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음악 그리고 와인

본 지도 사용법 How to use this map

Theaters, Music and Wine

이 지도에 적힌 테마는 안내를 맡은 가이드와 같습니다.
이 지도와 함께 골목 속을 여행하다 보면, 나만의 새로운 취향
을 새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골목골목이

부산도시철도 2호선을 타고 남천역/금련산역/광안역에 내리면 일상
속에 잔잔한 여운을 전할 소극장들의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하는 바이브에 몸과 마음을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정과정유적지

Historic Site of
Jeonggwajeong Pavilion

더불어 실력있는 지역 뮤지션들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뮤직바들도

This map is meant to act as a friendly
tourist guide you can use on your own.

광안리 바닷가 곳곳에 위치해 관객들을 기다리고요. 공연의 흥에 취

Enjoy all the many different sights and

한 마음, 멋진 풍경과 함께 와인 한잔 어떤가요? 바다와 연극과 음악
그리고 와인...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모두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세요!
아, 바닷가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멋진 버스커들의 무대도 강추!

#취향도수영구 #골목여행

sounds the alleyways have to offer.

수영강 산책로

Promenade of
Suyeong River

no. 표시가 해당 장소의 위치입니다. 손그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no. mark is where the place is located. The illustrations are only for understanding.

Please don't get confused!

If you take Busan Metro Line No. 2 to Namcheon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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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ak Community
Cultural Center

tion, Geumnyeonsan Station, or Gwangan Station,
you’ll find lots of small theaters just waiting for you
to discover them. There are also many music bars
near Gwangalli Beach, where you can listen to performances by talented local musicians. How about hav-

망미단길

ing a soothing glass of wine while enjoying the stun-

Mangmidan-gil

망미역

ning scenery? The sea, the theaters, the music, the
are also amazing buskers on the seaside promenade!

Suyeongseong
Village Museum

수영사적공원

수영팔도시장

Suyeong
Historical Park

Mangmi Station

wine . . . everything is there, just waiting for you! There

수영성마을박물관

10

Suyoeng Paldo
Traditional Market

수영강

Suyeong River

민족과여성 역사관

National Women’s
Historical Hall

비콘 그라운드(2020년 오픈 예정)
B-Con Ground (open in 2020)

#Suyeong_Mykindoftaste #TravelAlley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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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MUSING ways to enjoy theaters, Music and Wine in Suyeong
1. 무대 위 배우 혹은 아티스트들에게 물개 박수와 ‘브라보’는 필수!

19

2. 음악이 흘러나오면 언제든 흔들거릴 수 있는 흥부자 모드 ON!
3. 와인 잘 모른다고 주눅 NO! ‘생산국 =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Suyeong-gu Community
Cultural Center
/Gwangalli Tourist
Information Center

Ge

an artist that they’ve done well.

16

2. The “Heungbuja Mode” means you can start dancing
any time the music plays!

12

3. Don’t worry if you don’t know much about wines.

수영구청

Suyeong-gu
Ofﬁce

01

남천해변공원

02

17

민락회타운
민락해변공원

Millak Seaside Park

Millak Raw
Fish Town

민락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Millak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수영구어린이워터파크
Suyeong-gu
Children’s WaterPark

13
민락수변공원

09

make things easier.

06

07

11

Order wines according to their country of origin to

14

수영구생활문화센터
/광안리관광안내소

금

1. Be sure to yell, “Bravo!” to signal an actor o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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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고 주문해보자.

Millak
Waterside
Park

08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Gwangalli Ocean Leports Center

광안리 해변

Gwangalli Beach

Namcheon Beach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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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도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2월 자료입니다. 그 후 변경된 영업 시간,
영업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이 책에
게재되어 있는 삽화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무단복사 및 복제를 금합니다.
The information in this map are effect until December 2019. Thus, please
check before visiting about business hour or etc after December because
it could be changed. It is prohibited to copy arbit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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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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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cheon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빵천동 골목

Namcheon-dong Bakery Area
(Ppangcheondong)

남천동 벚꽃길

Namcheon-dong
Cherry Blossom Walk

갈맷길

Galmaet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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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an Bridge
(Diamond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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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음악 그리고 와인을
즐기는 3가지 팁

Theaters, Music and Wine

레몬트리 소극장
Lemontree Theater

반려동물 동반 가능 Pet friendly

01

예술로 평등하고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소극장
Small theater promoting interest in the arts

어린이 동반 환영 Kids friendly

2F, 49, Namcheondong-ro 108beon-gil, Suyeong-gu, Busan

B1, 765-1, Suyeong-ro, Suyeong-gu, Busan

T. 010.4691.6414 IG. @shemightbe__

T. 051.623.6232 H. hyorotheater.modoo.at

매일 Everyday 10:00-22:00

IG. @hyoro_theater

T. 010.5721.0465 H. lemontreeTheater.modoo.at

HQ Bar

B-101, 421-1, Suyeong-ro, Suyeong-gu, Busan

Please check the schedule on the website before visit.

02

좋은 연극만 공연하는 아담하고 교감이 잘 되는 소극장
Small theater that presents high-class theatrical works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7

HQ 바

06

T. 051.611.6616

Please check the schedule on the website before visit.

03

Open art space devoted to growth in the performance
culture

American-style pub with a wonderful

부산 수영구 연수로357번길 29

ocean view and great music

19:00-03:00 일 13:00-23:00 화 휴무 Closed on Tue

카우 앤 비프

수영강의 멋진 뷰와 100여종의 와인과 식사 그리고 독일 생맥
A great place to enjoy a relaxing view of the river, more

머피스 앤 케네디 로즈

07

광안리 유일한 정통재즈클럽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와인과
칵테일,맥주를 먹으면서 부담없이 재즈를 즐길 수 있는 공간
Gwangalli's only authentic jazz club. Live jazz every

T. 051.757.7874 / 010.9316.1985(오픈 시간 전 Before opening)

Australian brunch café in the daytime and a jazz pub

in theater, dance, music, and exhibitions

by night

부산 수영구 수영로 657 (광안동)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08번길 54 2층

T. 010.5694.6566 IG. @gwangalli_namee

매일 Everyday 11:30-01:00 Break Time 15:00-17:00

16

유니크한 음식과 함께하는 광안리 와인바

바딜란

12

The Gwangalli Wine Bar, with one hundred kinds of
wine and a unique Japanese-Italian menu
부산 수영구 광남로 77

77, Gwangnam-ro, Suyeong-gu, Busan
T. 051.755.8008 IG. @laura.natural

New York-style wine bar in Gwangalli

매일 Everyday 18:00-01:00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 31-1

31-1, Namcheonbada-ro, Suyeong-gu, Busan

남해주가

T. 070.7778.8520 IG. @bar_di.lan

17

Namhaejooga

월-목 Mon-Thu 17:30-01:00 금-토 Fri-Sat 17:30-02:00
일 휴무 Closed on Sun

전통주, 와인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편안한 가게

에이치에비뉴 버블바

12

H Avenue Hotel Bubble Bar

매일 Everyday 10:00-24:00

쉬 마잇 비

Rooftop wine bar near the Gwangan Bridge boasting

와인 전문 루프탑 바

09

한달에 한번, 멋진 재즈공연이 열리는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의
올데이 브런치카페
Once-a-month, all-day brunch café boasting beautiful
seaside scenery and great jazz performances

T. 051.756.3882 / 010.4697.1809 IG. @bridge_n_vino

100여종의 자연주의 와인과 재패니즈-이탈리안 스타일의

광안대교가 제일 가까운, 100여종 이상의 와인리스트를 보유한

Please check the schedule on the website before visit.

A place of communication where indie arts breathe,

4F, 111, Jwasuyeong-ro, Suyeong-gu, Busan

Comfortable and homey shop with traditional liquors,

2F, 54, Namcheondong-ro 108beon-gil, Suyeong-gu, Busan

She might be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11 센텀마루 4층

로우라

속 뉴욕 감성 와인바

08

than a hundred kinds of wine, and German draft beer

Laura

아름다운 조명과 분위기가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는 광안리

Cheerful art space that is open to a variety of genres

인디 예술이 숨쉬고, 자각과 희노애락을 나누는 소통의 광장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 38-1 2층

Bar Di Lan

연주하는 재즈펍

05

with jazz performances

매일 Everyday 09:00-24:00

낮에는 호주식 브런치 카페, 밤에는 부산 최고의 뮤지션들이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All-day brunch cafe and a night-time and a wine bar

T. 051.611.1773 IG. @cow.and.beef

광안리 남매

T. 070.8241.2560 H. playnavi.com IG. @playnavi__theater

종종 재즈 공연이 열리는 올데이 브런치 카페(낮) 및 와인바(밤)

2F, 38-1, Namcheonbada-ro, Suyeong-gu, Busan

Friday and Saturday

Nameé

11

Cow and Beef

청춘나비 아트홀

657, Suyeong-ro, Suyeong-gu, Busan

15

주까지, 편안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Every Fri, Sat Jazz live performonce

sharing awareness and joy

브릿지 앤 비노

월-목 Mon-Thu 18:00-01:00 금-토 Fri-Sat 12:00-02:00

Please check the schedule on the website before visit.

효로민락 소극장

화-일 Tue-Sun 18:00-01:00 월 휴무 Closed on Mon

일 휴무 Closed on Sun

매일 Everyday 19:00-02:00 매주 금,토 재즈 라이브 공연

열려 있는, 발랄 경쾌한 예술공간

2, Millak-ro 13beon-gil, Suyeong-gu, Busan

H. facebook.com/hq.bar.5 IG. @hqbar_busan

4F, 237,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IG. @jazz_murphys

연극, 무용, 음악, 전시 등 다양한 장르, 신선한 시도에

부산 수영구 민락로13번길 2

Bridge N Vino

T. 051.625.2117 H. mac1986.com

04

soft candlelight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37 테마타워 4층

2F, 72, Namcheonbada-ro 33beon-gil, Suyeong-gu, Busan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Reasonably-priced wine and food establishment with

T. 010.8937.2358 IG. @mangmi_blues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33번길 72

Exit No.6 of Geumnyeonsan Station, Busan Metro Line No. 2

14

T. 010.3358.7068 IG. @vino_busan

29, Yeonsu-ro 357beon-gil, Suyeong-gu, Busan

부산도시철도 2호선 금련산역 6번 출구

Hyoro Theater

되는 공간
different eras

Murphy's & Kennedy Rose

젊은 감각과 다양한 공연문화를 만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

Arthall Young Butterﬂy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바이닐로 플레이

펼쳐지는 분위기 좋은 미국식 펍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Theater Exit No. 6

10

월, 수, 목 Mon, Wed, Thu 19:00-24:00 금-토 Fri-Sat

7, Namcheondong-ro, Suyeong-gu, Busan

소극장 6번출구

망미블루스

A place to enjoy various genres of music from

멋진 풍경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비노
Vino

와인과 음식 특별한 마리아주

Mangmi Blues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어린이 동반 환영 Kids friendly

은은한 촛불 조명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착한 가격의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Please check the schedule on the website before visit.

Actors Theater

반려동물 동반 가능 Pet friendly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08번길 49 2층

부산 수영구 수영로 765-1 지하1층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1-1 로얄오피스텔 B-101 (남천동)

액터스 소극장

Theaters, Music and Wine

wines, and delicious food

부산 수영구 광안로61번길 25

25, Gwangan-ro 61beon-gil, Suyeong-gu, Busan
T. 051.754.2312 IG. @jeon_bada

매일 Everyday 18:00-03:00 월 휴무 Closed on Mon

more than one hundred kinds of wine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29 12층

12F, 29, Millaksubyeon-ro, Suyeong-gu, Busan

T. 051.753.0216 IG. @champagnebar_bubble
매일 Everyday 18:00-01:30

맛있는 와인 이야기

18

Tasty Wine Story

비스트로 드레
Bistro Dre.

Terrace

19

광안리 골목길 속 소소하게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식사와 와인 그리고 맥주, 위스키까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A place where you can sit back and drink wine in the

분위기 좋은 비스트로

alleys of Gwangalli

Casual bistro where you can enjoy food, wine, beer,
and whiskey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21번길 55

55, Namcheonbada-ro 21beon-gil, Suyeong- gu, Busan

부산 수영구 민락로 30

매일 Everyday 19:00-23:00

T. 051.755.0609 IG. @bistro_dre

IG. @tasty_wine_story

30, Millak-ro, Suyeong-gu, Busan
화-일 Tue-Sun 19:00-02:00 월 휴무 Closed on Mon

수영구 추천 코스 Recommended courses
타박타박 산책 코스 1

Alleyways Walking Trip 1

부산도시철도 2호선의 금련산역과 광안역 사이 골목길
금련산역 3번 출구부터 광안역 5번 출구의 광안2동 골목길 일대엔 조
용히 골목길을 걷다보면 만나지는 조그만 카페, 브런치가게, 서점, 공
방, 소품샵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2시간 정도 산책 코스로 추천.

타박타박 산책 코스 2

Alleyways Walking Trip 2

The Alleyway between Geumnyeonsan Station and
Gwangan Station, on the Busan Metro Line No. 2
There are lots of small cafes, lunch shops, bookstores, art
studios, and other small shops located on the Gwangan
2-dong alleyways from Gumnyeonsan Station Exit 3 to
Gwangan Station Exit 5. About a two-hour walk.
The Alleyway between Suyeong Station and Mangmi Sta-

부산도시철도 3호선의 수영역과 망미역 사이 골목길

tion, on the Busan Metro Line No. 3

수영역 2번 출구와 망미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수영동에는 수영구 대표

Suyeong-dong, located at Exit 2 of Suyeong Station and Exit

전통시장인 수영팔도시장을 비롯, 수영사적공원 뿐 아니라 개성 있는

1 of Mangmi Station, includes the Suyeong Paldo Market, a

서점들, 카페, 베이커리, 오래된 맛집 등이 곳곳에 숨어있어, 수영의 과

traditional market of Suyeong-gu, as well as the Suyeong

거와 현재를 오밀조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보물같은 동네이다. 여력이

historical parks and a host of unique bookstores, cafes, bak-

된다면 F1963과 수영강 산책길까지도 도전해보자 4시간 정도의 반나

eries, and restaurants. You should also explore the F1963 and

절 도보 여행 코스로 제격.

the Promenade of Suyeong River. About a four-hour trip.

씽씽 자전거 일주 코스 Bike-Round Trip

Try biking along the ocean and the river
Hop on a free bike in front of the 301 Samik Beach Apartments

바다와 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즐기기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앞에서 무료 자전거 대여→광안리 해변
테마거리→민락해변공원→민락수변공원→수영강변 자전거 도로 왕복
일주 코스. 2시간을 꽉 채워 둘러볼 수 있다 모두 평지이니 걱정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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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o on the Namcheon-dong → Gwangalli Beach Theme
Street → Millak Beach Park → Millak Waterfront Park → Suyeong
River Bike Road circle trip. About two hours. It’s all ﬂat, so the
going is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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