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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서면&전포카페거리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달맞이길 해운대구 중2동
•부산엑스더스카이 해운대구 달맞이길 30(중동)

1

•서면지하도상가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717
•전포 카페거리 전포동 전포대로, 서전로 일대

1

해운대해수욕장

2

서면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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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곧바로 시작되는 지하쇼핑거리. 부산점에는 약 330여 개의 매장이 들어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풍성하다. 특히 피서철 해운대를 찾는 인파는 100만 명이 넘을 만큼

서 있으며, 평일 2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이곳을 왕래한다. 도시철도 환승역이자 백화점과 메디

그 인기가 대단하다.

컬 스트리트와 이어지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서면 지하도상가는 365일 북적인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옷, 액세서리, 화장품 매장 등이 지하상가 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이의

Information

방문이 높은 편.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3, 5번 출구)
▶ 해운대해변로 방면 600m

Information

해운대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지하도상가 운영시간

051) 749-7611~7

매월 첫 주 화요일은 정기휴무일이니 참고하자.

haeundae.go.kr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시철도 1, 2호선 서면역 지하도상가
www.busanjin.go.kr

2

달맞이길
달빛의 은은함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의 자랑, 문탠로드로
떠나보자. 흔히들 말하는 ‘달맞이길’이다. 해운대해수욕장부터
송정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산 중턱을 잇는 이 고갯길을 따라

3

2

전포 카페거리

벚나무와 소나무가 늘어서 있는 모습은 장관. 드라이브 코스도

번화가인 서면 1번가 맞은편 쪽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개성 있는 카페들이 들어서 있는 조용한

유명해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 미술 갤러리와 카페 등

분위기의 카페거리가 있다. 원래 부전동과 전포동은 공구, 철물 등 산업용품 및 자재를 파는 가게들이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많던 공구 상가거리였다.

Information
부산엑스더스카이

카페거리로 유명한 이 거리에 최근 이색 맛집

‘BUSAN X the SKY’는 국내 두 번째 높이(411.6m)인 ‘해운대 엘시티 랜드마크타워’에 위치하고

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다. 또한 바로

있다. 드넓은 해운대의 오션뷰와 부산의 화려한 시티뷰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

옆에는 백화점이 있어 식사와 디저트, 쇼핑과

의 전망대이다.

문화생활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는다.

Information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6번 출구)
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7번 출구)

▶ NC백화점 방향으로 약 230m 이동

▶ LCT 방면 약 841m

▶ 궁리마루(수학과학창의체험관)까지

051) 051-731-0098, 0099

도보 5분

www.busanxthesk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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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광장 &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 자갈치시장

•BIFF광장 중구 비프광장로 일원
•용두산공원 중구 용두산길 37-55

1

•국제시장 부산 중구 신창동4가
•자갈치시장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1

BIFF광장

국제시장

영화의 도시 부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유명 영화인들의

먹자골목, 젊음의 거리, 만물의 거리, 깡통시장, 아리랑 거리, 구제 골목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핸드프린팅도 구경하는 쏠쏠한 재미를 느껴보자.

남포동에 위치한 대규모 시장이다. 일명 '도떼기시장'으로 불린다. '도떼기시장'은 중고품,

Information

고물 따위 여러 종류의 물건을 도산매·방매·비밀 거래하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비정상적

씨앗호떡

팔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에도 운이 좋으면 로또에 버금가는 횡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

시장을 일 컫는 말이다. 해방 이후 일본으로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보따리를 경매에 부쳐 도급으로
다고 한다. 비빔당면과 단팥죽, 떡볶이 등 길거리 음식들이 넘쳐나는 주전부리의 천국이다.

비프광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바로
‘씨앗호떡’이다. 비프광장 일대를 가득 메운 씨

Information

앗호떡 파라솔은 이미 남포동의 명물. 우리도
씨앗호떡의 달달한 맛에 빠져보자.

2

4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7번 출구)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7번 출구)

▶국제시장 방면 도보 400m

▶롯데시네마 대영 방면 300m

국제시장번영회 : 051) 245-7389

www.bsjunggu.go.kr

gukjemarket.co.kr

용두산공원
120m 높이에 달하는 부산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부산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다.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는 이곳에서는 각 시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된다. 광복로
거리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쉽게 오를 수 있다.

Information

2

자갈치시장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로 유명한 자갈치시장. 부산 특유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살아 있는 횟감을 그 자리에서 고르면 즉석에서 회를 떠 준다.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반드시 들르는
대한민국 최대 수산물 시장이다.

용두산공원 한복체험관 ‘아담’

Information

친구, 연인, 동료들과 한복을 입고 용두산공원
곳곳에서 인생 샷을 남겨보자. 특히 한복을

SBS 생활의 달인, KBS 6시 내고향, 무한지대 등

입고 주변 관광 콘텐츠를 이용하면 부산 타워·

TV를 통해 입소문이 난 유명 횟집이 있다.

영화 체험 박물관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도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인기가

있으니 참고.

심상치 않으니, 그 소문의 맛을 확인해보길.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1번 출구)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10번 출구)

▶광복동 패션거리 방면 200m

▶자갈치1길 방면 도보 300m

▶용두산공원행 에스컬레이터 이용

자갈치시장 : 051) 713-8000

용두산공원관리사무소

jagalchimarket.bisco.or.kr

051) 860-7820
yongdusanpark.bi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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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 & 마린시티

센텀시티 & 영화의 전당

•동백섬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일대
•마린시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1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59
•영화의전당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1

동백섬

6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해운대해수욕장 남쪽 끝에 있는 동백섬은 울창한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절경을 이룬다. 관광객

도시철도 센텀시티역 지하대로와 연결되어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에게 인기가 높은 동백섬의 누리마루APEC 하우스를 둘러볼 수 있는 오솔길은 산책로로도 제격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으로 기네스북 에 등재된 이색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두 백화점이

이다.

만든 거대한 복합 쇼핑 문화상권은 센텀시티를 찾는 쇼핑객들을 하루 종일 머무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Information

Information

더베이101
최근 동백섬 일대의 신흥 핫플레이스로 자리

도시철도 2호선

잡은 더베이101을 방문해보자. 요트 체험을

센텀시티역(6, 8, 10, 12번 출구)

비롯한 해양 레저와 외식 공간이 결합되어

▶ 약 100m

있으며 야경 찍기 좋은 장소로 소문나 있다.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대표전화 : 1588-1234

낮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센텀시티 롯데백화점 대표전화 : 051) 730-2500

있으니 꼭 들러보길 바란다.

www.shinsegae.com
store.lotteshopping.com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1번 출구)
▶ 웨스틴조선호텔부산 방면 약 800m
▶ 동백섬 입구
haeundae.go.kr

2

2

영화의전당
센텀시티 내에 위치한 영화의전당은 3개의 전용 상영관과 시네마운틴, 야외공연장비프힐 등의 다

마린시티

목적홀을 갖추고 있다.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개·폐막식과 레드 카펫 행사가

한국 최고의 마천루 뷰를 자랑하는 마린시티는 해운대 야경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열리는 곳도 바로 여기.

Information

마린시티 일대에는 카페, 식당들이 즐비하고 있어 식사와 디저트를 두루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사랑받는다.

이곳에서는 영화와 관련된 2만 2천여 종의 다

Information

양한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국
제영화제 역대 출품작에 관련된 자료는 영화의

영화의 거리

전당 자료실에서만 구할 수 있다. 오전 9시 ~ 오

‘영화의 거리’는 요트경기장 끝 방파제 일대에

후 6시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 신분증이 필요하

조성되어 있으며 천만 관객 영화존, 애니메이션

니 꼭 챙겨가자.

존, 해운대 배경 영화존 등 각 구역에서 특색
있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뿐만

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12번 출구)

아니라 거리 바닥에 새겨진 트릭아트 공간에

▶ 수영강변대로 방면 600m

서는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다.

영화의전당 : 051) 780-6000
dureraum.org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1번 출구) ▶
한화리조트 해운대 방면 약 800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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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안리

부산시민공원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민락수변공원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

1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1

광안리해수욕장

부산시민공원

광안리해수욕장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한다. 광안리해수욕장

부산 최대의 도심공원으로 숲길, 산책길, 폭포와 미로정원, 공원 내 작은 백사장, 문화예술촌,

주변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테마거리를 조성해 공연을 열거나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숲속의 북카페, 어린이놀이시설, 대형 잔디광장 등이 조성 되어 있다. 특히 터널 분수와 음악 분수,

매년 부산불꽃축제 또한 이곳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하늘빛 분수는 오직 시민공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중 하나이다.

광안대교
세계 최대 규모의 교량 LED 조명등과 음향설비로 입체적인 경관조명
시스템을 갖춘 광안대교. 조명은 평일(일-목)의 경우 일몰부터 24시
까지, 주말(금-토)은 일몰부터 새벽 2시까지, 레이저 쇼는 매일 3회
(20:30, 21:30, 22:30) 약 10분간 연출 광안리 밤바다를 수놓는다.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3, 5번 출구) ▶ 광안리해수욕장 방면 700m
수영구청 대표전화 051) 610-4000

광안리 U-관광안내소 : 051) 610-4848

gwanganbridge.bi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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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

미가동), 공휴일 6회 운영되며, 월요일은 가동되지

민락수변공원
Information

않으니 참고하자.
도시철도 1, 2호선 서면역(7번 출구)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수변 공원으로

▶ 33번 버스 환승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부산시민공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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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관리사무소 : 051) 850-6000
citizenpark.or.kr

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1번 출구) ▶ 210번 환승
▶ 민락수변공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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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정해수욕장

해동용궁사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62

1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1

송정해수욕장

10

해동용궁사

해운대 미포를 지나 벚꽃나무들이 우거진 달맞이길을 걷다 보면 길 끝에서 넓게 펼쳐진 바다를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해동용궁사.

접하게 된다. 이곳이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송정해수욕장이다. 다달이 미역축제, 송정

득남불, 학업성취불 등 저마다의 소원을 간직한 불상 앞에서 잠잠히 마음속 소원을 빌어 보자. 동해

해변축제, 송정죽도문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끊이지 않아 남녀노소 관광객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최남단의 무한한 푸름이 당신의 소원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받고 있다. 도심의 복잡함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한 바다 풍경을 누리고 싶은 이에게 추천한다.

Information

Information

부산 서퍼들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서핑의 메카! 바로
송정해수욕장이다. 파도타기에 적절한 파도와 바람이 사시
사철 밀려오는 것은 물론, 물이 그다지 깊지 않고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많은 서퍼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인근에 서핑 클래스를 여는
서핑 숍이나 서핑 스쿨이 모여 있어 서핑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고 안전하게 서핑을 배울 수 있다.

해동용궁사 근처 소문난 메뉴 3가지. 바로 해물쟁반
짜장, 한정식, 그리고 커피다. 오랜 세월 맛집 자리를
고수해온 이 메뉴들은 용궁사 근처에서 꼭 먹어야
할 메뉴.
동해선 송정역(1번 출구)
▶ 139번 버스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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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궁사국립수산과학원 정류장 하차
종무소 : 051) 722-7744

송정관광안내소 : 051) 749-5800

yongkungsa.or.kr

haeunda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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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 대저생태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서구 송도해변로 100(암남동)
•송도구름산책로 서구 암남동 129-4
•송도용궁구름다리 서구 암남동 산193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강서구 가락대로 929
•대저생태공원 강서구 대저1동 2314-11

1

1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12

송도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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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해수욕장은 대한민국 제1호 해수욕장이자 최초의 해상케이블카가 있는곳이다. 2017년 6월

레저 공간, 특히 승마강습도 받을 수 있어 잊지 못할 체험을쌓기에도 좋은 장소이다.

21일, 29년 만에 운행을 재개하여 지금은 서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바다위에서 바라보는
도시와 자연의 풍경은 색다른 묘미다. 친구, 연인,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과 송도해상케이블카를

Information

타보자. 두근두근, 설레는 추억이 만들어질 것이다.

Information

3층 관람대의 골든플레이트. 금, 토, 일요일 9시~
1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곳에서 백반, 설렁탕,

송도해상케이블카

돈까스 등 한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송도해수욕장의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

파크 구경에 나서보자.

까지 총 1.62km를 투명한 크리스탈캐빈 13기를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포함 총 39기의 캐빈을 운행하고, 다양한 테마시설을

부산김해경전철로 환승

갖추고있다. 바다위를 날아가는 짜릿한 경험을

▶ 부산김해경전철괘법르네시떼역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곳.

▶ 1005번 급행 버스
▶ 렛츠런파크정문 정류장 하차
대표전화 : 156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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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kra.co.kr/busan

2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 051) 247-9900

2

대저생태공원

송도구름산책로
송도구름산책로는 거북섬 인근에 조성된 국내

축구장과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가벼운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대저생태공원만한 곳이 없다.

최장 길이 365m, 최초의 곡선형 스카이워크다.

특히 봄철 유채꽃밭은 제주도가 부럽지 않을 만큼의 규모로 이 일대를 노랗게 물들이는데 그 모습이

걸어서 전망대까지 가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장관이다.

있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Information
	부산김해국제공항

3

▶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방면 승차

송도용궁구름다리

▶ 대저역에서 도시 철도 3호선 환승
▶ 강서구청역에서 하차(5번 출구)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암남공원에서 바다건너

▶ 도보 13분

작은 무인도인 동섬 상부를 연결하는 길이

대저생태공원관리사무소 :

127m, 폭 2m의 다리는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

051) 971-6011

과기암절벽이 빚어내는 천혜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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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 흰여울문화마을

오륙도 &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태종대유원지 영도구 전망로24
•흰여울문화마을 영도구 영선동4가 1044-6

1

14

•오륙도 스카이워크 남구 오륙도로 137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남구 이기대공원로 68(용호동)

1

태종대유원지

오륙도 스카이워크

영도 해안을 따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태종대는 신라시대 태종무열왕이 이곳의 수려한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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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경에 반해 자주 찾았다고 하여 태종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많은 해수욕장을 만날 수

안겨준다. 동해와 남해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이곳은 새롭게 뜨는 관광지. 스카이워크에

있는 부산이지만 태종대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바다의 절경은 또 다른 느낌이다. 맑은 날 태종대

오르기 위해서는 덧신 필수. 덧신은 스카이워크 입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에서는 일본의 대마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

Information

Information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3, 5번 출구)

다누비 순환열차

▶ 24, 27, 131번 버스 환승

태종대가 간직한 천혜의 해안 절경을 충분히 누리고

▶ 오륙도스카이워크 정류장 하차

싶지만, 만만치 않은 경사의 오르막길을 도보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051) 607-6395

1시간 정도 걸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누비

남구시설관리사업소 051) 607-4937

순환열차를 이용해보자. 태종대 곳곳에 정류장이
마련되어 있어 열차를 타고 중간중간에 하차하여
명소를 관람할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6번 출구)
▶ 8, 30, 66, 88, 186번 버스 환승 ▶ 태종대 하차,

2

태종대유원지까지 도보 3분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태종대유원지 : 051) 405-8745

광안대교와 해운대를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은 뷰

taejongdae.bisco.or.kr

포인트다. 특히 저녁에는 광안대교와 함께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의 야경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해외 여느 야경 부럽지 않다.

2

Information

흰여울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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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이후 피난민이 모여 살면서 조성된 마을이다.
화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이곳에 오밀조밀 붙어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집들은 ‘바다’와 ‘경사지 마을’이라는 부산의 대표적인

(3, 5번 출구) ▶ 20, 22, 27, 39, 131번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충족시켜 준다.

버스 환승 ▶ 이기대입구 정류장 하차
▶ 이기대도시자연공원 방면 약 1.8km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6번 출구)

(도보 16분 소요)

▶영도대교 정류장 6, 508번(심야) 버스 환승

공원관리사무소 : 051) 607-6361

▶부산보건고등학교 하차
▶흰여울문화마을 방면 740m 이동

영도문화원 : 051) 419-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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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문화마을

다대포해수욕장 & 을숙도
•다대포
•을숙도

•사하구 감내2로 203

1

1

감천문화마을

기타

사하구 몰운대1길 14
사하구 하단동

다대포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린다. 계단식 주거형태에 미로미로 골목길. 그리고 스탬프

다대포해수욕장은 넓고 얕은 수심으로 여름철 가족 피서지로 좋다. 다대포의 하늘을 붉게 물들

투어는 감천문화마을을 또 오고 싶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는 노을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2015년 준공된 다대포해변공원은 고우니생태탐방로,
잔디광장 등을 갖추고 있어 산책과 나들이 등을 즐기기 좋다.

Information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낙조분수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보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곡, 꿈의 분수
메시지, 프러포즈, 축하 사연 등 각 코너 전용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시민들의 참여가 빚어내는 잊지 못할
이벤트는 낙조분수를 200%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역 4번 출구 ▶ 도보 3분
사하구 총무과 : 051) 220-5891~2
saha.go.kr

Information

2

을숙도철새도래지
교과서에서 배운 장소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다면?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삼각주를

기념품 가게와 카페

제대로 볼 수 있는 장소. 근처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커다란 통유리로 지어져 붉은 낙조와 함께

직접 작성한 문구로 만드는 수제 팔찌, 마을 꼭대기

철새들의 날갯짓을 감상하기에 딱이다. 넓은 주차장, 한적하고 여유 있게 둘러볼 수 있는 내부 시설

에 자리한 카페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과 여유로운

이 관광객의 호응을 사기에 충분하다. 월요일은 휴무, 참고하자.

풍경, 한지공예 손거울, 고등어 모양의 미니 쿠션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051) 209-2000

등 '부산'과 '감천'을 나타내는 다양한 기념품을 만
날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6번 출구)
▶ 사하구 1-1, 서구 2, 2-2 마을버스 환승
▶ 감정초등학교 하차
감천문화마을안내센터 : 051) 204-1444
gamche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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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쇼핑몰·야시장
여기서 Things to do!

롯데면세점 / 신세계면세점 / 김해공항면세점

부산 쇼핑플레이스

여행자를 위한 작은 쇼핑천국, 면세점, 롯데와 신세계에서 운영 중인 곳과 김해공항 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심사를 받은 이후 수령 가능
하다.
롯데면세점 위치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점 8층 문의 051) 810-3880

아울렛·백화점

신세계면세점 위치 해운대구 센텀4로 15 신세계 센텀시티몰 B1/1F 문의 1588-1234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아르마니, 마크 제이콥스 등 해외 브랜드를 비롯해
구호, 오브제 등 국내 대표 브랜드까지 약 180여 개의
엄선된 브랜드가 입점되었다. 이월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아울렛이지만 느낌만큼은 고품격 프리미엄 쇼핑몰.

김해공항면세점 위치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문의 051) 970-2701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문의 051) 979-1900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 김해국제공항청사점 문의 1899-3819
부산면세점 용두산점 문의 051) 460-1900
부산면세점 부산항점 문의 051) 460-0900

평일 20시, 주말과 공휴일은 21시까지 운영된다.
위치 기장군 장안읍 정관로 1133
문의 1644-4001

서면지하도상가(대현프리몰)
서면지하도상가는 약 570여 개의 점포 수를 보유한
부산의 대표적인 지하쇼핑몰이다. 여성복, 화장품, 액세
서리 등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시즌 아이템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만날 수 있으며,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지하상가 전체

아울렛을 비롯, 쇼핑과 문화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공간
이다. 2014년 겨울 문을 연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은
산토리니의 낭만을 담은 복합 쇼핑몰을 표방했다. 쇼핑몰

휴무니 참고하자.
위치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서면지하상가

외에도 분수광장, 등대전망대, 로즈가든 등 그리스
느낌을 전하는 인테리어로 색다른 낭만을 선사한다.

IKEA동부산점

위치 기장읍 기장해안로 147
문의 1577-0001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가구, 잡화,
생필품 판매 업체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일, 주말과 공휴일 10시~22시 까지 운영 된다.
바로 옆 롯데몰 동부산점과 함께 쇼핑계획을 세워보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 롯데백화점 / 현대백화점 부산점
신세계백화점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으로 2009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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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시네마 이용도
가능하다. 문의 1577-0001

위치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3로 17
문의 1670-4532

부평깡통야시장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의 문화 관광형 야시장이 형성된
부평깡통시장. 이곳은 18시부터 24시까지 연중무휴
불을 밝히며 야간 손님을 맞이한다. 국내 음식은 물론
터키, 필리핀 등 주변 국가의 전통음식도 맛볼 수 있는

현대백화점 부산 유일의 현대백화점 매장은 동구 범일로에 위치한다. 지상 9층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휴게실, 카페를 비롯해 고객들의 다양한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문의 051) 66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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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365일 군침 도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위치 중구 부평1길 48
문의 051) 24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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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안내

바다와 함께하는 부산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1박2일) 부산의 연안 및 야경 감상, 불꽃쇼 및 이벤트, 퍼포먼스

황홀한 크루즈 여행 200% 즐기기

주요 운항경로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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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면세쇼핑, 선내 이벤트,

※상기 운항 스케줄 및 요금은 2020년 8월 기준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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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베이101요트클럽
해운대구 동백로 52
더베이101요트클럽은 46피트 대형 카타마란 요트를 비롯해 초고속 제트보트, 스피드 보트, 제트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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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안내
•퍼블릭투어

(운항시간 약60분 기준)
주간) 12:00, 14:00, 16:00, 18:00 야간) 19:00, 20:00, 21:00, 22:00(주말)

•프라이빗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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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파니 21호
해운대구 우동 1439
부산의 바다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해상투어 유람선, 티파니 21호. 투어 목적 이외에도
선상 회의, 워크숍, 선상 결혼식, 회갑연 등 각종 파티와 기념식을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을 이용해
특별 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
H. haeundaecruise.com
T. 051) 743-2500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1번 출구) ▶ 400m 직진 ▶ 동백사거리에서 우회전 ▶200m 직진
주간운행(70분)

야간운행(60분)

•운항코스(13:30/15:30)

•운항코스(19:30/21:00)

티파니21선착장 > 동백섬 > 오륙도 > 이기대 >
광안대교 > 동백섬 > 선착장으로 회항

티파니21선착장 > 동백섬 > 해운대 > 광안대교 >
광안리 > 동백섬 > 선착장으로 회항

팬스타 크루즈

태종대관광유람선
동삼동 태종대유원지 내
선착장을 출발하여 태종대 일주,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는 조도(아치섬)를 왕복하는 코스로 약 40분
의 운항 시간이 소요된다. 계절마다 태종대를 찾는 철새와 탁 트인 망망대해를 유람선 위에서 만끽
할 수 있다.
T. 051) 405-3989 H. taejongdae.bisco.or.kr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6번 출구) ▶ 8, 30, 66, 88번 버스 환승 ▶ 태종대정류장 하차
▶ 태종대유원지 방면
코스안내
1. 감지해변 선착장 (Tel. 051)405-3989)

선착장 > 조도 > 태종대해상 > 선착장

2. 곤포의 집 선착장 (Tel. 051)405-2900)

선착장 > 조도 > 태종대해상 > 선착장

3. 태원 자갈마당 선착장 (Tel. 051)403-9098)

선착장 > 조도 > 태종대해상 > 선착장

4. 등대 자갈마당 선착장 (Tel. 051)405-3434)

선착장 > 조도 > 태종대해상 > 선착장

자갈치크루즈
중구 자갈치해안로 60
낭만과 추억이 있는 자갈치 크루즈! 낮에는 멋진 부산 바다의 전경을, 저녁에는 붉은빛 석양으로 물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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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생태탐방선

중구 중앙동 4가 15-3
부산의 연안과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밤하늘을 수놓는 수천 발의 선상 불꽃쇼와 다양
한 이벤트,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대한해협의 국경을 조망하면서 국제크루즈의 특권인 면
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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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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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선착장 :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을숙도생태공원 내 (4월~10월 운영)
화명선착장 :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화명생태공원 내 ( 11월~3월 운영 )
을숙도에서 출발해 화명을 거쳐 양산 물금으로 돌아가는 코스다. ‘낙동강 에코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 동화되어 보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
T. 051) 294-2135

H. bto.or.k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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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안내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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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구간 [을숙도-일웅도(30분) / 을숙도-대동(2시간) / 을숙도-물금(4시간)]
•[4월~10월] 일요일 출발시간 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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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튼부산
롯데 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509-1111
810-1000
742-2121

호텔농심
웨스틴 조선 부산
파크 하얏트 부산

550-2100
749-7000
990-1234

409-8888
466-9101

신라스테이 해운대

912-9000

808-5514
749-7777
606-0600
760-7000
808-2000
930-1100
790-2300

호텔포레 프리미어 해운대
호텔 파라곤
호메르스 호텔
스탠포드 인 부산
부산 관광호텔
호텔 일루아
타워힐 호텔

743-2853
328-2001
750-8000
795-7700
241-4301
744-1331
250-6100

760-0808
201-3994
727-9991
744-0303
816-4479
757-2500
761-3001
638-1045
759-1011
463-6171
464-8532
702-0090
704-0001
465-4011
867-1100
819-8231
901-1100
815-5252
742-0021
714-0003

에어스카이호텔
광장호텔
인더스트리 호텔
호텔런더너 광안점
토요코인 부산역 1호점
더킹호텔
라메르 호텔
베이하운드호텔
토요코인 부산역 2호점
더포인트호텔 광안리점
돈 비치 호텔
베스트 인 시티 호텔
노아 호텔
리베로호텔
JB 디자인 호텔
G&G 관광호텔
부산 비치 관광호텔
시애틀비 호텔
토요코인 부산해운대 2호점
H에비뉴호텔 광안리해변점

971-0093
464-3141
710-9309
755-0055
466-1045
752-1999
634-3001
413-1114
442-1045
929-8600
752-3210
464-8883
710-6777
740-2111
750-9000
626-7723
231-0750
852-7685
741-1045
751-2266

752-6564
757-7661
242-6635
254-2000
701-7601
757-2301
513-9123

H 에비뉴 광안리점
스타호텔
브라운도트 광안비치점
라이온호텔
라스베가스 관광호텔
브라운도트호텔 정관점
이데아관광호텔

753-1340
761-1800
753-3288
808-3593
206-0472
728-8100
611-6643

4성
아스티호텔 부산
코모도호텔 부산

※매주 월요일은 휴항입니다. ※사전 전화 문의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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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성

코스안내
•[ 퍼블릭 요트투어 ] 수영만요트경기장 ▶ 마린시티 ▶ 동백섬 ▶ 더베이 101 ▶
해운대해수욕장 ▶ 광안대교 ▶ 광안리해안선 ▶ 수영만요트경기장
[운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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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시간] 주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출발 / 야간 오후 5시 ~ 오후 9시 출발
※ 원하는 시간과 코스 선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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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호텔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
베니키아호텔마리안느
베니키아호텔해운대
부산 비즈니스 호텔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시티센터
호텔 아쿠아펠리스

※ 신분증 지참 필수

•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7번 출구) ▶ 600m 직진 ▶ 미포교차로에서 해운대유람선 방면우회전
▶ 200m 직진
코스안내
•오륙도 해상관광 주간코스(70분코스)
해운대 미포(선착장) ▶ 동백섬 ▶ 광안대교 ▶
이기대 ▶ 오륙도 ▶ 선착장 회항
[운항시간] 오전 10시~일몰시까지

베스트루이스해밀턴호텔 광안점
브라운도트 호텔 하단점
동부산 관광호텔
호텔 소사이어티 해운대
부산 신신호텔
캐슬 비치 호텔
오션 투헤븐 호텔
토요코인 서면
호텔1
호텔포레 부산역점
넘버25호텔 대청점
브라운도트호텔 송정점
올라 호텔
프라임 관광호텔
다이아몬드 호텔
트리니티 호텔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사우스반데코호텔
선트리 호텔
호텔 라온

1성
•광안대교 야경관광 야간코스(50분 코스)
해운대 미포(선착장) ▶ 동백섬(누리마루) ▶
광안대교 ▶ 광안리해수욕장 ▶ 선착장 회항
[운항시간] 일몰시 ~ 밤9시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 상기 운항 스케쥴 및 요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선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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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V
투헤븐 호텔
유엔 송도 호텔
송도 비치호텔
3·6·9 관광호텔
유토피아 호텔
호텔G&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