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건강식

본 지도 사용법 How to use this map

Sports and Healthy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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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리 해변과 수영강변을 잇는 갈맷길과 함께하는 수영구는 요즘
가장 뜨는 패들보드(SUP)를 비롯, 자전거, 달리기, 그리고 해수욕장 위

전하는 바이브에 몸과 마음을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정과정유적지

Historic Site of
Jeonggwajeong Pavilion

에서 원반 던지기, 비치 발리볼 등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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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니다. 운동 후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강한 한끼를 만날

Enjoy all the many different sights and

수 있는 채식전문/지원 식당들도 많고요. 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지
수를 낮춰주는 디톡스의 수영구에,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
만큼 소중한 우리의 바다환경도 함께 보호해주시는 것은 기본! 플라스
틱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것으로 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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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도수영구 #골목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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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락생활문화센터

Gurak Community
Cultural Center

Suyeong-gu is located along the Gwangalli Beach
and the Suyeong riverside. The most popular sport
activities there are paddle-boarding(SUP), biking,
running, playing frisbee, and beach volleyball.
After you’ve had your fill of exercising, there are

망미단길

many restaurants where you can go to find hearty

Mangmidan-gil

망미역

but healthy meals. When you’ve finished eating and

수영사적공원

Suyeong Historical Park

Mangmi Station

are strolling about again, please remember to help

수영성마을박물관

15

민족과여성 역사관

수영팔도시장

Suyoeng Paldo
Traditional Market

수영강

Suyeong River

12

National Women’s
Historical Hall

protect the environment by reducing your use of

Suyeongseong
Villag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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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stic and not strewing garbage all over the place.

역

영

#Suyeong_Mykindoftaste #TravelAlley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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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의 디톡스를 위한
3가지 사려깊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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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SIDERATE ways to detox your body and soul in Suyeong
1. 책/맥주, 공연/음악/와인 지도 중 맥주와 와인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2. 가능하다면, 가진만큼만, 욕심내지말고 순간들을 보내보아요.

09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3. 바다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감사하며, 액티비티 후

수영구생활문화센터
/광안리관광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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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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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eong-gu Community
Cultural Center
/Gwangalli Tourist
Information Center

Ge

금

쓰레기는 되가져갑시다.
1. Don’t consume alcohol in excess.
2. Be polite and considerate to other people.

민락회타운
민락해변공원

Millak Seaside Park

Millak Raw
Fish Town

07
수영구어린이워터파크

민락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Millak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Suyeong-gu
Children’s WaterPark

06

3. Be considerate of the sea. Don’t dump garbage into it.
민락수변공원
수영구청

Suyeong-gu
Ofﬁce

10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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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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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cheon-dong
Cherry Blossom Walk

남

Namcheon-dong
Bakery Area

(Ppangcheondong)

Gwangalli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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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Gwangalli Ocean Leports Center

06

남천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11

빵천동 골목

광안리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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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동 벚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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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cheon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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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맷길

it could be changed. It is prohibited to copy arbitrarily.

Galmaetgil

04

광안대교
Gwangan Bridge
(Diamond Bridge)

ge

Brid

Sports and Healthy Foods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Gwangalli Ocean Leports Center

SUP : Stand Up Paddle Board

01

SUP

반려동물 동반 가능 Pet friendly

크레이지서퍼스
Crazy Surfers

어린이 동반 환영 Kids friendly

SUP

05

Sports and Healthy Foods

SUP : Stand Up Paddle Board

에코토피아

08

ECOTOPIA

반려동물 동반 가능 Pet friendly

어린이 동반 환영 Kids friendly

둔내막국수
Dunnae Makguksu

12

레포츠를 즐기며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바다 놀이공간

낭만을 실현시켜 주는 곳. 광안리의 전통 로컬 서핑샵

생태적 이상향을 꿈꾸는 채식 식당

막국수 전문점. 메밀전을 채식메뉴로 제공 가능

The largest leports area in South Korea with best photo

Gwangalli's local surf shop where can make your

Vegetarian restaurant with an ecological ideal

Makguksu specialty shop. Buckwheat pancake can

shots

dream come true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54번길 222

부산 수영구 광남로 48번길 29, 1층

T. 051.622.0027 H. gwanganli.co.kr IG. @gwanganlicenter

T. 051.628.9804/010.7708.9804 H. crazysurfers.co.kr

222, Gwanganhaebyeon-ro 54beon-gil, Suyeong-gu, Busan
매일 Everyday 09:30-22:00

be served as a vegetarian menu.

부산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28

1F, 29, Gwangnam-ro 48beon-gil, Suyeong-gu, Busan

28, Suyeong-ro 408beon-gil, Suyeong-gu, Busan

부산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62-3

IG. @ecotopia_

T. 051.751.0097

T. 051.628.2802 H. blog.naver.com/eco_topia28

62-3, Suyeong-ro 725beon-gil, Suyeong-gu, Busan

화-일 Tue-Sun 10:00-20:00 월 휴무 Closed on Mon

IG. @crazy_surfers

Summer Season (4월-10월 Apr-Oct) 09:00-19:00

월-토 Mon-Sat 11:30-19:00 일 휴무 Closed on Sun

일출/일몰 시간에 따라 변경 가능

카이서프스쿨
Kai Surf School

changeable according to sunrise/sunset
SUP

한민이의 마크로비오틱

02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 속 광안리에서 국제 서핑 강사 자격을
취득한 강사진들이 SUP를 직접 교육하는 서핑샵
Surf shop in Gwanggalli staffed by instructors who are
certiﬁed in international surﬁng

자전거
Bicycle

06

133,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148-6, Namcheon-dong, Suyeong-gu, Busan

T. 010.4515.1160 H. kaisurfschool.modoo.at
IG. @kai.surfschool

Surf Marine

03

패들보드(SUP) 프로선수와 함께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A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headed by a team of
paddleboard(SUP) professionals

09:00-일몰 Sunset (4월1일-11월 중순 Apr. 1-Mid Nov.)

11월-2월 Nov-Feb 10:00-17:00

갈맷길2-2코스 수영구 구간 (민락교 - 49호 광장, 5.3km)
Galmaetgil 2-2 Course
(Millak Bridge - 49th Sqaure of Gwangan Bridge, 5.3 km)

Vegenarang

04

전국 최대 규모의 PADI 5 STAR IDC 스쿠버센터
South Korea's largest PADI 5 STAR IDC Scuba Center

IG. @scubacollege

매일 Everyday 10:00-21:00

T. 051.627.7666

52, Hwangnyeongsan-ro 8beon-gil, Suyeong- gu, Busan
매일 Everyday 10:30-21:00

매월 첫째, 셋째 화 휴무 Closed on 1st, 3rd Tue

10

음식을 만드는 부엌
A kitchen that makes pure vegetable healthy breads

19, Gwangnam-ro 48beon-gil, Suyeong-gu, Busan

and seasonal foods from Okto Farm's pesticide-free

T. 051.625.1125 IG. @boulangerie_monsieur_vincent

화-일 Tue-Sun 11:00-21:00(소진 시 마감 Closed when soldout)

화-토 Tue-Sat 10:00-19:00 일-월 휴무 Closed on Sun-Mon

오노마토피

11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제철식사를 지향하는 식당
A restaurant serving seasonal meals that naturally
soak in

Suyeong-gu, Busan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6번길 13

H. blog.naver.com/vege_narang

T. 010.9513.6247 IG. onomatopee__

IG. @vegenarang2

매일 Everyday 11:30-21:00 Break time 15:00-17:00

부산 수영구 수영로611번길 39-4

T. 010.4443.2503 H. blog.naver.com/oktoga IG. @oktoga

07

Vegetarian restaurant with a warm heart

T. 070.4177.5555 H. Break time 15:00~17:00

ingredients

39-4, Suyeong-ro 611beon-gil, Suyeong-gu, Busan

Onomatopee

9F, 9-32, Gwanganhaebyeon-ro 370beon-gil,

14

옥토농원 무농약 식재료로 순식물성 건강한 빵과 음료 등 계절

부산 수영구 광남로48번길 19

함께 일과를 시작하는 채식 전문 식당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370번길 9-32, 9층

옥토가
Oktoga

French Fermented bread specialty boulangerie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전인류를 위한 자비영상과

T. 051.625.0080 H. scubacollege.co.kr

IG. @macrobiotic83

프랑스식 발효빵 전문 블랑제리

3월-10월 Mar-Oct 10:00-19:00

베지나랑

IG. @surf__marine

2F, 44,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부산 수영구 황령산로8번길 52

월 휴무 Closed on Mon

T. 010.3126.6441 H. surfmarine.modoo.at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남천마리나2층

41, Suyeong-ro 522beon-gil, Suyeong-gu, Busan

Monsieur Vincent

B1, 125,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Scuba College

vegetable in Hot Pepper Sauce

무슈뱅상

부산 수영구 광안 해변로125, 지하1층

스쿠버칼리지

champon, sweet&sour vegetable and Deep-fried

Millak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110-23, Millak-dong, Suyeong-gu, Busan

SUP

Chinese restaurant with vegetarian jjajangmyeon/

Yin Yang Five Elements

매일 Everyday 11:00-19:00 공휴일 Holidays 11:00-20:00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0-23

서프마린

채식 짜장면/짬뽕, 탕수채, 깐풍채가 가능한 맛있는 중국집

민락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월-금 Mon-Fri 08:00-19:00 토-일 Sat-Sun 08:00-20:00

13

Vegan dessert café using native wheat ﬂour based on

T. 010.2787.7868 H. blog.naver.com/macro8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6

백향만두
Baekyang Mandu

토종 앉은뱅이 밀을 사용하는 음양오행 바탕의 비건디저트 카페

부산 수영구 수영로522번길 41

남천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Namcheon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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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in's Macrobiotic

꽃피는 4월 밀익는 5월

Blooming April, Wheat-ripening May

15

농부의 얼굴, 쉐프의 마음을 담은 비건빵집
Vegan bakery with farmer's face and chef's heart

13, Namcheondong-ro 16beon-gil, Suyeong- gu, Busan

부산 수영구 연수로357번길 17-10

평일 Weekdays 11:30-19:30 토-일 Sat-Sun 11:30-20:00

T. 010.2355.2772 H. blog.naver.com/seouljoy45

목 휴무, 매월 마지막 수, 목 휴무

17-10, Yeonsu-ro 357beon-gil, Suyeong-gu, Busan
IG. @april_and_may45

화-일 Tue-Sun 11:00-21:00 월 휴무 Closed on Mon

Closed on Thu, Closed on Last Wed, Thu

휴무 변동사항 인스타그램 참고
Check IG for further day-off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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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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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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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Namcheondong-ro, Suyeong-gu, Busan
T. +82-(0)51-610-4372
http://www.su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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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