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고객센터 : 1544-7788, 1588-7788 또는 www.letskorail.com 또는 www.rail-ro.com
제주 내일로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2-234-8861, 씨월드고속훼리 1577-3567
목포역 여행센터 : 061-242-7728

패스 하나로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철도 무제한
자유 이용 티켓

•이용대상 : 만25세 이하(외국인 포함)
•운영기간 : 하절기 6월~9월, 동절기 12월~2월

※자세한 사항은 내일로 홈페이지(www.rail-ro.com) 참조
•권종 및 가격 : 5일권(56,500원), 7일권(62,700원)

※내일로 패밀리 티켓 3일권(3인 12만원, 4인 16만원)
•티켓발매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전국역(일부 전철역 제외)
•대상열차 : 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 누리로, 무궁화,

통근열차 자유석 및 입석
•관광전용열차 및 일반열차 좌석 지정 시 50% 할인 (편도 2회 한정)  

- 일반열차 좌석지정 시 주중(월~금요일) 50%(운임) 할인
(KTX·ITX-청춘 제외)

- 관광전용열차(O·S·DMZ·A·G-train) 요일 구분 없이
매일 50%(운임+요금) 할인  

•제주 여행 시 내일로 이용기간 최장 3일 연장

•제주도내 여행경비(상품권) 지원 및
목포(해남 우수영) ↔ 제주 노선 승선료 50% 할인
※단 지원사업(1~2만원 상당/1인)은 예산 조기 소진 시 중지될 수 있으니,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는 삼한 시대에 거칠산국(居漆山國), 신라 때에는 동래군 동평현,

고려때는 양주 동평현, 조선시대에는 동래부의 동평면 일부와 서면일부

지역이다. 부산진구의 명칭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진성에서 유래되어 1936년 출장소가 설치될 때 부산진출장소라

하였고, 1957년 구제(區制) 실시때 부산진구로 되었다.

과거 부산포와 동래를 잇는 중간 지점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서면 로터리와 범천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방사상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다. 

공항과 부산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형백화점과

호텔, 병원, 외식업체 등이 밀집해 있어 부산 최대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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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화지공원 내에 있는 동래 정씨(東萊 鄭氏) 2세조인 안일호장 정문도(安

逸戶長 鄭文道) 공의 묘소 양쪽에 있는 노거수(老巨樹)로 사다리꼴 모양을 이

루고 있으며, 수령이 약 800년 정도로 추정된다. 배롱나무는 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초본류인 백일홍과 구분하여 ‘꽃이 100일 동안 피는 나무’라는

뜻으로 나무백일홍 또는 목백일홍(木百日紅) 이라고도 한다. 나무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잎이 움지럭거린다고 해서 간지럼나무라고도 한다.

부산진구 동평로 335(양정동) 화지공원 내

양정동 배롱나무    천연기념물 제168호 | map ❶

부산진구,

문
문
화
문

에 끌리다 문화유적·명소

시내버스: 33, 44, 63, 179번 (정묘사 하차) / 마을버스: 부산진구 13번 (정광세탁소, 105동 하차)

051)605-4065

황령산 기슭 동의과학대학 뒤편에 분

포되어 있는 구상반려암은 반려암 내에

백색 또는 무색 광물로 이루어진 구핵

(球核) 또는 암구(巖球)가 바위의 표면

에서 동심원 또는 꽃모양 무늬로 나타

난다.

이러한 암석은 지질학적으로 볼 때 세

계적으로도 드물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희귀암이다. 분포 면적은 약 0.14㎢에 달한다. 이것은 구

상반려암뿐 아니라 모든 구상암 중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한다.

부산진구 전포2동 산12-20번지 일원

전포동 구상반려암 천연기념물 제267호 | map ❷

마을버스: 부산진구 7, 11, 12번 (동의과학대, 감로사, 규경빌라, 대동아파트 하차)

051)605-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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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정상에는 1422년, 조선 세종 7년에

이곳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 세운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봉수대는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되어 온 중요한 군사상 목적의

통신시설로 낮에는 연기를 피워 올리고 밤

에는 불을 지펴 외적의 침입 등 긴급한 상

황을 알렸다.

황령산 정상

황령산 봉수대 | map ❸

051)605-4065

백양산 남쪽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천

년 고찰 백양산 선암사는 신라 문무왕

15년(675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창건 당시 견강사(見江

寺)라 했는데 뒷산 절벽 바위에서 신

라의 국선 화랑도들이 수련하였다 하여

선암사로 부르게 되었다.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선암사 | map ❹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일괄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95호

051)803-7573 www.sunamsa.or.kr

시내버스: 17, 23, 88A, 88B, 169번 (선암사 입구, 은하수공원, 주공사거리, 당감주공3단지상가 하차)
마을버스: 사상구 8번 (주공사거리, 당감주공3단지상가 하차)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천태종의 제2사찰인 삼광사는 1986년 창건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월원각대조사를 모신 대웅보전을

비롯 1만여 명이 동시에 대법회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불교회관이 건

립되어 있다. 1997년에 만든 다보탑은 53존불 8면 9층으로 전체높이가 30m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석탑이다. 미얀마에서 모셔온 7과(顆)의 불사리(佛舍利)와

티벳 법왕(法王) 달라이라마로부터 진신사리(眞身舍利) 3과를 합친 10과의 부처

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삼광사 | map ❺

부산진구 초읍천로43번길 77 051)808-7111~5 www.samkwangsa.or.kr

마을버스: 부산진구 15번 (삼광사, 삼광사 입구, 창곡시장 하차)



2012년 8월, 부산의 정중앙인 백양순환로95번길 47-10(부암3동 548-12번지)에

표지석이 설치됐다.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하면 정중앙표지석의 위치는 북위

35도10분4초, 동경 129도2분17초이다. 최근에는 부산 정중앙표지석을 만지고

승진, 대학진학 등 소원을 이루었다는 증언이 이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부산진구 백양순환로95번길 47-10

부산 정중앙표지석 | map ❻

051)605-4521~4 blog.naver.com/cyncy215

부산포민속박물관은 전통사회의 일상 생활

에 관계되는 민속자료를 통하여,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민속생활용품 370여점을 주제별로 구성

하여 전시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산진구 중앙대로702번길 21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부산포민속박물관 | map ❼

051)803-4300 blog.naver.com/busanpo4300

08
09

(구)성지곡수원지 l  등록문화재 제376호

tip 부산진구의 등록문화재

부산의 이름난 경승지로 신라시대 유명한 풍수가인
‘성지’라는 지관이 경상도에서 가장 빼어난 골짜기를
발견하여 철장을 꽂았다는 데 유래한다. 1907년 9월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상수도용의 수원지
이다. 낙동강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985년 1월
부터 용수 공급을 중단했다. 상수도 확보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부산진구 신암로117번길 37-9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 l  등록문화재 제416호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이 증기기관차의 비효율
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군수물자 수송용으로 들여
온 것으로 종전 이후인 1956년 3월 15일 4대의 기관
차를 우리나라에 기증했다. 내구연한인 25년을 2배나
초과하여 운행했는데 2003년 11월 퇴역 후에 모두
폐차하고 남은 마지막 한 대이다. 인수를 받을 때 기
록된 이력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시내버스: 17, 23, 44, 141, 88, 169번 (부암교회, 청수탕, 화승삼성아파트 하차)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경마장으로 조성되었다가 8·15 광복 이후 56년 동안 UN

군을 비롯한 미 하야리아 부대가 주둔했던 자리에 기억(Memory), 문화(Culture),

즐거움(Pleasure), 자연(Nature), 참여(Participation) 등 5개 활동 주제로 조성된

도심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97종 85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으며 공원역사

관, 공원안내소, 부전천, 전포천, 분수, 광장, 어린이놀이시설 등과 주차장, 카페,

편의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만들어졌다.

부산시민공원 | map ❶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부전동) 051)850-6000 citizenpark.go.kr

시내버스: 33, 44, 54, 63, 81, 83-1, 88, 103, 133, 179번(부산시민공원, 연지일동아파트, 
국립부산국악원, 부암교차로, 화인아파트, 부산진구청, 부산진중학교, 성지초등학교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3번 (부산은행 하차)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하차: 7번 출구) → 도보 (약 10분 소요)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하차: 9번 출구) → 도보 (영광도서 방향으로 약 15분 소요)

tip 부산시민공원의 명소 Best 12

5대 숲길과
메타세콰이어 길

기억(은행나무), 문화(느티나무), 즐거움(튤립, 왕벚나무), 자연(소나무), 참여
(후박나무)라는 공원의 주제에 맞춘 5개 숲길과 약 300m의 메타세콰이어 길

부전천과
왕벚나무 산책길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부전천과 왕벚나무가
늘어선 아름다운 산책길

하야리아 잔디광장
목재조명타워

면적은 40,000㎡으로 축구장 6배에 달하며, 아시아 최초로 설치된 높이 26m의
목재조명타워는 미래를 상징하는 빛과 친환경 재료 나무가 결합된 조명시설

기억의 숲 하야리아부대 안의 플라타너스 90여 그루로 숲길을 조성
기억의 기둥 하야리아부대 안에 남아있던 나무 전봇대를 재활용하여 태양광 조명을 설치

하늘 빛 폭포
거울연못

높이 25m의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물로 만든 대형 분수, 다양한 색채의 조명과
레이저 쇼를 연출

미로정원 남쪽에서 자라는 애기동백을 한국 고유의 전통 문양 형태로 심은 오락형 테마정원
에코브릿지와 산책길 북카페 인근~연지동 방면의 도로 위 다리로 등산객과 동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
전포천 / 도심백사장 전포천의 맑은 물과 음악분수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휴양형 놀이공간
참여의 벽 시민의 벽, 예술의 벽, 매직 포토존으로 구성

문화예술촌 캠프하야리아 시절 하사관들의 숙소. 5개의 공방(판화, 금속, 섬유, 도자, 목
공예), 2개의 작은 공연장 겸 연습실, 2개의 작은 전시실로 구성

공원역사관 캠프하야리아 당시 장교클럽을 리모델링. 부산시민공원 부지의 역사를 기록

05:00~23:00

부산진구,

힐
문
링
문

에 끌리다 도심의 여유·공원



부산진구 초읍동 백양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5월 10일 성지곡유

원지로 개장되어 1978년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어린이대공원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성지곡수원지 주변에는 상록침엽수인 삼나무, 편백 등

각종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자연을 벗삼아 산책하기 좋은 도심 속 자연

공원이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특히 2014년 5월에 동물원인 삼정더파크가 개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삼정더파크는 전체 85,334m², 25,814평의 부지에 123종 1,200마리 이상의 동물

들이 살고 있는 부산 유일의 동물테마파크로

기존의 동물원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체험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가까이

에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전시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어드벤처 시

설과 식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대공원 / 삼정더파크 | map ❷

부산진구 성지로 159 어린이대공원 051)860-7848 / 삼정더파크 051)811-8800

어린이대공원 bschildpark.bisco.or.kr / 삼정더파크 www.samjungthepark.com

시내버스: 33, 44, 54, 63, 81, 83-1, 133번 (어린이대공원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5, 17번 (어린이대공원 하차) 

동래 정씨 2세조인 정문도공의 묘를 비롯해 문중 재실

천년기념물 제168호 배롱나무, 화지문화회관과 그 주

변에 하마비가 자리 잡고 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가

치가 높은 공원이다. 이 곳에는 자그마한 암자 ‘화지사

(華池寺)’가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고려 초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로 창건시에는 만세암(萬世庵)이었다.

화지공원 | map ❸

부산진구 동평로 335 (양정동)

시내버스: 33, 44, 63, 179번 (정묘사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3번 (정광세탁소, 105동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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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하차, 8번 출구) → 도보 (약 10분 소요)

원래는 공동묘지였는데 1991년 2월에 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조성공사를 완료,

시설을 개방했다. 인조잔디 시설을 갖춘 대운동장, 소운동장, 생활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씨름장, 테니스장, 인공암벽등반장, 모험놀이시설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이 갖추어져 가족·직장단위의 체력증진 공간활용과 학생들의 현장학습 체험

장소로 손색이 없다.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위치하고 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 map ❹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176 051)605-4128

051)888-4282

051)605-4544

시내버스: 82번 (전포아파트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2, 12번 (대산아파트, 서면자동차학원, 일신아파트, 전포아파트 하차) 

송상현광장은 2010년 공모 및 설계를 시작하여 2013년 10월까지 도로확장 완료

후 2014년 6월에 완공하였다. 34,740m² 가량의 부지에 문화마당, 다이내믹부산

마당, 역사마당 등 3개의 마당으로 조성됐다. 문화마당은 야외공연장, 카페 등이

있는 공연·이벤트 공간이다. 다이내믹부산마당은 잔디광장 등이 조성되며 거리

응원과 각종 축제의 장으로 활용된다. 역사마당은 바닥 분수, 역사의 숲 등이 조성

되며 다양한 역사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송상현광장 | map ❺

전포동 삼전교차로~양정동 송공삼거리 구간

시내버스: 5-1, 10, 20, 29, 31, 33, 43, 52, 57, 62, 77, 80, 86, 87, 99, 110-1, 111, 129-1, 141번
(송공삼거리 하차)

급행버스: 1002번 (송공삼거리 하차) / 마을버스: 부산진구 11번 (부산북교회, 소라맨션 하차)



애진봉(愛鎭峯)은 부산진구의 명산인 백양산

등마루 589m 지점에 있는 산지공원으로 1998

년 1월 1일 “여기 큰 돌 하나 세워 우리 소망 이

루리라”는 뜻을 담아 부산진사랑 구민 한마음

동산을 조성하고 큰 비석을 세웠다.

매년 철쭉심기 작업을 펼쳐 부산진구의 최대

철쭉군락지를 조성하였다.

백양산 일원

백양산 애진봉 | map ❻

tip 백양산 나들숲길 코스 안내

tip 부산진구의 주요 명산

1코스 청풍길
5.4km / 90~120분

성지곡삼환아파트 - 1초소 - 찬물샘약수터 - 습지생태학습장 -
석천약수터 - 산림욕장입구 - 옥천약수터갈림길 - 
편백나무갈림길 - 성지교 - 어린이대공원 입구

2코스 새암길
4.4km / 90~120분

어린이대공원 입구 - 성지교 - 편백나무갈림길 - 바람고개 - 
학수천약수터 - 숲속나무생태학습장 -  초연중학교

3코스 청림길
3.4km / 70~100분

초연중학교 - 숲속나무생태학습장 - 학수천약수터 - 바람고개 -
해오름전망대 - 헬기장 - 연인길 - 산불감시초소 - 편백쉼터 -
공동묘지 - 연지체육시설 - 연지경동아파트 - 동원아파트

4코스 해오름길
3.6km / 70~100분

동원아파트 - 경동아파트 - 연지체육시설 - 공동묘지 - 
편백쉼터 - 산불감시초소 - 연인길 - 헬기장 - 해오름전망대 -
바람고개 - 임도 - 천안사 - 협성피닉스타운

5코스 선암길
3.1km / 70~100분

협성피닉스타운 - 천안사 - 산불감시초소 - 선암사 - 
산불감시본부초소 - 백선약수터 - 당감주공아파트

6코스 꽃내음길
2.3km / 50~80분

당감주공아파트 - 백선약수터 - 당감3동시비 - 
임도(산불감시초소) - 용골약수터 - 백양터널

7코스 새소리길
2.0km / 50~80분

백양터널 - 용골약수터 - 임도(산불감시초소) - 옥수약수터 - 
배드민턴장 - 옥정교 - 당감동일스위트

8코스 물맞이길
2.5km / 60~90분

당감동일스위트 - 옥정교 - 배드민턴장 - 옥수약수터 - 임도 -
양묘장 - 꽃동산 - 임도(우드빌) - 개금우드빌

9코스 하늘빛길
2.5km / 60~90분

개금우드빌 - 임도 꽃동산 - 헬기장 - 개금체육시설 - 
임도(반도보라) 돌탑 - 돌탑 - 돌탑 - 개금반도보라아파트

10코스 솔바람길
2.3km / 60~90분

개금반도보라아파트 - 돌탑 - 돌탑 - 임도 - 개금체육시설 - 
사상구갈림길 - 개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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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산(152.3m)은 부산진구 초읍동과 연제구 거제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바다를 향한 쪽은 매우 가파르고 금정산 쪽
으로는 능선이 비스듬히 뻗어 있다. 금용산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오르면 금정봉(397m)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봉우리를 하나의
산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산 정상 바로 아래에 넓이가 80여 평이
되는 ‘덕석바위(멍석의 경상도 사투리)’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약 25m의 동굴이 있다.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동래구에서 조성해 놓은 솔밭체육
공원에 이르고, 계속 가면 만덕고개와 금정산으로 연결되어 등산
코스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양산(641.7m)은 태백산맥 정기가 남으로 흘러 종지부를 찍는
금정산맥의 등줄기에 솟아 있다. 금정산맥에서 두번째로 높은
산으로 정형적인 도심지 산이며 천혜의 명산이다. 북쪽으로는
북구, 서쪽으로는 사상구, 동쪽으로는 연제구·동래구와 경계를
이룬다.
숲속에서 성지곡 푸른 호수, 놀이공원과 체육시설, 숲체험학습
센터, 산림욕장, 만남의 숲, 다양한 문학비, 동상과 기념비 등을
만날 수 있다. 잘 정비된 11.4km의 숲길을 비롯해 등산로가 잘
가꾸어져 있다. 수원도 풍부해 성지곡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당
감천을 휘돌아 동천에 모여들어 부산항 앞바다로 흘러든다.

엄광산(504m)은 부산의 등줄 산맥인 금정산맥의 주능선에
솟은 산으로 전형적인 노년 산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범천동·
가야동·개금동 일대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 동구 구봉산과 서
쪽으로는 서구 구덕산과 승학산으로 이어진다. 부산에서도 전
망이 좋기로 유명하여 정상에 올라서면 부산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엄광산 중심부에는 부산진구 최대의 사학인 동의대학교가 위치
해 있고 남쪽엔 가야유원지, 가야산책공원, 엄광산체육공원이
있다. 그리고 동편 산자락에 만리산체육공원이 있고 자연마을
인 범천동 ‘안창마을’과 ‘절골’이 형성돼 있다.

화지산(199m)은 부산진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연제구 거제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양정동·
연지동에 걸쳐 있다. 입구에는 회지문화회관과 동래 정씨 문중
재실인 추원사가 있고 고목나무 양정동 배롱나무가 있다. 규
모가 크지 않지만 금정산맥의 끝자리를 지키고 서서 오늘날
까지 주변에 얽힌 전설과 설화를 들려주고 있는 유서 깊은 근교
산이다.
최근에는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심신의 치유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부산의료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산림공원
(치유숲길)이 주목받고 있다.

황령산(427.9m)은 태백산 정기가 끝자락으로 치달아 기장군
의 달음산~장산~금련사~황령산~봉래산으로 이어지는 금
련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전형적인 도심지 산으로
남구·수영구·연제구·부산진구에 걸쳐 있다. 정산에 오르면 해
운대·수영·남구·영도 태종대 앞바다는 물론 부산의 중심 시가
지가 눈 앞에 펼쳐진다.
정상에는 봉수대와 방송국의 송신탑이 있고 기슭에는 구상반
려암이 군락을 이루며 감로사,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금련산과 연결되어 양 사방으로 등산길이 뻗어있으며
연산동쪽에서 진입하는 숲길은 전망대와 봉수대로 이어진다.



부산진구,

쇼
쇼
핑
쇼

에 끌리다 전통시장·상가

부산 최대 종합 전통시장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부전마켓타운은 6·25 전쟁 이후

보따리장수들이 동해남부선 부전역에서 짐을 풀고 행상을 벌인 ‘기장골목시장’

에서 출발했다. 2006년 12월에 부전마켓타운이라 이름 짓고 시장 활성화구역

으로 지정됐다. 부전시장, 부전인삼시장, 부전상가,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서면

종합시장, 부전전자종합시장 등 6개의 시장으로 나눠져 있다.

부전마켓타운 | map ❶

부산진구 중앙대로755번길 일대 051)818-7009

051)802-8881~2 www.primall.co.kr

10:30~22:00 (매월 첫째주 화요일 휴무)

부산 도시철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붐비는 서면역과

연결되고, 주변에 롯데백화점과 쥬디스태화를 비롯한

서면1번가 등과 연계한 상권이 강점이다.

대현지하상가(대현프리몰) | map ❸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717 (부전동)

도시철도 1·2호선 (서면역 하차)

시내버스: 10, 17, 20, 23, 24, 54, 63, 67, 68, 81, 83, 83-1, 85, 86, 88A, 88B, 103, 108, 111, 
133, 138, 167, 583번 (서면, 서면시장 하차)

급행버스: 1002, 1010번 (서면 하차) / 마을버스: 부산진구 12번 (서면지하철역 하차)

051)806-5025부산진구 서면로 56

1970년에 개장하여 190여 개의 점포가 모여 서면 중심

지에 위치해 있으며 1층에는  건어물과 수입식품, 식당

그리고 2층에는  옷수선과 사주카페 등이 자리잡고 있다.

서면시장 | map ❷

도시철도 1·2호선 (서면역 하차)

시내버스:     10, 20, 23, 24, 54, 63, 66, 67, 68, 81, 83, 83-1, 85, 86, 88A, 103, 108, 111, 133, 138, 167,
168, 583번 (자유시장, 중앙시장 하차)

급행·좌석버스: 1002, 1010번 (서면 하차) / 마을버스: 남구 10번, 부산진구 12번 (서면, 롯데백화점 하차)

2013美 포브스지 선정 아시아 1등 백화점이며, 부산지역 4개의 백

화점과 김해 프리미엄 아울렛이 출점해 있는 롯데백화점의 부산본

점은 1995년 12월 8일에 개점한 대형쇼핑공간이다. 롯데호텔과 함께

교통의 요지인 서면중심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아 매해 전국의 백화점 매출액 순위에서 3위 안에 든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면세점) | map ❻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부전동)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부암역 하차)

시내버스: 17, 23, 31, 33, 62, 67, 68, 77, 85, 87, 108, 110-1, 129-1, 
133, 138, 138-1, 141, 160, 167, 169-1, 583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급행·좌석버스: 1000, 1004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마을버스: 남구 10번 (롯데백화점 하차)

051)810-2500

store.lotteshopping.com 평일 10:30~20:00 (연장시 21:00)

10:30~22:30 (매월 넷째주 일요일 휴무)

10:30~22:00

051)804-9700

051)794-7000

fashionmall.alltheway.kr

부산진구 서전로10번길 61 (부전동)

1983년 개장한 부산 최대의 향토백화점인 태화백화점이 20년 가까이 명맥을 유

지하다 폐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들어선 쇼핑몰이 ‘쥬디스태화’이다. 본관과

신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관에는 신세대 취향의 의류나 패션 소품, 액세서리,

귀금속을 취급하는 영업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먹을거리나 즐길거리, 다중

이용시설도 풍부하다. 신관에는 대규모 유원시설인 삼보게임랜드나 타로 점집

등이 있다. 

쥬디스태화 | map ❺

이랜드그룹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

하는 백화점이다. 백화점이라고는

하나 점포 내에 상설매장도 섞여있고

직매입매장도 있어서 일반적인 백화점과는 구성 상 차이를 보인다. 그 안에서도

상설매장비율과 특정품목 집중도에 따라 다양한 서브 유통명이 붙는다.

NC백화점 | map ❹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하차)
도시철도 2호선 (서면, 전포역 하차)

도시철도 1호선 (서면, 부전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전포역 하차)

시내버스: 5-1, 10, 17, 20, 23, 24, 54, 63, 81, 83, 83-1, 
86, 88A, 88B, 103, 111, 133, 583번 (서면 하차)

급행버스: 1000, 1002, 1010번 (서면 하차)
좌석버스: 1000번 (서면 하차)

시내버스: 20, 24, 133, 138-1, 160, 169-1번 (NC백화점, 부전도서관, 전포사거리, 서면부속상가 하차)
급행버스: 1002번 (부전도서관 하차) / 마을버스: 남구 10, 부산진구 11, 12번 (NC백화점, 밀리오레, 전포동사거리 하차)

14
15

04:00~19:00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하차: 1, 3번 출구)

시내버스: 31, 33, 57, 62, 77, 80, 83, 87, 110-1, 111, 129-1, 141번 (부전역, 부전시장, 부산진등기소 하차)
급행버스: 1010번 (부전역, 부전시장 하차) / 마을버스: 부산진구 1, 11, 13번 (부전동역, 부전시장 하차)

부산진구 동천로 92 (전포동)



부산진구,

거
문
리
문

에 끌리다 특화거리

16
17

서면1번가는 중앙로(금강제화), 녹색의 거리, 부전복개천까지 80m 구간과 (구)

천우장 옆 이면도로, (구)마리포사 사거리, LG전자서면 서비스센터까지 십자형

이면도로 420m(폭 8m)에 이르는 구간을 지칭한다. 서면1번가로 불리게 된 것은

1990년인데, 2001년도에 지정·정비됐다. 젊은 분위기의 카페와 호프집 그리고

값싸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도 많다.

서면1번가 | map ❶

부산진구 부전동

도시철도 1호선 (서면, 범내골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전포역 하차)

051)605-4091

시내버스: 5-1, 17, 23, 29, 43, 52, 57, 63, 67, 68, 80, 81, 86, 88A, 88B, 99, 103, 108, 138,
138-1, 160, 167, 169-1, 583번 (서면, 서면1번가, 서면한전앞, 서면복개로 하차)

급행버스: 1000, 1002, 1004번 (서면, 서면한전앞 하차)
좌석버스: 1000, 1004번 (서면, 서면한전앞 하차)

서면 쥬디스태화 주변 일대의 거리를 젊음의 거리,

음식거리, 학원거리로 나누어 광장 3곳에 사랑, 우

정, 약속이라는 테마를 설정해 놓고 테마에 따른

각각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각종 공연 등 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면특화거리 | map ❹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전포역 하차)

시내버스: 5-1, 10, 17, 20, 23, 24, 54, 63, 81, 83, 83-1, 86, 88A, 88B, 103, 111, 133, 583번 (서면 하차)
급행버스: 1000, 1002, 1010번 (서면 하차) / 좌석버스: 1000번 (서면 하차)

부산진구 부전동 영광도서 주변

부전동 동해남부선 굴다리~가야대로 합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 시가지인

서면지역에 문화·예술과 물을 주제로 한 테마

거리, 수변예술거리 등 젊음과 열정을 분출하는

축제의 공간이다. 

서면문화로 | map ❷

도시철도 1호선 (서면, 부전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부암역 하차)

시내버스:  17, 23, 31, 33, 54, 62, 63, 68, 77, 83-1, 85, 87, 88A, 88B, 103, 108, 110-1, 129-1,
133, 138, 138-1, 141, 160, 167, 169-1번 (부전시장 입구,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급행버스: 1000, 1004, 1010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좌석버스: 1000, 1004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5번, 사상구 6번 (부전시장, 부전시장 입구, 국민은행, 영광도서 하차)

051)633-3274~5

1980년대 초반부터 퍼져있던 상가들이 자연적으로

범천동에 모여, 집합상가 형태로 서울 이남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부산지역 전체 귀금속 상가의

36%에 해당한다. 직접 가공 및 세공을 하기 때문

에 백화점에 비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량정확 함량정확’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자저울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사후 면세점에 가입되어 있다.

골드테마거리(귀금속거리) | map ❺

부산진구 범천동 (범일로 134)

도시철도 1호선 (범일동, 범내골역 하차)

시내버스: 5-1, 10, 43, 52, 57, 63, 80, 81, 82, 83, 83-1, 99, 111번 (중앙시장 하차)
급행·좌석버스: 1000번 (중앙시장 하차) / 마을버스: 남구 3, 5번, 동구 1-1번 (자유시장, 현대백화점 하차)

서면교차로 주변 일대에 병·의원들이 많이 산

재하여 왔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의료시설

전용건물이 대거 건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특화거리로 형성되었다. 각 분야의 수준 높은

의료 전문의의 시술과 외국어 통역 지원 및

전문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부터 입국에서

출국까지 ‘1:1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

외 환자 진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 map ❸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051)605-6021~3 / 의료관광안내센터: 051)818-1320, 1330 www.smsmeditour.go.kr

도시철도 1호선 (서면, 부전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부암역 하차)

시내버스:  17, 23, 31, 33, 54, 62, 63, 68, 77, 83-1, 85, 87, 88A, 88B, 103, 108, 110-1, 129-1, 133, 138,
138-1, 141, 160, 167, 169-1, 583번 (부전시장 입구,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급행버스: 1000, 1004, 1010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 좌석버스: 1000, 1004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5번, 사상구 6번, 남구 10번 

(부전시장, 부전시장 입구, 국민은행,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하차)



부산진구,

공
공
연
공
에 끌리다 공연장·영화관

연지동 미 하야리아 부대 장교 숙소로 쓰이던

USOM(미국대외원조기관) 부지가 반환된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1,359㎡, 연면적 20,324

㎡에 대극장(698석), 소극장(276석), 야외공연

장(300석), 한국정원, 교육시설, 사무관리시설

등을 갖춘 문화예술기관이다. 2008년 10월 28일 개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

립국악원의 지방 분원으로, 부산·영남지역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보존·계승·발전

시키고자 전속 예술단으로 국악연주단과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부산국악원 | map ❶

부산진구 국악로 2 (연지동) 051)811-0114 busan.gugak.go.kr 

시내버스: 33, 44, 63, 83-1, 179번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시민공원, 성의신용협동조합, 연지일동아파트 하차)

롯데아트홀은 대규모 국제 행사·일반연회·

웨딩은 물론, 뮤지컬·패션쇼 등 무대효과가

필요한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넉넉한

공간의 돔형 로비와 1, 2층으로 나누어진

대연회장으로서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부산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이며 쇼

핑과 문화의 일번지인 서면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10층에 있는 롯데시네마는 11

관, 1928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최신식 조명설비와 악기, 자유로운 공

간설계의 음악공연장이 있으며, 미술, 사진

등 예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갤러리가 있다. 

부산 최초의 소형 콘서트 전용홀인 오즈홀

1관(구. 드림홀)과 2관(구. 라이브스타오즈)은

각각 스탠딩 600명,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무대, 조명, 음향, 악기 등이 상시

설치되어 있어 대관 신청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아트홀 / 롯데시네마 부산본점 | map ❺

소민아트센터 | map ❹

라이브콘서트홀 오즈 | map ❸

롯데아트홀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호텔 3층
롯데시네마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10층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4 (부전동)

롯데아트홀 051)810-6500 / 롯데시네마 1544-8855

051)991-2200 

롯데시네마 www.lottecinema.co.kr

sominartcenter.com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하차)
도시철도 2호선 (서면, 부암역 하차)

시내버스: 17, 23, 31, 33, 62, 67, 68, 77, 85, 87, 108, 110-1, 129-1, 133, 138, 138-1, 141, 160, 167,
169-1, 583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급행·좌석버스: 1000, 1004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 마을버스: 남구 10번 (롯데백화점 하차)

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 하차)

시내버스: 17, 23, 54, 63, 66, 67, 81, 83, 83-1, 87, 88A, 110-1, 103, 133, 141, 167번
(부전시장입구,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급행버스: 1004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 마을버스: 사상구 6번, 부산진구 15번 (영광도서, 국민은행 하차)

1관 부산진구 부전로 94 영동프라자 지하 1층 /  2관 부산진구 중앙대로 663 타임스미디어빌딩 지하 1층

1관 051)808-0204 / 2관 051)-804-0208 blog.naver.com/jeessang

1관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부암역 하차)

1관 시내버스: 17, 23, 31, 33, 62, 67, 68, 77, 85, 87, 108, 110-1, 129-1, 133, 138, 138-1, 141, 160, 167,
169-1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급행·좌석버스: 1000, 1004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 마을버스: 남구 10번 (롯데백화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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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 위치한 총 201석 규모의 소극

장으로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중심가에 위치하여 근처에 음식

점, 카페 등 즐길거리가 모여 있으며 교통

또한 편리하다.

부산진구 중앙대로692번길 38 지하 2층 070)4175-9035

시내버스: 5-1, 10, 20, 29, 43, 52, 57, 80, 99, 111, 133, 169-1번 (부전도서관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2번 (부전도서관, 경남은행 하차)
급행버스: 1002번 (부전도서관 하차)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전포역 하차)

AN아트홀 서면 | map ❷



부산진구,

교
문
육
문

에 끌리다 학습관·도서관

2009년 7월 부산 최초의 통학형 영어 학습공간으로 개원했다. 영어권 국가에

온 듯한 실제와 같은 환경과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중심의 학

습 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 시키며, 유아에서 일반인까지 부산시

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은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기존 영어학습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어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신개념의 차세대 영어마을이다.

부산글로벌빌리지 | map ❶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구 개성중학교 부지) 051)980-8500

www.bgv.co.kr

시내버스: 17, 23, 31, 33, 62, 67, 68, 77, 87, 108, 110-1, 129-1, 133, 138, 138-1, 141, 160,
167, 169-1번 (당감입구, 부암지하철역 하차)

급행버스: 1000, 1010번 (부산글로벌빌리지 하차)
좌석버스: 1000, 1004번 (부산도시공사, 부암역 하차)

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 하차: 1번 출구)

LG가 국내 기업 최초로 1987년 7월 서울 개관에 이

어 1998년 5월 부산에 설립한 과학관으로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을 키우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든 ‘체험형 과학관’이다. 생활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손쉽게 만져보고 즐길

수 있고, 연극배우들과 함께 무대에서 직접 실험하

면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LG사이언스홀 | map ❷

부산진구 새싹대로 165 (연지동 353-5번지) 051)808-3600 www.lgsh.co.kr

시내버스: 44, 54, 63, 81, 133번  (LG사이언스홀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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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사립 홍도회 독서구락부를 모체로

한 100년의 역사를 지닌 도서관으로 2008

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추어 미래

형도서관으로 나아가고자 도서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문헌, 논문, 다문

화(번역) 관련하여 특성화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map ❸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 (초읍동) 051)810-8200 www.siminlib.go.kr

시내버스: 54, 83-1번  (시민도서관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7번 (대림아파트, 초읍시립도서관, 초읍삼거리 하차)

1963년 개관 이후 다양한 독서문화행사와

평생학습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시민들이 지역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

여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금융정보 특성화 도서관으로 특

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 map ❹

부산진구 동천로 79

051)802-5901 www.bjl.go.kr

시내버스: 10, 20, 29, 43, 52, 80, 99, 111, 133, 169-1번 (부전도서관 하차)
급행버스: 1002번 (부전도서관 하차)
마을버스: 남구 10번, 부산진구 12번 (밀레오레, 경남은행 하차)

휴관일: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국가공휴일
고문헌실·부산아메리칸코너 휴실 시간: 12:00~13:00
꿈있는책마을(어린이실) 11~2월(동절기) 평일 시간: 09:00~18:00  

일반열람실

꿈있는책마을(유아실), 연속간행물실, 고문헌실 
부산아메리칸코너, 족보·디지털·다문화자료실

꿈있는책마을(어린이실)

어·문학실, 인문·사회과학실, 자연·기술과학실

07:00~23:00

구분 토･월 화~금 일

09:00~18:00

09:00~18:00
09:00~20:00

09:00~22:00

09:00~17:00

휴관일: 매월 셋째주·넷째주 월요일, 국가공휴일

일반열람실

종합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금융정보자료실

어린이실

07:00~23:00

구분 토･월 화~금 일

09:00~18:00
09:00~18:00

09:00~22:00

09:00~20:00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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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성지곡로 15 (초읍동 43-1) 051)605-5114 www.becs.kr

부산진구 성지곡로33번길 29-28 051)810-8800 www.childpia.kr

051)816-9500~4 www.ykbook.com

시내버스: 33, 44, 54, 63, 81, 83-1, 133번 (어린이대공원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5, 17번 (학생교육문화회관, 어린이 대공원, 대림아파트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7번 (학생교육문화회관, 연제세탁소, 어린이 대공원, 대진빌라 하차)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 map ❺

청소년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 시설과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부산광역시교육

청이 설립하였고, 2000년 5월 3일 개관하였다.

맞춤식 체험학습을 통한 학교교육활동 지원, 특기와 적성 계발을 위한 문화교

실 운영, 학생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 개최, 음악·미술 인재

육성을 위한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역문화환경 조성

등이 주요 업무 내용이며 부산교문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행사를 위해 장소도 대관해준다.

부산어린이회관 | map ❻

영광도서 | map ❼

1974년 9월 7일 개관하여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우는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지 34,554㎡, 건물 연

면적 8,964㎡로 어린이회관과 유아교육원으로

나뉜다. 전시관, 장영실관, 식물원, 초등영재교육원 등 다양한 어린이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연간 약 27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

탑에 오르면 생동감 넘치는 부산시가지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1968년 5월 1일 ‘영광서림’에서 출발한 ‘영광도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서점이자 널리 알려진 초대형

서점이다. 1991년 문화부 주관의 ‘부산지역 다목적 문

화공간’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 서점 내·외부 전체가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5월에 인터넷영광도서를 오픈하였으며 그동안 중국어·

일본어 무료강좌, 시 낭송회, 영광문학토론회, 각종 무료 시민교양 강좌 등을 통

하여 독자와의 소통을 끈끈히 이어오고 있다. 

상업적 분위기의 서면거리에 연중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공연을

실시하여 부산의 중심거리로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있다.

거리 공연 | map ❶

부산진구의 대표 명소인 어린이대공원, 부산시민공

원 등에서 연인, 친구,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실시된다. 

작은음악회 | map ❷

부산진구,

축
문
제
문

에 끌리다 축제

서면특화거리, 서면문화로 등 051)605-4066

051)605-4632

매년 4월~11월 주 1회(단, 8월은 제외)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부산시민공원 등

매년 5월~10월(매주 토요일) 오후 4시(단, 6월에는 오후 5시)

북페스티벌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구민의 삶이 보다

여유롭고 풍성해지는 소통의 공간이다.

북(BOOK)페스티벌 | map ❸

051)605-4062부산시민공원 매년 10월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 문화를 다채롭게 구성하여 우리의 것을 배우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누구나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진구의 대표적 문화행사.

서면문화축제 | map ❺

051)605-4062부산시민공원 매년 5월

의료관광 중심 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 우수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의료

체험 및 건강 캠페인이 펼쳐진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 map ❹

051)605-6022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일원및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 앞

매년 5월 1일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부전동)

도시철도 1호선 (서면, 부전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부암역 하차)

시내버스:  17, 23, 31, 33, 54, 62, 63, 68, 77, 83-1, 85, 87, 88A, 88B, 103, 108, 110-1, 129-1, 133, 138,
138-1, 141, 160, 167, 169-1번 (부전시장 입구,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급행버스: 1000, 1004, 1010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 좌석버스: 1000, 1004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5번, 사상구 6번 (부전시장, 부전시장 입구, 국민은행, 영광도서 하차)



6·25 전쟁 시절, 설렁탕을 그리워하던 피난민들

이 돼지로 만든 돼지국밥은 부산·경남 지방에서

즐겨 먹는 서민적 음식으로 서면 중앙대로 서편

으로 한 블록 건너 도로변에 여러 업소가 성업을

이루고 있다. ‘서면 돼지국밥’은 조미료를 쓰지

않고 육수를 정성스럽게 우려냈으며, 고기는 기

름기를 제거한 앞다리를 쓰고, 순대도 고급 내장

만 골라 정성껏 담아냈다. 

서면 돼지국밥 골목 | map ❶

부산진구,

맛
문

에 끌리다 먹거리 골목

부산진구 서면로68번길 일원

표준말로 ‘먹장어’인 곰장어의 명칭은 껍질을 벗

겨낸 알몸을 불판에 올려 놓으면 ‘꼼지락’ 거린

다는 데서 곰장어로 불렀다고 한다. 연탄불에  풍

로를 돌려 지글지글 구워내는 양념구이, 석쇠구

이, 소금구이, 통구이로 소주 한잔을 곁들여 세상

시름을 잊게 하는 맛있는 음식인 곰장어를 부전

역 일대에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부전역앞 곰장어거리 | map ❷

부산진구 부전역 일원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하차: 1, 3번 출구)

도시철도 1호선 (서면, 범내골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전포역 하차)

시내버스: 5-1, 17, 23, 29, 43, 52, 57, 63, 67, 68, 80, 81, 86, 88A, 88B, 99, 103, 108, 138,
138-1, 160, 167, 169-1, 583번 (서면, 서면1번가, 서면한전앞, 서면복개로 하차)

급행버스: 1000, 1002, 1004번 (서면, 서면한전앞 하차)
좌석버스: 1000, 1004번 (서면, 서면한전앞 하차)

시내버스: 31, 33, 57, 62, 77, 80, 83, 87, 110-1, 111, 129-1, 141번 (부전역, 부전시장, 부산진등기소 하차)
급행버스: 1010번 (부전역, 부전시장 하차) / 마을버스: 부산진구 1, 11, 13번 (부전동역, 부전시장 하차)

프랜차이즈나 대형카페가 아닌 소박하면서

개성이 있는 카페들이 전포성당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부전동과 전포동은

산업용품 및 자재를 파는 공구상가거리였

으나 2010년 이후 이색적인 카페들이 들어

서면서 카페거리로 불리고 있다.

전포동 카페거리 | map ❸

부산진구 부전동, 전포동 일대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전포역 하차)

시내버스: 5-1, 10, 20, 29, 43, 52, 57, 80, 99, 111, 133, 169-1번 (부전도서관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2번 (경남은행, 부전도서관 하차) / 급행버스: 1002번 (부전도서관 하차)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점인 생선횟집 10여

곳과 한우고기의 맛과 역사를 자랑하는 불

고기 전문 취급점 등 명품 음식점이 즐비

하여 미식가들은 물론 서면을 찾는 사람

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고 최근 외국인 관

광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면문화로 주변 명품 음식점거리 | map ❺

부산진구 영광도서 앞 서면문화로 일대

도시철도 1호선 (서면, 부전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부암역 하차)

시내버스:  17, 23, 31, 33, 54, 62, 63, 68, 77, 83-1, 85, 87, 88A, 88B, 103, 108, 110-1, 129-1, 133, 138,
138-1, 141, 160, 167, 169-1번 (부전시장 입구,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급행버스: 1000, 1004, 1010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 좌석버스: 1000, 1004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마을버스: 부산진구 15번, 사상구 6번 (부전시장, 부전시장 입구, 국민은행, 영광도서 하차)

롯데백화점·호텔 후문과 동쪽 이면도로

370m 구간에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선다.

인근에 근무하는 직장인, 백화점의 고객,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도심의 어둠을 밝히는 낭만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부산진구

청은 2009년 12월에 정비를 단행하여 시범거리로 조성했다.

서면 포장마차 시범 거리

롯데백화점·호텔 후문 일대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하차) / 도시철도 2호선 (서면, 부암역 하차)

시내버스: 17, 23, 31, 33, 62, 67, 68, 77, 85, 87, 108, 110-1, 129-1, 133, 138, 138-1, 141, 160, 167,
169-1, 583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급행·좌석버스: 1000, 1004번 (롯데호텔백화점 하차) / 마을버스: 남구 10번 (롯데백화점 하차)

| map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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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음식점 부산진구만의 특색과 전통을 살린 관광 음식점 개발을
위해 부산진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심의
하여 「부산진구 명품음식점」을 선정하였다.   (2015년)

30년 이상 2·3대가 가업을 잇는 음식점으로 고집스레
전통의 맛을 지키며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한 집

급행장 한우갈비살 / 한우등심 / 한우모듬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부전동) 051)809-2100 10:30~22:00 (설・추석 휴무)

마당집   한우고기(생등심, 갈빗살, 양념갈비) / 굴비정식 / 돌솥한정식 / 갈치정식 외

부산진구 부전로 69 (부전동) 051)806-8602~3 11:00~22:30 (연중무휴)

마라톤   마라톤(해물파전) / 오뎅탕 / 빈대떡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54 (부전동) 051)806-5914 16:00~02:00 (1・3주 일요일 휴무)

명문정   우렁쌈밥 / 복분자양념 통돼지갈비

부산진구 부전로152번길 27 (부전동) 051)802-6645 10:00~22:00 (연중무휴)

사미헌   명품한우꽃등심 / 한우불고기 전골정식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9 (부전동) 051)819-6677 11:30~22:30 (설・추석 휴무)

삼오정   삼계탕 / 생갈비 / 양념갈비

부산진구 서면로68번길 11 (부전동) 051)806-9540 11:00~22:00 (설・추석 휴무)

원조할매집   낙지새우볶음 / 낙지곱창볶음

부산진구 골드테마길 10 (범천동) 051)643-5037 10:00~21:00 (설・추석 휴무)

월강   회정식 / 코스요리

부산진구 서면로 7 (부전동) 051)806-2500 11:30~22:00 (설・추석 휴무)

전통음식점 원양   고등어구이·조림정식(점심특선) / 생삼겹살 / 돼지양념갈비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23 (양정동) 051)864-0773 11:00~22:00 (연중무휴)

정동진해물탕해물찜   해물탕 / 해물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37 (부전동) 051)809-8208 11:30~23:00 (매주 월요일 휴무)

춘하추동 밀면   밀면 / 비빔면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8-1 (부전동) 051)809-8659 10:00~22:00 (설・추석 휴무)

태화육개장   육개장 / 수육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8-1 (부전동) 051)802-5995 08:30~21:30 (1・3주 일요일 휴무)

팔복식당   닭두루치기 / 닭볶음탕 / 후라이드치킨

부산진구 당감로50번길 20 (당감동) 051)895-5384 12:00~23:00 (1・3주 일요일 휴무)

가야창구네밀면(구. 가야밀면) 밀면 / 비빔면

부산진구 가야대로546번길 12 (가야동) 051)891-2483 10:30~20:30 (설・추석 휴무)

맛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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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있는 집

초원가든 양념갈비 / 진갈비살

부산진구 부전로 57 (부전동) 051)806-8878 10:00~22:00 (설・추석 휴무)

강원삼계탕 한방삼계탕 / 한방옻닭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10 (개금동) 051)502-9116 11:00~22:00 (매주 일요일 휴무)

건양정 홍삼삼계탕 홍삼삼계탕 / 실버포르테 삼계탕 / 우먼파워 삼계탕 / 파워엑스 삼계탕

부산진구 동성로 147 (전포동) 051)817-3317 11:00~22:00 (명절 휴무)

냉수탕가든 오리불고기 / 오리백숙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107 (가야동) 051)891-3436 10:00~22:00 (연중무휴)

백양골 연잎밥(점심특선) / 삼겹살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9 (당감동) 051)898-2345 11:30~22:30 (설・추석 휴무)

복사골 녹차수육 / 명태구이찜 / 식사류

부산진구 서면로68번길 16 (부전동) 051)806-7145 10:00~22:00 (매주 일요일 휴무)

아리한정식 특정한정식 / 아리한정식

부산진구 가야대로 785 (부전동) 051)851-1212 12:00~22:00 (연중무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부전점 투움바 파스타 / 치킨텐더 샐러드 / 갈릭 립아이 스테이크

부산진구 중앙대로692번길 16 (부전동) 051)819-7801 11:30~22:30 (연중무휴)

구월애 스페셜A / 스페셜B / 제정식B

부산진구 부전로66번길 20 (부전동) 051)807-2021 10:00~22:00 (연중무휴)

정가네 샤브샤브 등심샤브샤브 / 해물샤브샤브 / 소갈비찜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전포동) 051)808-1238 11:00~23:00 (명절 휴무)

풍미 돼지양념갈비 / 돼지삼겹살 / 소고기 꽃살 / 소양념갈비

부산진구 성지곡로 38 (초읍동) 051)807-1004 10:00~22:00 (명절 휴무)

맛깔스러운 맛을 유지하며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에
정성을 담아 조리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정중앙 장수 보리밥 시래기에 따끈따끈한 보리밥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81-13 010-9303-9960 10:40~15:30 (매주 일요일 휴무)



낭만이 있는 집

어흥 단팥퐁듀 / 빙수 / 진저티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39-9 (전포동) 051)816-5950 12:00~23:00 (연중무휴)

에프엠커피하우스 스페셜리티 커피 / 수제초코렛 / 더치커피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26 (전포동) 051)803-0926 10:00~23:00 (명절 휴무)

홀씨 수제고로케 전문점 고로케(야채·피자·치즈) / 음료(더치커피 외 5종)

부산진구 성지로 30-1 (연지동) 051)808-8254 12:00~23:00 (매주 일요일 휴무)

남’s 베이커리 키리쉬케이크 / 치즈쉬폰케이크 / 페스트리 밤식빵

부산진구 중앙대로 615 (범천동) 051)646-0565 07:30~22:00 (연중무휴)

빠리지엥 단호박카스테라 / 감자치즈빵 / 루즈블랑(조각케이크)

부산진구 가야대로 488 (개금동) 051)892-0040 08:00~23:30 (연중무휴)

손기연 과자점 쌀 쉬폰케이크 / 흑미호떡 / 수제쿠키

부산진구 성지로 79 (초읍동) 051)804-8971 07:00~24:00 (명절 휴무)

쉐프장 과자점 야채식빵 / 갈릭 난 / 크림치즈 페스트리

부산진구 당감로 20 (당감동) 051)896-2928 07:00~24:00 (연중무휴)

엄대건 과자점 초코치즈케이크 / 치즈고로케 / 생크림 팥빵

부산진구 당감로 61 (당감동) 051)898-0045 07:00~23:30 (명절 휴무)

임형민 과자점 브래드류(식빵) / 조리빵류(피자빵) / 생크림케이크

부산진구 범양로126번길 1 (양정동) 051)908-5321 07:00~23:00 (연중무휴)

향긋한 커피와 차가 있고 젊음이 살아 숨 쉬는
카페 거리와 고소한 냄새가 배어 있는 제과점 등

더파티 범일점 중국관광객들도 선호하는 프리미엄 뷔페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18층(범천동) 051)636-3366 매주 월요일 휴무

고래사어묵 1층-로드매데, 내부매장, 생산시설 / 2층-어묵 Cafe, 어묵 역사관, 어묵 체험장

부산진구 중앙대로 769번길 17(부전동) 1577-0676 07:00~19:0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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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산롯데호텔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부전동)

051)810-5600 l 객실 수 650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씨티 센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7 (부전동)

051)930-1150 l 객실 수 180

베스트웨스턴유엘 부산호텔
부산진구 서면로 20 (부전동)

051)801-9900 l 객실 수 203

더클럽 관광호텔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길 46 (부전동)

051)808-0125~6 l 객실 수 58

부산비즈니스호텔
부산진구 부전로 67 (부전동)

051)808-2000 l 객실 수 234

트리니티호텔
부산진구 부전로 33-1 (부전동)

051)819-8231 l 객실 수 48

토요코인 부산서면
부산진구 서전로 39 (전포동)

051)638-1045 l 객실 수 308

퀸스호텔
부산진구 부전로 56 (부전동)

051)806-8871 l 객실 수 41

하운드 관광호텔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가길 10 (부전동)

051)809-0008 l 객실 수 40

관광호텔 42번가
부산진구 부전로 57 (부전동)

051)806-2323 l 객실 수 38

신신호텔
부산진구 중앙대로743번길 24 (부전동)

051)816-4479 l 객실 수 45

잉카모텔
부산진구 새싹로 134(부암동)

051)818-1818 l 객실 수 35

COM MA(콤마호텔)
부산진구 황령대로7번길 20-3 (범천동)

051)631-9979 l 객실 수 40

레지던스 머뭄
부산진구 동천로107번길 12-16(부전동)

051)809-7878 l 객실 수 56

유니크스테이
부산진구 부전로 59 (부전동)

051)808-5577 l 객실 수 28

숙박업소

부산진구의 진미



30
31 관광코스 관광안내도l 문의 l 부산진구청 관광위생과 051)605-4521~4

출발위치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818 
(전포동)

교통편
시내버스 5-1, 10, 20, 29, 31, 33,
43, 52, 57, 62, 7, 80, 86, 87, 99,
110-1, 111, 129-1, 141, 급행1002
도시철도 1호선(부전역)

송상현광장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삼정더파크

황령산 봉수대

구상반려암

국립부산국악원

삼광사

부전마켓타운

서면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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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p.06 | 힐링 ► p.09 | 쇼핑 ► p.14 | 거리 ► p.16 | 공연 ► p.18 | 교육 ► p.20 | 축제 ► p.23 | 맛 ► p.24

총거리 7km l 소요시간 2시간

코스

에코
1

출발위치
부산진구 전포동 산50-1

교통편
시내버스 82,
마을버스 부산진구 2, 부산진구 12

총거리 9km l 소요시간 3시간

코스

문화
2

출발위치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40
(부전동)

교통편
시내버스 31, 33, 77, 83
도시철도 1호선(부전역),

2호선(서면역)

총거리 4km l 소요시간 1시간

코스

도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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