 청사포정거장,
송정정거장

둘러볼 수 있는 오솔길은 산책로로도 제격이다.

•운영시간 : 오전 9시 30분 ~ 밤 9시 30분
TIP

누리마루 APEC하우스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동백섬 내에 설립된 곳.
한국 전통 건축 정자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여 역대 회
의장 중 가장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극찬을 받았
다. 정상회의 당시의 모습과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Information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

Information

(1번 출구)
	▶웨스틴조선호텔부산
방면 약 800m
▶ 동백섬 입구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11번 출구)

2
2호선

▶ 200번 버스 미포, 문탠로드 입구 하차
051) 701-5548

bluelinepark.com/booking.do

30

31

센텀시티 · 마린시티
Centum City · Marine City

영화의전당
APEC나루공원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93

센텀시티 내에 위치한 영화의전당은 3개의 전용 상영관과 시네마운틴, 야외
수영강변 따라 뻗어 있는 도심 속

공연장 비프힐 등의 다목적홀을 갖추고 있다.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는 부산국

작은 공원이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제영화제의 개·폐막식과 레드 카펫 행사가 열리는 곳도 바로 여기.

테이블도 있고, 산책로, 조깅코스,
조각공원까지 갖추었다. 공원 곳곳
에 부산비엔날레에 출품된 조각이
있으며, 수영강에는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조명분수가 있다.

Information
2

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 12번 출구 ▶ 도보 10분
2호선

051) 749-4000

dureraum.org

부산 영화의 거리
해운대구 우동

요트경기장 끝 방파제에서 동백섬 방향
으로 이어진 일대가 ‘영화의 거리’로
조성되어 있다. 800m 길이의 거리를
걸으며 영화의 모든 것을 바로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 거리 바닥에 새겨진
트릭아트 공간에서는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천만 관객 영화

TIP

TIP

존, 애니메이션존, 해운대 배경 영화존

벨기에 초콜릿 제과 명장으로 유럽 최고

등 특색을 갖춘 각 구역 에서 영화에

국제영화제 역대 출품작에 관련된 자료는 영화의전당 자료실에서만 구할 수 있다. 오전

의 쇼콜라티에로 손꼽히는 피에르 르동의

대한 정보와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9시 ~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챙겨가자.

마카롱을 마린시티에서 맛볼 수 있다.

있다.

이곳에서는 영화와 관련된 2만 2천여 종의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

4대째 이어져오는 초콜릿 명장의
제과는 과연 어떤 맛일까.

Information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3번 출구)
▶ 마린시티 방면 약 1.23km
(18분 소요)

Information
2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12번 출구) ▶ 수영강변대로 방면 600m
051) 780-6000

durera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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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

민락

Gwangan

Mil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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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해수욕장·광안대교

민락수변공원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

광안리해수욕장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한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광안대교 레이저쇼(금, 토), 드론라이트쇼(토) 등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33,057㎥ 규모로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즐길거리와 공연을 제공한다. 매년 부산불꽃축제 또한 이곳에서 성대

바닥에는 컬러 블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짐,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게 열린다.

3,040㎥에 달하는 스탠드는 만조 때 바닷물이 들어와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공간이다.

TIP

수변공원 먹거리
수변공원 주변을 가득 채운 수많은 음식점은
이 일대를 불야성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횟집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그 외에도 젤라또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고급 중화 요리점,
연탄구이 등 맛있는 메뉴들이 숨어있으니
수변공원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자.

Information
2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5번 출구) ▶ 83-1번 환승 ▶ 민락수변공원 하차
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1번 출구) ▶ 210번 환승 ▶ 민락수변공원 하차

TIP

세계 최대 규모의 교량 LED 조명등과 음향
설비로 입체적인 경관조명 시스템을 갖춘

민락동 생선회 테마거리

광안대교. 조명은 평일(일-목)의 경우 일몰

수영구 광안해변로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맞은편

부터 24시까지, 주말(금-토)은 일몰부터
새벽 2시까지, 레이저 쇼는 매일 3회
(20:30, 21:30, 22:30) 약 10분간 연출
광안리 밤 바다를 수놓는다.
※ ‘차 없는 거리’ : 7.6 ~ 8.31 매주 토, 일

광안리해수욕장 옆으로 이어진 민락동은 옛날부터 횟집 단지가 이루어진 장소.
현재는 국내 최대의 횟집거리로 알려질 만큼 유명하다. 300여 곳의 다양한
유형의 횟집을 모두 만날 수 있어 회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장소이다.

21:00 ~ 익일 00:30 동안 광안리 해수
TIP

욕장 인근 차로가 통제되어 도보로만 다
닐 수 있다. 비보잉, 버스킹 등 각종 문화
체험이 진행되니 참고하자.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사계절 제철 횟감!
•봄 : 도미(참돔), 보리숭어, 우럭, 멸치, 볼락, 노래미 등
•여름 : 돌돔, 농어, 민어, 부시리, 전갱이, 다금바리, 갯장어 등

Information

•가을 : 전어, 오징어, 연어, 갈치, 삼치, 고등어, 낙지 등
•겨울 : 감성돔, 광어, 우럭, 방어, 숭어, 돌가자미, 아귀, 학꽁치 등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3, 5번 출구) ▶ 광안리해수욕장 방면 700m

Information

수영구청 대표전화 : 051) 610-4000 /

2
2호선

광안대로관리사업소 : 051) 782-7992
광안리 U-관광안내소 : 051) 610-4848
gwanganbridge.bisco.or.kr

2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3번 출구) ▶ 광안리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후 해변도로에서 좌회전하고 다시 직진(도보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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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경성대 · 부경대 문화골목

Igidae Park

Kyungsung Univ · Pukyong Nat'l Univ

이기대 공원

경성대 · 부경대 문화골목

남구 이기대공원로 68(용호동)

남구 용소로13번길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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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와 해운대를 조금 색다른 각도

경성대 · 부경대 거리에는 맛집, 쇼핑거리, 소극장, 유흥가 등이 밀집해 있다.

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아는 사람만

다양한 트렌드가 공존하는 곳으로 서면이나 해운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안다는 숨은 뷰 포인트다. 특히 저녁에는

특히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복합 공간인 ‘문화골목’은 옛 청춘들이 누린 분위기

광안대교와 함께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의

를 재현한 곳으로 각종 소극장, 카페 등이 인상적이다.

야경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해외 여느
야경 부럽지 않다.

TIP

영화 ‘해운대’에서 배우 이민기와 강예원이
야경을 감상하던 장소인 ‘어울마당’이 이곳
주변에 있으니 방문해보자.

Information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3, 5번출구)

2
2호선

▶ 20, 22, 27, 39, 131번 버스 환승 ▶ 이기대입구 정류장 하차
▶ 이기대도시자연공원 방면 약 1.8km(도보 16분소요)
051)607-6361

오륙도 스카이워크
남구 오륙도로 137
TIP

30m 아래로 펼쳐지는 아찔한 파도의
향연. 투명한 U자형 바닥은 마치 하늘에
붕 뜬 듯한 느낌을 안겨준다. 동해와

대학가답게 싸고 맛있는 ‘진정한
맛집’을 많이 만날 수 있다. SNS를
통해 화제가 된 맛집을 찾아보는 건

남해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는 이곳은

대학가를 여행하는 또 다른 재미.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국적

특히 라이브 음악과 간단한 음식을

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펍 스타일의
매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한다.

Information
Information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3, 5번 출구)

2
2호선

▶ 24, 27, 131번 버스 환승 ▶ 오륙도스카이워크 정류장 하차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051) 607-6395 /
남구시설관리사업소 051) 607-4937

2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1번 출구) ▶ 100m 직진 후 좌회전
▶ 50m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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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동

부산국제금융센터

Daeyeon-dong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부산문화회관·부산박물관

부산국제금융센터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 63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의 정서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

지상 63층, 지하 4층의 거대한 건물이 부산 금융의

회관과 박물관을 유엔평화로 길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Busan International

모두 만나보자. 각종 공연과 전시가

Finance Center의 약자인 BIFC는 인텔리전트 빌딩

이뤄지는 문화회관은 멀티 문화공간으로

으로 최신 시설과 초고속 시스템을 도입한 복합

부산 시민을 넘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금융 단지를 지향한다. BIFC Mall에는 푸드, 뷰티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곳. 또한

등 개별 상권이 꾸준히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회관과 인접한 위치의 부산박물관

37

TIP

역시 부산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해외 관광객을 위한 전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처 맛집을 찾는다면 여기를 추천한다.
도시철도 문현역 1·2번 출구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약 650m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문현동 곱창골목이다.

TIP

영화 ‘친구’의 흥행으로 더욱 유명해진

대연동 돼지국밥은 전국적으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

이 골목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부산 대표 돼지국밥집으로 소문난 이곳은 도시철도 2호선

구워진 곱창 맛에 빠져보기를.

대연역 3번 출구로 나와 유엔평화로로 직진하면 쉽게 찾을

Information

수 있다. 줄 서서 맛본다는 그 소문난 돼지국밥, 오늘의 메뉴로
2

어떨까.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3번 출구)
▶ 출구 방향에서 131m(도보 2분)

Information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3, 5번 출구) ▶ 부산문화회관 방면(도보 10분)

2
2호선

드림씨어터

부산문화회관 대표전화 : 051) 607-6000
부산박물관 대표전화 : 051) 610-7111
bscc.or.kr / museum.busan.go.kr

UN기념공원
남구 유엔평화로 93

남구 전포대로 133, 3층

부산에서 세계적인 히트 공연을 만난다. 1,727석 규모의 국내 최대 뮤지컬 전용 극장 드
림씨어터는 공연에 최적화된 최첨단 시설로 <라이온 킹>, <오페라의 유령>, <캣츠> 오
리지널 내한, <레베카>, <시카고>, <위키드>, <지킬 앤 하이드> 등 스테디셀러 뮤지컬
및 다양한 아티스트의 콘서트 등 No.1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시, 강연, 백스테이지 투어
등 공연을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다.

UN과 관련한 세계 최초의 기념관을 부산

TIP

에서 만나자. 테마를 갖춘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고 공원 내 조성된 녹지공간은 도심
속 자연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쉼터로

차별화된 혜택이 제공되는 드림씨어터 멤버십 D+를 놓치지
말자. 뉴스레터 서비스, 선 예매, 원데이 클래스, 공연 초대 이
벤트 등 멤버십 한정 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입은 무료다.

사랑받고 있다.

Information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3번 출구) ▶ 유엔교차로 방면 약 580m

2
2호선

▶ UN기념공원 방향 약 470m(도보 7분)
051) 625-0625

unmck.or.kr

Information
2

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3번 출구)
2호선

▶ 출구 방향에서 131m(도보 2분)
1833-3755

dreamtheatre.co.kr

3

수영

동래

사상

일광

망미

수안

괘법르네시떼

기장

배산

낙민

서부산유통지구

오시리아

물만골

충렬사

공항

송정

연산

명장

덕두

신해운대

거제

서동

등구

벡스코

종합운동장

반여농산물시장

대저

센텀

사직

석대

평강

재송

미남

영산대

대사

원동

만덕

윗반송

불암

안락

4

부산도시철도 3호선·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동해선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부산을 느껴보자
서핑부터, 테마파크, 루지, 야구장, 렛츠런파크까지
3호선과 4호선, 그리고 부산-김해 경전철과 동해선을 타고 떠나는 부산여행
여유와 체험이 가득한 시간을 만들어보자

40

사직야구장

강서구

Sajik Baseball Stadium

Gang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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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야구장

대저생태공원

동래구 사직로45

강서구 대저1동 2314-11

야구도시 부산의 원년구단 롯데자이언츠의 홈구장. 응원문화가 빛나는 이곳은

대저생태공원은 유채꽃단지와 체육시설인 축구장, 야구장등이 조성되어 있는
자연생태 친수공간이다. 특히 공원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370,000㎡)에서
4월 개최되는 유채꽃 축제는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어 새로운 관광 명
소로 자리 잡았다

2014년 뉴욕타임스에 실리며 그 독특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신문지, 주황색
봉투 등 다양한 응원도구와 관람객의 힘찬 함성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직동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든다.

Information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김해국제공항 ▶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방면 승차 ▶ 대저역에서
도시철도 3호선 환승 ▶ 강서구청역 하차(5번 출구) ▶ 도보 13분
051) 971-6011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TIP

강서구 가락대로 929

자이언츠 야구박물관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알찬 역사가

‘말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다양한 재미를

한눈에 펼쳐진다. 사직야구장 2층에

누릴 수 있는 복합레저 공간, 특히 승마강습도 받을 수 있어 잊지 못할 체험을

위치한 ‘자이언츠 야구박물관’에는

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역사관, 용품관, 체험관, 영상관, 그리고
자이언츠의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TIP

테마존이 운영되고 있다. 시즌에는
3층 관람대의 골든플레이트. 금, 토, 일요일

주중 13~19시, 주말 11~17시 까지 운

9시~ 1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곳에서

영되며 비시즌, 매주 월요일은 휴관.

백반, 설렁탕,돈까스 등 한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파크 구경에 나서보자.

Information

Information
도시철도 3호선 사직역(1번 출구) ▶ 200m 직진 ▶ 우회전 후 500m

3
3호선

(도보 14분 소요)
051) 590-9000

giantsclub.com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부산김해경전철로 환승 ▶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괘법르네시떼역 ▶ 1005번 급행 버스
▶ 렛츠런파크정문 정류장 하차 ▶ 약 385m(도보 6분 소요)
1566-3333

park.kra.co.kr/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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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 · 기장
Songjeong · Gijang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42

송정해수욕장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62

야외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부산은 ‘동화 속 왕국’을 테마로 6개의 존과 17종의
매력적인 어트랙션을 운영한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쳐 부산으로 가자.

달맞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담한 정자, 해월정을 만난다. 다시 그 길을 따라 걸으면

Information

벚꽃단지가 보이고, 바로 그 길 끝에서부터 넓게 펼쳐진 바다를 접하게 된다. 이곳
이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송정해수욕장이다.

동해선

Information

1661-2000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134-7

정류장 하차
051) 749-5800

sunnfun.haeundae.go.kr

adventurebusan.lotteworld.com/

기장등대길 · 죽성드림세트장

동해선 송정역(1번 출구) ▶ 139번 버스 승차 ▶ 송정해수욕장입구
동해선

동해선 오시리아역(1번출구) ▶ 도보 9분(494m)

드라마 ‘드림’ 촬영지로 지어진 세트 성당이 종영 후에도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관광지로 변모했다. 근처에는 갖가지 이름이 붙은 이색 등대도 구경할 수 있다.
야구등대, 갈매기등대, 월드컵등대, 젖병등대 등 그 이름도 다양한 등대들 앞에서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392-2

인증 사진을 남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
TIP

2021년 7월 초 개장한 스카이라인 루지

기장멸치축제

부산. 스카이라이드(리프트)를 타고 정상

매년 4월 기장군 대변항 일원에서 열리는
‘기장멸치축제’ 기간을 놓치지 말자.

에 위치한 루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루

대변항의 대표적인 봄철 먹거리인 멸치는

지 카트’를 타고 총 4개의 트랙 2.4㎞ 구간

전국적으로도 유명세가 높다.

을 내려오는 어드벤처 프로그램이다.

Information

Information

동해선 기장역(1번 출구) ▶ 230m 이동 ▶ 기장군 6번 마을버스 환승
동해선

동해선 오시리아역(1번 출구) ▶ 도보 10분(481m)
051) 722-6002

skylineluge.kr/busan/

동해선

▶ 두호 정류장 하차 ▶ 약 400m 도보 이동(6분 소요)
051) 709-4000

gijang.go.kr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숙박지 안내

해동용궁사

5성
그랜드 조선 부산
시그니엘 부산
힐튼부산
롯데 호텔 부산

922-5000
992-1000
509-1 1 1 1
810-1000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호텔농심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파크 하얏트 부산

742-2121
550-2100
749-7000
990-1234

791-5800
409-8888

신라스테이 해운대
코모도호텔

912-9000
466-9101

808-5514
760-7000
808-2000
930-1100
250-6100
743-2853

호텔센트럴베이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부산 송도비치호텔
호메르스 호텔
스탠포드 인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982-9700
260-0000
750-8000
795-7700
790-2300

341-3991
414-1300
806-7172
7 5 7-76 61
819-8231
715-2340
207-1201
742-0021
634-3001
755-0055
660-6900
714-0003
808-3593
723-3322
271-8686
7 5 7-1100
601-4300
464-2000
750-9000
464-8883

에이치에비뉴 호텔 광안리 해변점
에어스카이 호텔
시애틀비 호텔
토요코인 부산해운대2호점
더포인트호텔 광안리점
부산 비치 관광호텔
오션투헤븐 호텔
리베로 호텔 (구. 호텔 리베라 해운대)
베스트루이스해밀턴호텔 광안점
브라운도트 호텔 하단점
호텔1
호텔포레 부산역점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사우스반데코호텔
광장호텔
토요코인 부산역 1호점
베이하운드호텔
토요코인 부산역 2호점
지앤지 호텔

751-2266
971-0093
852-7685
741-10 4 5
929-8600
231-0750
761-3001
74 0 -2 111
760-0808
201-3994
7 5 9 -1011
463-617 1
901-1100
815-5252
46 4-3141
466-1045
4 1 3 -1 1 1 4
442-1045
626-7723

753-3288
753-1340
206-0472

브라운도트 호텔 정관점
유엔 송도 호텔
이데아 호텔

728-8100
242-6635
611-6643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해동용궁사. 득남불, 학업성취불 등 저마다의 소원을 간직한 불상

4성

앞에서 잠잠히 마음속 소원을 빌어보자. 동해 최남단의 무한한 푸름이 당신의

지역번호 051

소원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바니 센트럴 부산 호텔
아스티호텔 부산

3성
티티호텔
베니키아프리미어호텔해운대
부산 비즈니스 호텔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시티센터
타워힐호텔
호텔포레 프리미어 해운대

2성

TIP

해동용궁사 근처 소문난 메뉴 3가지.
바로 해물쟁반짜장, 한정식, 그리고 커피다. 오랜 세월 맛집 자리를 고수해온 이 메뉴들은
용궁사 근처에서 꼭 먹어야 할 메뉴.

Information
	동해선 송정역(1번 출구) ▶ 139번 버스 승차 ▶ 용궁사국립수산과학원
동해선

정류장 하차
051) 722-7744

yongkungsa.or.kr

브라운도트호텔 덕천점
그랜드베른호텔
샤이어호텔 서면
투헤븐 호텔
TRT 호텔 부산
소르젠떼 비지니스 호텔
명지 오이아 호텔
선트리 관광호텔
라메르 호텔
호텔 런더너 광안점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호텔 서부산점
호텔 라온
라이온호텔
하운드호텔 기장일광점
씨엘오션호텔
유토피아 호텔
미포 오션사이드 호텔
하운드호텔
JB 디자인 호텔
베스트 인 시티 호텔

1성
호텔브라운도트 광안비치점
에이치에비뉴 호텔 광안리
라스베가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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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hings to do

부산 쇼핑플레이스
2

바다와 함께하는 부산

황홀한 크루즈 여행
200% 즐기기

여기서 Things to do

부산 쇼핑플레이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

더 특별한 부산여행을 위한 팁!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 롯데백화점 / 현대백화점 부산점
롯데면세점 / 신세계면세점 / 김해공항면세점 -

배낭 하나 꾸려 메고 여기 부산에 도착한 당신.
당신에게 더 멋지고 유쾌한 부산의 이면을 알려줄 특별한 TIP을 준비했다.
푸른 바다와 싱싱한 해산물, 부산을 상징하는 동백나무와 갈매기,

서면지하도상가(대현프리몰) IKEA동부산점 -

곳곳에서 마주하는 녹색의 자연은
부산을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로 만들었다.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 계절마다 저마다의 향기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부산은 누구나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각인된다.
먹고, 즐기고, 누리는 부산에서의 즐거운 시간.
지금부터 소개하는 유쾌한 정보가
당신의 부산여행에 보다 큰 도움이 되기를!

부평깡통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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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점 · 쇼핑몰 · 야시장

롯데면세점 / 신세계면세점 / 김해공항면세점
여행자를 위한 작은 쇼핑천국, 면세점, 롯데와 신세계에서 운영 중인 곳과 김해공항 내

여기서 Things to do

부산 쇼핑플레이스

면세점을이용할 수 있다. 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심사를
받은 이후 수령 가능하다.
롯데면세점 위치 부산진구 부전1동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점 8층
문의 051) 810-3880
신세계면세점 위치 해운대구 센텀4로 15 신세계 센텀시티몰 B1/1F 문의 1661-8778
김해공항면세점 위치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문의 051) 970-2701

아울렛 · 백화점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문의 051) 979-1900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 김해국제공항청사점 문의 1899-3819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부산면세점 용두산점 문의 051) 460-1950

아르마니, 마크 제이콥스 등 해외 브랜드를

부산면세점 부산항점 문의 051) 460-0900

비롯해 구호, 오브제 등 국내 대표 브랜드까
지 약 180여개의엄선된 브랜드가 입점되었다.
이월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아울렛이지만 느낌
만큼은 고품격 프리미엄 쇼핑몰. 평일 20시,

서면지하도상가(대현프리몰)

주말과 공휴일은 21시까지운영된다.
위치 기장군 장안읍 정관로 1133
문의 1644-4001

서면지하도상가는 약 570여 개의 점포 수를 보유한
부산의 대표적인 지하쇼핑몰이다. 여성복, 화장품,
액세서리 등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시즌 아이템을
만날 수 있으며,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지하상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아울렛을 비롯, 쇼핑과 문화를 모두 만족시켜

전체 휴무니 참고하자.
위치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서면지하상가

주는공간이다. 2014년 겨울 문을 연 롯데프리
미엄 아울렛은 산토리니의 낭만을 담은 복합
쇼핑몰을 표방했다. 쇼핑몰 외에도 분수광장,

IKEA동부산점

등대전망대, 로즈가든 등 그리스 느낌을 전하는

IKEA동부산점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

인테리어로 색다른 낭만을 선사한다.

최대 가구, 잡화, 생필품 판매 업체다. 지하1층,

위치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47
문의 051) 901-2500

지상4층으로 구성되어있고, 평일, 주말과 공휴일
10시~ 22시 까지 운영 된다. 바로 옆 롯데몰 동부
산점과 함께 쇼핑계획을 세워보자.
위치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3로17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 롯데백화점 / 현대백화점 부산점

문의 1670-4532

신세계백화점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으로 2009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쇼핑
센터 외에 스파랜드, 아이스링크, 스카이파크, CGV 영화관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문의 1588-1234

롯데백화점 부산 시내 4곳의 지점을 둔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내에 제일 먼저 쇼핑상권을
형성한 센텀시티점을 비롯해 부산본점, 동래점, 광복점을 운영 중이다. 백화점에서는 롯데
시네마 이용도 가능하다.

문의 1577-0001

현대백화점 부산 유일의 현대백화점 매장은 동구 범일로에 위치한다. 지상 9층까지 이용

부평깡통야시장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의 문화 관광형 야시장이 형성
된 부평동 깡통시장. 이곳은 18시부터 24시까지 연중
무휴 불을 밝히며 야간 손님을 맞이한다. 국내 음식은
물론 터키, 필리핀 등 주변 국가의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이곳은 365일 군침 도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할 수 있으며 유아휴게실, 카페를 비롯해 고객들의 다양한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위치 중구 부평1길 39

있다.

문의 051) 243-1128

문의 051) 66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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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함께하는 부산

황홀한 크루즈여행
200% 즐기기
부산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해양도시 부산을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은
단연 크루즈가 아닐까. 해운대와 부산항, 태종대까지.

바다와 함께하는 부산

황홀한 크루즈 여행
200% 즐기기

원하는 위치에서 크루즈 여행을 시작해보자.

요트탈래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수영만요트경기장 본관 102호
국내 최초로 시작된 요트 대여 서비스 요트스테이! 바다 위 고급 요트를 통째로
빌려 가족, 친구, 동료와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패밀리, 디럭스 등 다양한
요트를 직접 골라 볼 수 있다.
T. 1599-1789
H. www.yachttale.com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3번 출구) ▶ 450m 직진 ▶ 승당삼거리에서 좌회전 ▶ 300m직진

요트탈래 코스안내

더베이101요트클럽 태종대관광유람선 해운대유람선 낙동강생태탐방선 자갈치크루즈 팬스타크루즈 -

•[퍼블릭 요트투어] 수영만요트경기장 ▶ 마린시티 ▶ 동백섬 ▶ 더베이 101 ▶해
운대해수욕장 ▶ 광안대교 ▶ 광안리해안선 ▶ 수영만요트경기장
운항구간 주간 12:00, 14:00, 16:00 / 야간 18:00, 19:00, 20:00(주말)
•[프라이빗 요트투어] 수영만요트경기장 ▶ 마린시티 ▶ 동백섬 ▶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대교 ▶ 광안리해안선 ▶ 더베이101 ▶ 수영만요트경기장
운항구간 주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출발 / 야간 오후 5시 ~ 오후 9시 출발
※ 원하는 시간과 코스 선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더베이101요트클럽
해운대구 동백로 52
더베이101요트클럽은 46피트 대형 카타마란 요트를 비롯해 초고속 제트보트,
스피드 보트, 제트스키 등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고품격
퍼블릭 마리나 시설이다.
T. 051) 726-8855

H. http://www.thebay101yacht.com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1번 출구) ▶ 동백사거리 방면 ▶ 			
더베이101 약 285m(도보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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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안내
•퍼블릭투어

코스안내
(운항시간 약60분 기준)
주간)13:00, 15:00 야간)17:00, 18:00, 19:00, 20:00(주말)

•프라이빗투어 (운항시간 약60분 기준) 10시~22시 사이 원하는 시간 출항가능
※ 주말 : 금토일, 법정공휴일, 기타 휴일 등

•오륙도 해상관광 주간코스(70분코스)
해운대 미포(선착장) ▶ 동백섬 ▶ 광안대교 ▶ 이기대 ▶ 오륙도 ▶ 선착장 회항
이용요금 : 최저 13만원 ~ 최대 35만원(객실별 상이)
운항시간 오전 11:00 ~ 16:40
•광안대교 야경관광 야간코스(50분 코스)
해
 운대 미포(선착장) ▶ 동백섬(누리마루) ▶ 광안대교 ▶ 광안리해수욕장 ▶
선착장 회항
운항시간 일몰시 ~ 20:30(상시 출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더베이101 해운대구 동백로 52

태종대관광유람선
동삼동 태종대유원지 내
선착장을 출발하여 태종대 일주,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는 조도(아치섬)를 왕복
하는 코스로 약 40분의 운항 시간이 소요된다. 계절마다 태종대를 찾는 철새와
탁 트인 망망대해를 유람선 위에서 만끽할 수 있다.

※ 상기 운항 스케쥴 및 요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선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 051) 403-9098 H. taejongdae.bisco.or.kr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6번 출구) ▶ 8, 30, 66, 88번 버스 환승 ▶		
태종대정류장 하차 ▶ 태종대유원지 방면

낙동강 생태탐방선
을숙도선착장 :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을숙도생태공원 내 (4월~10월 운영)
화명선착장 :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화명생태공원 내 ( 11월~3월 운영 )

코스안내
1. 등대 자갈마당 선착장 (Tel. 051)405-1700) 선착장 > 조도 > 태종대해상 > 선착장
2. 태원 자갈마당 선착장 (Tel. 051)403-9098) 선착장 > 조도 > 태종대해상 > 선착장

을숙도에서 출발해 화명을 거쳐 양산 물금으로 돌아가는 코스다. ‘낙동강 에코
호’ 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 동화되
어 보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
T. 051) 294-2135
H. bto.or.kr/eco

3. 곤포의 집 선착장 (Tel. 051)405-2900) 선착장 > 조도 > 태종대해상 > 선착장
4.은하수유람선선착장(감지해변)(Tel.051)405-3989) 선착장>조도>태종대해상>선착장

코스안내

해운대유람선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33-1
주간에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한눈에 감상하며 오륙도 해상관광을 즐길 수
있으며, 야간에는 광안대교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광안리 앞바다를 투어
할 수 있다.
T. 051) 742-2525

※ 신분증 지참 필수

•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7번 출구) ▶ 600m 직진 ▶ 미포교차로에서 해운대
유람선 방면우회전 ▶ 200m 직진

•[4월~10월] 수/목요일 출발시간 9:30, 10:30, 13:30, 16:00, 17:00
운항구간 [을숙도-일웅도(30분) / 을숙도-대동(2시간)]
•[4월~10월] 금/토요일 출발시간 9:30, 10:30, 13:00, 14:10, 15:00(물금탑승)
운항구간 [을숙도-일웅도(30분) / 을숙도-대동(2시간) / 을숙도-물금(4시간)]
•[4월~10월] 일요일 출발시간 9:30, 10:30, 11:40(대동탑승), 14:30, 17:00
운항구간 [을숙도-일웅도(30분) / 을숙도-대동(2시간)]
•[11월~3월] 화~일요일 출발시간 9:20, 10:20, 11:20, 14:00, 16:00
운항구간 [화명-물금(1시간 20분~40분)]
※매주 월·화요일은 휴항입니다. ※사전 전화 문의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4

55

자갈치크루즈
중구 자갈치해안로 60
낭만과 추억이 있는 자갈치 크루즈! 낮에는 멋진 부산 바다의 전경을, 저녁에는
붉은빛 석양으로 물든 부산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부산 자갈치 크루즈와 함께
부산을 즐겨보자!
T. 051) 241-0909
H. jagalchi-cruise.com
코스안내
자갈치시장 > 송도(암남공원) > 태종대 > 자갈치시장, 약90분

팬스타 크루즈
중구 해관로 30
부산의 연안과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밤하늘을 수놓는 수천 발의
선상 불꽃쇼와 다양한 이벤트,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대한해협의 국경을
조망하면서 국제크루즈의 특권인 면세쇼핑, 더욱 다양해진 선내 이벤트까지
즐거움이 두배인 아주 특별한 크루즈 여행을 선사한다.
T. 1577-9996 H. www.panstarcruise.com
•도시철도 1호선 중앙동역 14번 출구 - 순환버스 이용

코스안내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1박2일) 부산의 연안 및 야경 감상, 불꽃쇼 및 이벤트,
퍼포먼스
주요 운항경로 : 부
 산항국제여객터미널 > 조도 > 태종대 > 오륙도 > 동백섬 >
광안리(광안대교) > 해운대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운항시간 : 매주 토요일(17:00 출항)
이용요금 : 최저 13만원 ~ 최대 35만원(객실별 상이)
•대한해협 원나잇 크루즈(1박2일) 대한해협을 건너 대마도 근접조망(하타카츠) 가
능, 면세쇼핑, 선내 이벤트, 매월 세 번째주 토요일 운항(15:00 출항)
•챠터 크루즈(일정협의) 크루즈 대여(전세)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모두 이용 가능
※ 이용요금 등 기타 사항 전화 문의

팬스타 크루즈 중구 중앙동 4가 15-3

태종대관광유람선 동삼동 태종대유원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