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휴혜택

시티투어코스 출발장소

시티투어코스 요금할인 (시티투어 순환형 한해 적용/ 중복할인 불가)

· 부산역 승강장 : 부산역 광장 라마다앙코르호텔 앞(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6번, 8번출구)
· 시티투어코스(순환형 : 그린/레드/블루라인)는 빈 자리 있을 시 각 승강장 탑승 가능

요금안내
성인

단일권
(그린·블루·레드 중
1코스) 선택

15,000원

소인

이용사항

8,000원

단체(성인·소인 구분없이 15명 이상)
성인 13,000원/소인 6,000원

(48개월~고교생)

* 단체할인는 단일이용권에만 적용

5,000원

환승권

24시간권

(순환형 운행시간 기준)

3,000원

20,000원 10,000원

야경코스

15,000원

8,000원

역사테마코스

20,000원

10,000원

단일권 환승이용 시 추가요금

(그린/레드/블루라인) 자유롭게 이용 가능

탑승시간으로부터 24시간 적용
순환형 전구간 (그린/레드/블루라인)
단, 야경·역사테마 제외

홈페이지 사전 예약제 운행
(역사테마는 최소 10일전 예약)

티켓구매
단일권 : 탑승시 운전기사로부터 선착순 현장 구매 (현금,카드 결제가능)
시티투어 순환형코스는 예약을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권 :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 [당일구매불가]

대상

· 홈페이지예약 : www.citytourbusan.com
· 전화예약 : 051-464-9898
* 역사테마코스는 최소 10일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 기상 및 교통체증 등 불가피한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휴무일
·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행)
<유의사항>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

www.citytourbusan.com

051-464-9898

비고

10,000원

5,000원

주중 해당
(주말 이용 시
일반요금 적용)

노선도

자갈치 BIFF광장

부산시민
: 신분증 제시
부산시 다자녀 가정
: 부산시 다자녀카드 제시

한국어
7,500원

4,000원

주중·주말
할인 적용

· 모든 할인은 탑승권 구매 전 미리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할인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할인을 위한 교환 및 환불 불가
* 야경·역사테마코스는 별도의 할인적용 없음

남항·부산항대교

부산시티투어 제휴혜택 (제휴사 입장 시, BUTI 영수증 제시★)
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
티파니21
유람선

더베이101
요트클럽

혜택 : 입장료 30% 할인 동반 3인까지
위치 : 레드라인 ‘9번 해운대해수욕장’ 정류장 하차

☎ 051-740-1700

혜택 : 유랍선 탑승료 10% 할인(사전예약필수), 동반 3인까지
위치 : 레드라인 ‘8번 동백섬’ 정류장 하차

☎ 051-743-2500

혜택 : 요트투어, 수상스키 등 전상품 10% 할인, 동반 3인까지
위치 : 레드라인 ‘8번 동백섬’ 정류장 하차

☎ 051-726-8855

호텔농심

혜택 : 디럭스룸 363,000원→145,200원, 허심청 온천 무료
(영수증 7일이내, 봉사료, 세금포함 2인1실 1박기준)

삼진어묵

혜택 : 당일 1만원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
위치 : 시티투어 '부산역' 정류장 하차

환공어묵

혜택 : 당일 1만원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
위치 : 시티투어 '부산역' 정류장 하차

· 쾌적한 차내 환경을 위하여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 정체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불요청 시 영수증 지참 필수이며,
영수증 분실 시 환불 일절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소인

(48개월~고교생)

국가 유공자
: 국가 유공자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

▶ 구매 후 탑승권 교환처 (시티투어 안내센터)

야경투어역사테마코스 ★사전예약 필수★

성인

☎ 051-550-2100

☎ 051-441-9269

☎ 051-441-5765

흰여울
문화마을

오륙도
스카이워크

문텐로드

그린라인 [부산역↔태종대↔자갈치]

레드라인 [부산역↔광안리↔해운대]

블루라인 [해운대↔용궁사↔기장시장]

30분 간격 15회 출발

30분 간격 15회 출발

30분 간격 12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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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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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투어(나이트브릿지투어)
3

4

5
부산역 19:00 동절기(11월~3월) > 1층버스
출발 19:30 하절기(4월~10월) > 2층버스

부산역
탑승장소 : 부산역 6번, 8번출구
라마다 앙코르 호텔 앞
첫차 9:15 / 막차 16:15

용두산공원 · 부산타워
탑승장소 : 광복지하쇼핑센터
9번출구 위(해인당 앞)
첫차 9:21 / 막차 16:21

영도대교
탑승장소 : 남포역 6번출구에서
영도방면, 100미터
첫차 9:23 / 막차 16:23

흰여울문화마을
탑승장소 : 흰여울문화마을 입구
아름할인마트 앞
첫차 9:33 / 막차 16:33

하늘전망대
탑승장소 : 영도 하늘전망대
공영주차장
첫차 9:34 / 막차 16:34

6

7

8

★

9

부산역
탑승장소 : 부산역 6번, 8번출구
라마다 앙코르 호텔 앞
첫차 9:30 / 막차 16:30

부산항대교(경유)

5

UN기념공원
탑승장소 : UN기념공원 입구
첫차 9:55 / 막차 16:55

6

부산박물관
탑승장소 : 부산박물관 앞
대연4치안센터 옆
(인근지하철-2호선 대연역)
첫차 9:57 / 막차 16:57

용호만유람선터미널
탑승장소 : W스퀘어 주차장 입구
첫차 10:05 / 막차 17:05

8

9

7

그린라인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역사테마

야경코스
약 2시간10분 소요

예약제
운행

> 운행코스
해운대해수욕장
탑승장소 : SEALIFE 부산아쿠아리움 앞
첫차 10:20 / 막차 16:35
레드라인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문텐로드
탑승장소 : 달맞이길 입구
미포오거리 일반시내버스정류장
첫차 10:25 / 막차 16:40

6

청사포
탑승장소 : 청사포 입구
마을버스 승강장 앞
첫차 10:32 / 막차 16:47

7

아세안문화원
탑승장소 : 아세안문화원 정문 앞
첫차 10:37 / 막차 16:52

8

송정해수욕장
탑승장소 : 송정해수욕장
입구 도로변
첫차 10:41 / 막차 16:56

9

10

국립해양박물관
탑승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시내버스 정류소
첫차 10:00 / 막차 17:00

11

부산항대교(경유)

★

오륙도스카이워크
탑승장소 : 오륙도 회전 교차로
첫차 10:23 / 막차 17:23

★

광안리해수욕장
탑승장소 : 호메르스 호텔 건너편
첫차 10:15 / 막차 17:15

아르피나
탑승장소 : 해운대해변로
해강고등학교 맞은편 엑소디움 앞
첫차 10:20 / 막차 17:20

수영만요트경기장
탑승장소 :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앞
첫차 10:22 / 막차 17:22

11

12

10

마린시티
탑승장소 : 파크하얏트 호텔 맞은 편
영화의거리 입구
첫차 10:24 / 막차 17:24

동백섬
탑승장소 : 동백사거리와 카멜리아
아파트 사이 공영주차장 앞
첫차 10:28 / 막차 17:28

13

★

오시리아역
탑승장소 : 롯데몰 시내버스정류장
첫차 10:47 / 막차 17:02

10

해동용궁사 · 수산과학관
탑승장소 : 수산과학관 관람객
주차장 도로변
첫차 10:53 / 막차 17:08

11

아난티 코브(힐튼 부산)
탑승장소 : 아난티 코브 정문 안 주차장 앞
첫차 10:57 / 막차 17:12

12

죽도(연화리)
탑승장소 : 대변 알뜰주유소 옆
첫차 11:00 / 막차 17:15

13

역사테마
1일 1회/ 약 7시간 소요

최소 10일전까지 예약
8명이상 모객시 운행

> 운행코스

①부산역 출발

부산대교
★포토타임 10분

광안리해수욕장
태종대
탑승장소 : 태종대 입구,
회전교차로
첫차 9:53 / 막차 16:53

1층버스

①부산역 출발

부산항대교

75광장
탑승장소 : 75광장,
시내버스 정류소
첫차 9:35 / 막차 16:35

부산역
10:00 출발

동래읍성
(복천박물관)

수영2호교
마린시티

회동수원지

해운대해수욕장
시립미술관/벡스코

범어사

광안대교
용호만유람선터미널
탑승장소 : W스퀘어 주차장 입구쪽
첫차 10:34 / 막차 17:34
레드라인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12

평화공원
탑승장소 : 평화공원 입구
첫차 10:41 / 막차 17:41

부산항대교(경유)

남항대교(경유)

레드라인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13

해운대해수욕장
탑승장소 : SEALIFE
부산아쿠아리움 앞
첫차 10:35 / 막차 17:35

센텀시티
탑승장소 : 신세계백화점 3번 게이트 앞
(인근지하철-센텀시티12번출구)
첫차 10:48 / 막차 17:48

영화의 전당
탑승장소 : 영화의 전당 후문 앞
첫차 10:51 / 막차 17:51

시립미술관 · 백스코
탑승장소 : 시립미술관 입구와
벡스코 제2전시장 사이
첫차 10:58 / 막차 17:58

블루라인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14

1

14

광안대교(경유)

블루라인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

15

1

대변항(멸치테마광장)
탑승장소 : 대변항 시내버스
(139, 181번버스)정류장 앞
첫차 11:03 / 막차 17:18

기장시장
탑승장소 : 시내버스승강장(16-536)옆
경화약국 앞
첫차 11:15 / 막차 17:30

해동용궁사 · 수산과학관
탑승장소 : 수산과학관 관람객
주차장 도로변
첫차 12:10 / 막차 18:10

동부산 아울렛
탑승장소 : 동부산관광단지
시내버스 정류소
첫차 12:13 / 막차 18:13

14

15

16

1

부산항대교
온천장

남항대교
송도구름산책로
BIFF/자갈치

★포토타임 10분

①부산역 도착

①부산역 도착
송도해수욕장
탑승장소 : 송도해수욕장 입구
첫차 10:57 / 막차 17:57

송도구름산책로
탑승장소 : 송도구름산책로 입구
첫차 10:58 / 막차 17:58

자갈치 · BIFF
탑승장소 : 남포지하쇼핑센터 8번 출구 쪽
첫차 11:08 / 막차 18:08

부산역
탑승장소 : 부산역 6번, 8번출구
라마다 앙코르 호텔 앞
첫차 9:15 / 막차 16:15

평화공원
탑승장소 : 평화공원 입구
첫차 11:05 / 막차 18:05
그린라인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부산항대교(경유)

광복로
탑승장소 : 부산데파트 건너편
광복지하상가 6번출구 앞
첫차 11:25 / 막차 18:25

부산역
탑승장소 : 부산역 6번, 8번출구
라마다 앙코르 호텔 앞
첫차 9:30 / 막차 16:30

국립부산과학관
탑승장소 : 국립부산과학관 입구
첫차 12:17 / 막차 18:17

송정역
탑승장소 : 동해선 송정역 입구
첫차 12:20 / 막차 18:20

시립미술관 · 벡스코
탑승장소 : 시립미술관 입구와
벡스코 제2전시장 사이
첫차 12:37 / 막차 18:37
레드라인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탑승장소 : SEALIFE 부산아쿠아리움 앞
첫차 10:20 / 막차 16:35

※ 예약자 탑승 후, 잔여석 있을 시 운전기사로부터 선착순 구매 탑승 가능

※ 사전 예약제로 진행
운행일 기준 10일전까지 8명 이상 예약시 운행하며,
모객 미달시 운행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