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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드북은	부산광역시와	서부산관광협의회(부산관광

공사,	부산광역시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한국관광

공사	경상권본부)가	서부산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업으로	

만든	홍보물입니다.

03 추천 코스

 북구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

07 	구포시장, 구포만세거리, 문화예술플랫폼B

08 	화명생태공원, 화명수목원, 북구순환웰빙산책로 

09 구포무장애숲길, 북구문화빙상센터, 

 대천천과 애기소

10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부산어촌민속관, 

 솔북이 에듀파크

11 	석불사, 만덕사지, 구포왜성, 율리바위그늘유적

 사하구 :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곳

13 	다대포해수욕장(다대포해변공원),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14 몰운대, 다대포생태탐방로, 아미산전망대 

15 	감천문화마을, 승학산 억새군락, 윤공단

16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강문화관 

 을숙도조각공원

17	 	사하 선셋로드, 홍티아트센터,  

사하구 포구(홍티, 보덕, 장림, 하단)

 강서구 : 생명의 역동을 느낄 수 있는 곳

19 	맥도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20 	렛츠런파크부산경남+일루미아, 명월사지 흥국사 

21 	정거벽화마을, 록봉민속교육박물관

22 		거가대교, 연대봉

23 		대항어촌체험마을, 가덕도 외항포 포진지 터,  

가덕도 등대

	 사상구 : 여유와 행복이 가득한 곳

25 	삼락생태공원, 낙동제방(벚꽃길), 냉정샘

26 	삼락천음악분수대, 운수사, 명품가로공원

27 	사상근린공원, 사상정원

28 	CATs사상인디스테이션, 사상생활사박물관

29 	르네시떼, 애플아울렛,  

 복이 있는 덕포전통시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 

30  서부산	축제

33  체험!	보물	속으로

34  낙동강생태탐방선

35  낙동강하구에코센터

36  낙동강	에코버스

37  서부산	맛집

Contents 부산의 숨은 보물창고

서부산 여행안내
서부산 여행 추천 코스

WEST BUSAN
TRAVEL GUIDE

에코투어+
 

스마트투어+
 내 멋대로 떠나보는 서부산 구석구석

가족과 함께 누리는 힐링 타임
✽아래	코스는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추천 01

추천 05

Bonus
건립 예정

01
K-슈즈 비즈센터

생활사 변천과정을 만나는 

종합 박물관 투어

02
사상생활사박물관

야생화단지, 자전거 도로, 

오토캠핑장, 야외수영장

03
삼락생태공원

전국 최대 말 테마파크

일루미아 빛 축제 감상

04
렛츠런파크부산경남

한국의 마추픽추, 

도심 재생 문화마을

01
감천문화마을

낙동강 뱃길 따라 떠나는 

낙동강 생태체험

02
낙동강 생태탐방선

홍티아트센터

노을정

03
아미산전망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몰운대

04
다대포해수욕장

마실투어+
 
농촌 및 사찰 체험, 낙동강변 트레킹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03

농작물 수확 체험

푸짐한 농촌 밥상 체험

01
강서구 농촌체험

생태학습원, 수생식물원

낙동강변 트레킹

02
맥도생태공원

03 운수사(석불사)

낙동강변 조망 및 사찰 체험

03 화명수목원

개인 및 단체를 위한 

숲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험투어+ 생태체험으로 즐거움 두 배, 
길따라 펼쳐지는 낙동강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만점

추천 04

부산 어촌의 시대별 문화

유적&어촌민속체험

01
부산어촌민속관

에너지 절약 체험 및 

친환경 그린스쿨 운영

02
부산기후변화체험관

낙동강 하구의 역사와 

생성과정 살펴보기

04
낙동강하구에코센터

03 솔북이 에듀파크

구포어린이교통공원, 학생예술문화회관, 

부산솔로몬로파크, 한국환경공단

03 화명생태공원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생 데크에서 자연 학습

보물찾기투어+
 하루 종일 알차게 만나는 서부산

추천 02

대항새바지 일출, 해안 절경 

가덕도 등대

01
가덕도 외항포 포진지 터

민속관, 놀이관, 체험관과 

뮤지업 카페 탐방

02
록봉민속교육박물관

갈맷길 5코스 / 어촌 향기 

물씬 풍기는 벽화 구경

03
정거벽화마을

부산의 숨은 별미, 

갈미조개 맛보기

04
명지 갈미조개

생태공원과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의 시점이자 종점인 인증센터가 있는 을숙도에서부터 낙동강하굿둑,	노을정,	

다대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길. ‘아름다운 자전거길’이라 하여 ‘아자길’로 불리며, 전국 30곳의 자전거길 중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곳.(주행 거리 : 22㎞ / 소용시간 : 약 1시간 40분)

철새의 낙원 자전거길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포만세거리(구포국수체험관)

구포시장에서 외쳤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은  

아직도 유효하다. 장꾼들과 동민, 노동자, 청년 

들이 어울려 독립을 외치던 항일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포만세거리가 지정되었다. 구포역 앞(구포  

제1파출소)~구포시장통~대리천 복개도로까지 

약 800m의 길을 일컬으며, 이 길을 통해 

구포장터 3.1 만세운동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다. 

인근에서 구포국수체험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BUK-GU PEOPLE

구포시장

4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 최대의 5일장. 야채, 

수산물, 의류 등 다양한 특성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3일과 

8일로 끝나는 날마다 들어서는 

구포시장은 자갈치시장에 이어 

제2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며 매년 3월 

넷째주 토요일 3.1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주소 북구 구포시장1길 17
문의  051-333-9033(상인회사무실)	

문화예술플랫폼B

북구의 근대역사를 만날 수 있는 역사관이자 문화복합

공간이다. 1층에는 역사관과 함께 아트 카페가 운영되며,  

2층에는 가죽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재활용공예 등  

다양한 공예 분야의 작가들이 입주한 창작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옥상은 야외작업장으로, 지하 

주차장에는 목공강좌가 이뤄지는 별도의 공간이 운영 중이다.

주소 북구 구포만세길 113
홈페이지 capb.kr 문의 051-333-5567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 북구

낙동강과 금정산이 두르고 있는 북구는 

서부산 교통의 요충지이자, 

부산 문화-복지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곳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도시 북구, 

진취적인 기상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열어갑니다.

Hu(休) Nature
Bukgu

금정산 쌍계봉 07
서부산 여행안내



북구순환웰빙산책로

금정산과 백양산을 연결하는 북구순환웰빙 

산책로는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생태환경을 

보존하여 맑은 공기 속에서 삼림욕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산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전경 

속에서 코스별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약 22km의  

코스를 모두 돌아보는 데는 8~9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주소 북구 구포동 산 42-1     
문의 051-309-4062

대천천과 애기소

부산 100경에 속하고, 북구의  

대표적 자연유원지로 잘  

알 려진  대 천 천  계 곡 과  

애기소는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로 사랑 받고 

있다.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산성마을을 거쳐 금정산성 

서문을 지나 낙동강과 연결

되는 이 물줄기는 도심 속에서 

시원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 중의 명소다.

주소 북구 화명동

화명생태공원

2010년 9월에 조성된 약 43만 평 규모의 휴식공간이다. 전국 첫 번째로 

개장한 생태공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낙동강 하천부지라는 

입지적 장점 덕분에 이곳에서는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수생 

데크를 통해 자연학습이 편리하며, 요트 계류장과 야외수영장 등이  

갖춰져 있어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랑받는다.

주소 북구 낙동강 화명둔치 일원 문의 051-310-6036(낙동강관리본부)

북구문화빙상센터

덕천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북구문화빙상센터는 부산 유일의 

국제 규격을 갖춘 아이스링크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종 프로그램과 수업이 진행되며 주말에는 가족, 친구, 연인  

등이 아이스링크장의 시원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찾고  

있다. 또한 324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해 유물전시실, 일반 

전시실, 교양강좌실 등도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와 함께 역사와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장으로 애용된다.

주소 북구 금곡대로 46번길 50(덕천동)

홈페이지 culture-ice.bsbukgu.go.kr
문의 051-309-4087

화명수목원

부산지역 최초의 수목원으로 숲 전시실과 유리온실, 숲속 

도서관, 전망대, 동물학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화명동 대천천 상류 11만㎡의 넓은 부지는 하루 정도 

여유롭게 시간을 내어 둘러볼 수 있을 만큼 다채롭게 구성 

되어 있다. 수목원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숲 해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와 개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주소 북구 산성로 299 홈페이지 forest.busan.go.kr
문의 051-362-0261

구포무장애숲길

누구나 편리하게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숲길이다. 데크 총 길이는  

2㎞로, 장애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없이 구성되어 있다. 일정 길이의 데크가  

끝날 때마다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어 각각의  

방향에서 바라보는 풍경의 멋을 누릴 수  

있다.

주소 북구 낙동북로 737 주변 쌈지공원

BUK-GU NATURE AND CULTUREBUK-GU NATURE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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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와 체험교육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일구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구성된 교육관은  

상설전시체험관과 그린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 화명생태공원과 수목원, 대천천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벨트를 조성해 에너지 절약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주소 북구 학사로 118(화명동)

홈페이지 cce.bsbukgu.go.kr 문의 051-309-6290~6

솔북이 에듀파크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이 낙동북로 주변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이를 ‘솔북이 에듀파크’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교통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구포어린이교통공원과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지원

하는 학생예술문화회관, 법 체험형 테마시설인 솔로몬로파크, 환경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이 

들어서 있다.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주소 북구 낙동북로 687 문의 051-309-4805   학생예술문화회관  주소 북구 낙동북로 737-1 문의 

051-366-8114   부산솔로몬로파크   주소 북구 낙동북로 755 문의 051-330-4000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주소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문의 051-366-3605

구포왜성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된 구포왜성은  

임진왜란 시 축조된 김해 죽도왜성의 지성으로, 부산 

지역의 왜성 11개 가운데 원형보존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다. 특히 성 상단부의 석축은 거의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어 당시 일본의 축성법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유적이다.

주소 북구 덕천동 산93 문의 051-309-4062(북구청)

금곡율리바위그늘유적

금정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조개무지로 바위그늘 

집이 특이한 유적이다. 1972년 빗살무늬토기 등  

다수의 신석기 유물이 이곳에서 출토되었다.

주소 북구 금곡동 율리 산24

만덕사지/만덕사지 당간지주

동래에서 구포로 넘어가는 만덕고개의 서쪽 산

중턱에 위치한다. 만덕사지는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호로, 만덕사지 당간지주는 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만덕사  

창건과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부산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려시대 절터로  

지역 역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소 북구 만덕동 30번지 일원

문의 051-309-4062(북구청)

부산어촌민속관

해양도시 부산의 어촌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복합교육

문화공간이다. 띠배만들기, 해양생물관찰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관람시간은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어촌문화 여행’을 테마로 하여 ‘낙동강어촌민속실’과  

‘부산어촌민속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어촌민속관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제1분관으로 운영 중이다.

주소 북구 학사로 128 홈페이지 fvfmuseum.busan.go.kr
문의 051-363-3333

석불사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승려 조일현이 창건한 

곳으로, 그가 주지로 있는 동안 이곳 암벽에  

석불을 조성하였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만들어진 석불인 마애불상의 위엄을 오롯이 

느낄 수 있으며, 병풍암에 많은 석불을 새겼다 

하여 ‘병풍사’로도 불리고 있다.

주소 북구 만덕고개길 143-79
문의 051-332-1690

BUK-GU INHERITANCEBUK-GU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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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곳, 사하

서부산의 대표 여행지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끄는 이곳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가득한 

365일 내내 즐거운 장소입니다. 

재미있게 둘러볼 곳이 무궁무진한 사하구, 

서부산 여행에서 만나보세요.

Vision
Saha

다대포해수욕장(다대포해변공원)

낙동강의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해수욕장으로 길이 900m, 폭 100m의 넓은 백사장이 있으며, 평균수온이 

21.6℃로 비교적 따뜻하고, 수심이 얕아(해안에서 300m 거리의 바다까지도 수심이 1.5m 안팎) 어린이들이 뛰어놀기  

좋다. 부산의 7장7대(七場七臺) 중 7장의 하나로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2015년 준공된  

다대포해변공원은 산책과 나들이 등을 즐기기 좋다. 세족장, 샤워장, 주차장 등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및 생태 

탐방로, 잔디광장, 해수천,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주소 사하구 몰운대 1길 14(다대동) 일원 홈페이지 tour.saha.go.kr 문의 051-220-4161

SAHA-GU DADAEPO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다대포해수욕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형지름 60m, 

둘레 180m, 분수바닥면적 2,519㎡, 최대물높이 55m, 노즐 

1,046개, 조명 1,148개 등 화려한 규모를 자랑한다. 신청곡, 

축하사연, 프러포즈 등 이용객의 참여를 통해 더욱 다채롭게  

꾸미고 있으며 사연신청은 공연 나흘 전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

운영시간

11:00(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방문신청 시 운행)

14:00, 15:00, 16:00, 17:00
평일 : 야간음악분수 공연 후 1회
주말 : 야간음악분수 1부 공연 후 1회

계절별
공연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5월~8월 20:00 20:00(1부) / 21:00(2부)

9월~11월 19:30 19:00(1부) / 20:00(2부)

주소 사하구 몰운대1길 52 홈페이지 fountain.saha.go.kr
문의 051-220-5891~2  사연신청 051-220-5893

체험 분수
-

회당 

10~20분

음악 분수
-

회당 

20분

다대포해수욕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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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산전망대

모래섬, 철새, 낙조 등 천혜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낙동강하구의 지형, 지질에  

대한 자료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다. 아미산전망대는 측면에서 

보면 새가 앉아있는 모양이고,  

위에서 보면 모래톱 2개가 붙은  

모양이다. 3층에는 전망대와  

카페테리아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 차 한 잔과 함께 낙동강 

하구의 전망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소 사하구 다대낙조2길 77
문의 051-265-6863

몰운대

몰운대(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7호)는 낙동강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바다에서 몰운대를 바라보면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해류의 영향으로 안개와  

구름이 많아 섬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몰운대라  

불린다고 전해진다. 몰운대 서측 해안에는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낙조전망대가 2010년 3월부터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주소 사하구 몰운대1길 73 홈페이지 tour.saha.go.kr
문의 051-220-4524

다대포생태탐방로

서부산권의 대표명사인 생태를 바닷가에 접목시킨 

해안명소로 2015년 12월 18일 준공되었으며 길이 

653m, 폭 3m, 면적 2,539㎡, 데크로드 1,567㎡, 습지

데크 773㎡로 자연습지와 백사장 및 모래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탐방로와 

함께 위치한 갯벌 체험학습장에서 매일 생태 체험도 

할 수 있어 자녀 동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주소 사하구 몰운대1길 52 홈페이지 tour.saha.go.kr
문의 051-220-4525, 4382

SAHA-GU DADAEPO

윤공단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

되었다. 윤공단은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윤흥신 장군과  

군관민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1766년(영조41)  

다대첨사 이해문이 다대객관의 동쪽에 설치한 제단으로  

단 중앙의 비석 전면에는 ‘첨사윤공흥신순절비’라는  

글귀와 함께 공의 전적이 기재되어 있다. 제향은  

매년 음력 4월 14일에 거행되고 있다.

주소 사하구 윤공단로 112 홈페이지 tour.saha.go.kr
문의 051-220-4082승학산 억새군락

고려 말 무학대사가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산세를 살필 때에 이곳을 보고 ‘산세가 준엄하고  

기세가 높아 마치 학이 나는 듯하다’고 하여  

‘승학산(乘鶴山)’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이 있다. 

바람이 불면 일렁이는 은빛 억새밭의 장관은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풍광. 매년 10월 

중에는 승학산 억새등반대회가 개최된다.

주소 사하구 당리동 산1-4 일원

홈페이지 tour.saha.go.kr 문의 051-220-4545

SAHA-GU TIME

감천문화마을

1950년대 집단 거주지로 형성되어 지금은 

한국 속 세계적인 관광지로 우뚝 섰다.  

흡사 페루의 마추픽추를 닮은 이국적인  

마을 모습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포토존이 되어버린 여행지.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골목 곳곳에 그려진 

벽화들을 구경하는 것도 묘미다. 베스트  

포토존 ‘어린왕자와 사막여우’, 사람모양의 

조각상에 감천문화마을의 전경을 담은 

‘감천과 하나되기’, 커뮤니티센터로 운영 

되는 ‘감내어울터’ 등도 놓치지 말고  

둘러보자.

주소 사하구 감내2로 203(감천동)

홈페이지 gamcheon.or.kr
문의 051-204-1444, 070-4485-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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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조각공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을숙도와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어우러진 쉼터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2004년 부산 비엔날레 부산 조각프로젝트 출품작 20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 작품들은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에서 인간에 의해 희생된 도심 속의 자연 생태를 주목, 인간과 자연이 서로 

간의 ‘틈ʼ을 넘어서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주소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25 홈페이지 eulsukdo.saha.go.kr 문의 051-220-5801

사하 선셋로드

몰운대에서 을숙도조각공원까지 강변 

대로를 따라 이어지는 12.2km의 걷기

여행길로 2015년 부산일보 기획보도인  

「부산 컬쳐로드를 연다」에서 소개된  

21개의 문화의 길 중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기도 했다. 봄이면 포구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감상하고, 매일  

저녁에는 강물에 비친 노을의 우아한  

변화를 만나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빚어내는 수려한 경관은  

매일이 같은 듯 다르게 펼쳐진다.

주소 몰운대~을숙도 조각공원

홈페이지 tour.saha.go.kr
문의 051-220-4061

홍티아트센터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홍티아트센터는 무지개공단 내 근로자

들과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돕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활동을 지원

하는 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은 각각 전시공간과 작가 창작공간으로 이용된다. 요청 시에는 

전시해설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야외 홍티문화공원(홍티 

둔벙)은 계단식 농경지였던 인근 지역의 특성을 살려 두렁길을  

만든 곳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휴식과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주소 사하구 다산로106번길 6 홈페이지 busanartspace.or.kr
문의 051-263-8661

사하구 포구

(홍티, 보덕, 장림, 하단)

과거에 사람들과 물자가 드나들던  

중심지는 단연 포구였다. 물류의  

중심지로 활용되던 포구를 보존하고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기 위해 사하구 

선셋로드 위로 네 군데의 포구가 펼쳐

진다. 매월 2일과 7일에 열리는 하단 

5일장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볼 수  

있는 추억을 제공한다. 

SAHA-GU EULSUKDO SAHA-GU RIVERSIDE ROAD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사계절 내내 철새들의 안락한 쉼터가 되어주는 낙동강 

하구. 이곳에 자리한 에코센터는 다양한 종류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의 역사와  

생성과정도 알 수 있어 교육적 효과 또한 높다. 자연  

본연의 모습을 감상하고 싶은 여행객이라면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필수 코스. 또한 에코센터 옆으로 펼쳐진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 철새공원은 번잡한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한 여유를 선사한다.

주소 사하구 낙동남로 1240
홈페이지 wetland.busan.go.kr
문의 051-209-2000, 051-888-6861

낙동강문화관

1300리의 아름다운 물줄기를 간직한 을숙도의  

낙동강문화관은 낙동강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화된 우리 강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새물결

꿈존’을 비롯해 유명 작가의 미디어 예술작품이 

전시된 ‘감동소통존’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 공간  

‘어린이 물길여행존’ 등이 마련되어 있고, 낙동강 

1300리 생태탐방로, 문화탐방로 등도 둘러볼 

수 있다.

주소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1
홈페이지 www.riverguide.go.kr 문의 051-29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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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역동을 느낄 수 있는 곳, 강서

산과 바다, 강과 들 등 강서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생명의 터전은 여행객에게 생기를 더하고

활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할 수 있는 도시, 

강서구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Bright
Gangseo

맥도생태공원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맥도생태공원은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자연

생태친수공간이다. 낙동강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를 최대한 살리고, 그 주변에 초지를 

조성하여 갈대, 연꽃, 해바라기, 지피식물들이 산책로 주변을 따라 곳곳에 즐비하게 자리했다.

주소 강서구 대저2동 1718번지 일원 488-6 문의 051-941-9728

GANGSEO-GU ECO

대저생태공원

길이 7.62㎞, 면적 2.66㎢에 조성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로 지정되어 있다.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상·하단부 일부 

지역에만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습지 및 자연 초지 등으로  

복원되어 있다. 공원 내 생물 서식처

에는 멸종 위기종 2급인 대규모 가시

연꽃 군락지가 펼쳐져 있다.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 낙동강유채꽃축제,  

대저토마토축제 등이 이곳 일대에서 

매년 개최된다.

주소 강서구 대저1동 2314-11
문의 051-97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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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SEO-GU FAMILY

렛츠런파크부산경남

전국 최대의 말 테마파크로 약 3만 명의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대를  

비롯해 말 체험전시관, 경주마랜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기

지도자 1, 2급 교관에게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으며, 강습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마(馬)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럭셔리  

카바나와 바비큐 시설 등 다양한 편의를 

즐길 수 있다.

주소 강서구 가락대로 929
홈페이지 park.kra.co.kr
문의 051-901-7114

일루미아(illumia)

빛(illumination)과 환상(illusion)의 합성어로,  

‘빛으로 가득한 환상의 나라’라는 뜻을 담은 

‘일루미아’는 렛츠런파크부산경남에서 놓칠 수 

없는 새로운 볼거리다. 호스토리랜드와 호스 

아일랜드 전역에서 매일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약 1,000만 개가 넘는 LED 조명으로 빛 축제를 

선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 펼치는 마법  

같은 시간은 가족과 연인, 친구 등 누구와 함께

해도 즐거운 추억이 된다. 마지막 입장 시간은 

22시 30분이다.

명월사지 흥국사

1708년 증원이라는 승려가 지은 ‘김해명월사사적비’의  

비문에는 흥국사가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 때 창건  

되었다고 전해진다. 아유타국의 허황옥을 아내로 맞이한 

수로왕이 첫날밤을 이곳에서 지냈으며, 왕후는 다음날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산신령에게 예물로 바쳐 이에 

감동한 왕이 산의 이름을 명월산이라 칭했다고 알려 

진다. 이 산에 나라의 융성을 비는 장소로 흥국사,  

진국사, 신국사라는 절을 각각 지었으며, 이는 가락불교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되는 중요한 절로 남아있다.

주소 강서구 허왕후길 182 문의 051-972-5685

정거벽화마을

부산 대표 걷기 코스인 갈맷길  

5코스에 자리 잡은 가덕도  

정거마을. 이곳은 환경부가  

선정한 생태 보전지역의 생태 

체험 시범마을 중 한 곳이다.  

부산광역시 커뮤니티 뉴딜 시범

지역 사업장에 선정된 후에는 

정거 마을의 60여 세대 담벼락에  

어촌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벽화들로 채워졌다. 골목을 채운  

벽화를 구경하다보면 어느새  

바닷길에 다다른다. 벽화를 꾸민 

소재들은 대부분 자연에서부터 

얻은 것들. 특히 가리비 묶음으로 

만든 벽화는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다.

주소 강서구 가덕해안로 2번길

GANGSEO-GU FAMILY

록봉민속교육박물관

이곳은 다양한 옛 건물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곳으로, 여러 체험코스를 통해 옛 추억과 조상들의 지혜를 두루  

배울 수 있다. 전시관실, 체험관실, 생활관실, 야외학습실 등을 운영 중이며, 2,000여 점 이상의 근현대사 민속교육  

전시품들도 만날 수 있다. 전화와 사진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신기한 전자관’, 농기구와 생활 

용품을 전시한 ‘재미난 민속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으며, 가덕도 앞바다와 거가대교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뮤지업 카페’도 이용 가능하다.

주소 강서구 가덕해안로 741 천가초등학교 홈페이지 www.rogbong.com 문의 051-892-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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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봉에 얽힌 이야기

어느 해에 왜군이 외양포를 통해 침범했을 때 연대봉이 명산임을 알고 명혈을 끊으려 했으나, 그때에  

바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며 왜군이 놀라 바위를 파괴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때 날아간 까치는 연대봉의 산신으로 전해진다.

가덕도 외양포 포진지 터

가덕도 남단에 자리한 외양포는 1904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최초로 상륙한  

지점이다. 러일전쟁 때에 사령부가 주둔했으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군이 이곳에 계속 머물렀다. 그때 당시  

설치한 화약고, 포대자리, 사단막사 시설물 등은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인근 볼거리 

로는 대항새바지 일출과 해안절경, 가덕도  

등대와 자생동백군락지 등이 있다. 

주소 강서구 가덕해안로 1309(대항동	산 13-23)

대항어촌체험마을

대항마을은 부산 최남단에 위치한 마지막 마을로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어촌체험관광 거점마을이기도 하다. 패총 등의 유적이 

나온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부터 이곳에서 사람이 거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항어촌체험마을에서는 후릿그물, 

선상낚시, 홍합따기, 어선타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이 이뤄지고 

있으며 A코스와 B코스로 나뉘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인근에는 자생동백군락지와 외양포마을, 포진지 터 등이 

있다.

주소 강서구 가덕해안로 1207번길 9-2
홈페이지 www.seantour.com/village/daehang/main
문의 051-972-2516 

가덕도 등대

2003년 9월에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되었다. 1909년 건립된 가덕도 등대는 근대 서양의 건축 

양식과 재료, 의장수법 등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건물 

중 하나로, 당시 건립된 여러 등대 대부분이 크게 훼손 

되었으나 이곳은 현재까지 원형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돋보인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40m 높이의 등탑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유인

등대체험 숙소로 개방하고 있으며, 약 20여 명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마련하고 있다. 체험을 희망할 경우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portbusan.go.kr)에서 신청한 

후 이용 가능하다.

주소 강서구 가덕해안로 1237(대항동) 문의 051-971-9710 

연대봉

가덕도 연대봉은 웅천의 시루봉, 거제의 옥녀봉과 함께 

조선 시대에 봉화를 올리던 산이다. 화창한 날씨에는  

연대봉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바라보면 대마도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거제도와 거가대교가 훤히 보인다.  

또 북서쪽으로는 진해만의 여러 섬, 동쪽으로는 낙동강 

퇴적사주인 진우도, 인근 다대포와 을숙도 일대까지 

멋진 멋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주소 강서구 거가대로 2728-1

거가대교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이어주는 총 길이 8.2km의 다리로,  

해저 침매터널 구간과 사장교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침매터널의 경우 수심 

48m를 포함해 5가지의 세계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명물로, 기존 2시간  

20분이 소요되던 거리를 불과 50분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시간과 유류비 등에서 여러 비용 절감이 이뤄졌다.

주소 강서구 거가대로 71 홈페이지 www.gklink.com
문의 1644-0082(대표번호),	070-4050-6866(홍보관	안내데스크)	

GANGSEO-GU ISLAND GANGSEO-G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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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와 행복이 가득한 곳, 사상

백양산의 정기를 간직한 사상구는 한국경제와 부산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가는 활기찬 도시, 

첨단 신기술과 창의적인 문화로 꽃피우는 매력적인 도시, 

사상에서 신나는 여행시간을 채워보세요.

Exciting
Sasang

SASANG-GU RELAX

낙동제방(벚꽃길)

벚꽃 명소로 유명한 낙동제방은 지난 2015년 공원화

사업을 통해 ‘사계절 걷고 싶은 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곳은 낙동제방을 따라 조성된 약 900m 

길이의 거리에 벚꽃나무를 비롯한 산수유나무, 철쭉  

등이 심어져 있어 시원한 그늘을 선사한다. 특히  

벚꽃이 만발할 때는 야간 조명을 통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매년 4월 초 벚꽃축제가 열려  

많은 관람객이 축제를 즐기는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삼락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은 낙동강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지역이며(4.72km),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로 철새를 위한  

습지, 철새먹이터 및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야생화단지, 자전거도로, 생태 

산책코스, 오토캠핑장, 야외수영장 등으로  

꾸며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휴식 

공간이다. 공원 내 연꽃단지에서는 가시

연꽃이 자생하고 있으며, 가을이면 넓은 

갈대습지 및 억새 군락지에서 일렁이는 

은빛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겨울철에는 

철새들이 찾아오며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중이다.

주소 사상구 낙동대로 1231
문의  051-303-0048~9

냉정샘

이곳은 냉정우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예부터 

냉정고개를 왕래하는 행인들의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귀한 쉼터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부산장, 동래장, 하단장, 구포장, 김해장 등을 왕래 

하던 사람들에게도 입소문이 난 맛 좋은 샘물로  

알려져 왔다. 지난 1999년 사상구가 샘터를 새롭게 

정비하고 정화사업을 펼쳐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소 사상구 주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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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NG-GU RELAX

운수사

도심 속에 위치하면서도 산사만의 단아한 향기를  

품고 있는 특별한 장소. 이곳 천년의 도량  

운수사는 경내의 약수터에서 안개가 피어올라 

구름이 되는 것을 보고 ‘운수사’라 이름 지었으며, 

주심포계 맞배지붕 형식의 대웅전은 부산지역

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인정받아 2016년  

3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96호로 지정 

되었다. 추후 템플스테이관도 별도로 지어 운영

될 예정.

주소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
홈페이지 www.woonsoosa.co.kr
문의 051-313-3300

삼락천음악분수대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난 삼락천 부근에  

조성된 바닥형 음악분수대. 이곳은 폭 50m, 길이 40m, 최대 물높이  

30m로 각종 최첨단 장치와 워터스크린, 인터랙티브 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물줄기를 선보인다. 매일  

저녁 8시~8시 20분까지 운영하며, 여름철에는 오후 2시~2시 20분과  

저녁 8시 40분~9시의 추가 운영이 있다. 7~8월은 1회(오후 3시~ 

3시 20분)를 더 추가해 총 4회의 분수쇼가 펼쳐진다. 매주 월요일은 

미가동. 우천 시에는 기상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소 사상구 광장로1번길

사상근린공원

주민의 여가활동과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백양산 일대에 

조성한 사상근린공원. 이곳 모험놀이장에는 범선모양의  

모험시설 15종을 비롯한 다양한 놀이 및 편의시설을  

마련해 정서함양, 신체단련 등을 돕는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동절기(11월~2월)에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설명 이용구분
요금

개인 단체 사상구민

모험시설
어린이, 청소년 4,000원 3,000원 2,000원

일반(성인) 6,000원 4,000원 3,000원

주소 사상구 백양대로 570(감전동) 일원

홈페이지 snpark.sasang.go.kr
문의 070-4010-8130~2(공원관리사무실)

명품가로공원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르네시떼 방향의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700m 길이의 도보를 각종 초화식재, 조형물,  

화훼장식, 조경 등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했다. 공원 내 상설문화광장에는 버스킹 공연이 상시  

가능하고,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우먼 라이브러리’

에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가 지면 조명을  

통해 색다른 아름다움을 연출하며, 매년 봄마다 봄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주소 사상구 사상로 201 문의 051-310-4531~6

사상정원

사상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사상정원은 대왕참나무를 비롯한 42종 5만 6,0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테마형  

공원으로, 총 6가지 정원과 약초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꽃계단과 전통 담장, 팔각정 등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대표 정원 양식을 구현한 한국 정원과 유럽식 분위기의 조형물과 풍차, 고산수 등으로 꾸민 네덜란드 정원, 에펠탑과  

붉은 장미로 아름답게 가꾼 프랑스 정원 등 세계 각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사상정원을  

걷다보면 해외여행 못지않은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주소 사상구 백양대로 570(감전동) 사상근린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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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NG-GU SHOPPING

애플아울렛

2003년 오픈한 애플아울렛은 스포츠와 캐주얼,  

여성복, 남성복 등 국내의 130여 개 유명 인기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상터미널과 이어져 

있어 부산 시민 외에도 외지인들이 관광과 쇼핑을 

즐기는 장소로 찾고 있다.

주소 사상구 사상로 201
문의 051-559-1500

르네시떼

‘부산의 동대문’으로 불리는 르네시떼는 의류, 잡화부터 

귀금속, 가구, 식당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복합쇼핑몰이다. 르네관과 시떼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관은 쇼핑몰뿐만 아니라 은행, 수유실, 수선실, 주차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오전 10시 30분~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주소 사상구 광장로 7
홈페이지 www.renecite21.com 문의 051-319-5000

사상생활사박물관

2016년 4월, 사상 사람들의 생활사 변천과정을 

전시하고 지역에 산재한 관광 자원도 소개하는 

종합 박물관이 개관했다. 이곳은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운영에 참여하는 공간으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갈대빗자루, 재첩양동이, 풍금, 국제상사 30년사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단체 관람을 사전 예약할 경우 전시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주소 사상구 낙동대로 1258번길 36
문의 051-310-5136~8

엄궁농산물도매시장

1993년에 문을 연 부산광역시 산하 시장 관리사업소. 

이곳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장된 이후 많은 고객이 찾고 있다. 총 

1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과동(3동), 트럭 판매동

(3동), 잔품 처리 및 관련 상품동(1동)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객편의를 위해 가공식품, 일반잡화, 농업자재 

등도 판매 중이다.

주소 사상구 농산물시장로9번길 11
홈페이지 www.eomgung-market.busan.kr
 문의 051-310-8242

복이 있는 덕포전통시장

사상구에 위치한 유일한 재래시장이다. 이곳은  

과거에 배가 드나들 수 있었던 큰 갯가의 포구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면서 자연 

스럽게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덕포전통시장은  

‘웃음과 복이 넘치는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따뜻한 지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다.

주소 사상구 사상로293번길 12 
홈페이지 deokposijang.co.kr
문의 051-303-8393

CATs사상인디스테이션

부산 인디문화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이색 장소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뜻의 영문(Container 

Art Terminal)으로부터 ‘캣츠’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이곳에서는 인디밴드와 힙합그룹 등의 공연이 수시로 펼쳐지며, 

예술가들의 전시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독특한 모양으로 쌓인 27개의 컨테이너는 소란동과 도란동으로 나뉘어 

다목적홀, 전시실, 스튜디오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의 발길을 맞이하고 있다.

주소 사상구 사상로 190(괘법동) 홈페이지 bscf.or.kr 문의 051-316-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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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강변축제

매년 10월경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축제. 사상강변축제는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되며, 축제 첫날 1970~80년대 신발산업의 메카로 유명 

했던 사상지역을 상징하는 초대형 신발조형물을 앞세운 

대규모 거리퍼레이드가 매우 이색적이다. 각종 문화공연과  

불꽃놀이, 강변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살린 카누·카약  

타기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주소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일원

문의 051-310-4064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매년 4월이면 흐드러지게 만발하는 유채꽃의 노란  

물결을 감상하기 위해 전국 수많은 인파가 대저 

생태공원 내 유채경관단지로 몰려든다. 약 23만 평 

규모의 유채경관단지에는 유채밭과 꽃밭뿐만 아니라  

지정된 섹터별로 미로,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해  

여유와 즐거움을 함께 선사한다. 마련된 소형 무대

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개최되며, 상설 무대에서는  

각종 페스티벌과 연계한 이색 공연도 펼쳐진다.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위한 모유수유실과 해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서포터즈도 운영되고 있어  

서부산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유채꽃축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관광객과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

주소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일원

홈페이지 www.festival.busan.kr
문의 051-970-4121~4(강서구청	체육관광계)

대저토마토축제

매년 봄에 개최되는 강서구의 이색 축제. 부산 강서체육공원  

내에서 진행되며, 대저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한다.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에 위치한 대저 지역은 토양이 비옥하고 온난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등으로 토마토 생산지로 적합한데 이곳에서 생산된  

토마토의 무게만 해도 연간 12,000여 톤.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고 

맛있는 토마토를 즐기기 위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품평회, 

비닐하우스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다.

주소 강서구 체육공원로 43 강서체육공원 내    
홈페이지 daejeotomato.com(대저농협	쇼핑몰)

문의 051-971-4834

서부산 축제

West
Busan
Festival

강서 낙동강변30리 벚꽃축제

매년 봄이면 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낙동강변30리 벚꽃축제. 강서구 주최로 열리는 벚꽃축제는 

문화예술, 전시체험과 부대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 축제의 즐거움을 

안겨준다. 약 3일간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개막식과 청소년 장기자랑, 노래자랑, 걷기대회, 불꽃놀이, 사생대회 등이 

열리며 벚꽃네일아트와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생태문화관광지로 알려진 강서구 낙동강변 일대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보자.

주소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일원 문의 051-970-4121~4(강서구청	체육관광계)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옛 구포나루가 있던 낙동강변과 천혜의 

자연환경 속 화명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도심형 문화관광축제.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강나루 밀밭’ 

이라는 핵심 콘텐츠는 강나루 뗏목,  

밀사리·밀볶음, 구포국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유쾌한 즐길거리로 

축제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주소 북구 화명생태공원 및 선착장 일원

문의 051-309-4065(북구청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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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농촌체험

김해 평야에서 나는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가 풍부한 

부산 강서구 지역. 이곳은 맛과 영양가가 좋은 토마토와  

대파, 깻잎, 상추 등이 특히 유명하다.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청경채, 케일, 상추 등의 작물을 

직접 수확해보고 구매도 할 수 있어 체험지로 인기가 

높다.

주소 강서구 대저동서로 112-21 문의 051-941-5850

사하구 해양체험(다대 해양레포츠센터)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다대 해양레포츠센터 

에서는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요트,  

윈드서핑, 카약, 래프팅보트 등의 종목이 운영되며 

개인과 단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한 기수당 20명 

내외로 수강할 수 있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 매주 월요일은 휴무.

주소 사하구 몰운대1길 14 문의 051-207-3700

북구 전통음식체험(뜰에장)

부산광역시 품질인증 문화체험장으로 지정받은  

뜰에장은 다양한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각광받는다. 이곳에서는 동래파전을 비롯해 전통장, 

김치, 떡, 손두부, 장아찌 등을 직접 만들고 시식할 

수 있으며, 가져갈 수도 있다.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수용인원은 

30명, 비용은 최저 2만 원부터다.

주소 북구 덕천로 381번길 17-31 문의 051-513-1777

사상구 자연생태체험학교(4~11월)

생태해설사와 동행하며 삼락생태공원 내 서식 중인 

동·식물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운영

되며, 사상평생학습관, 사상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일원(6개	코스)	

문의 051-310-3241(사상평생학습관)	

체험 보물 속으로

West
Busan
Experience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매년 8월 초에 열리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 록 음악 축제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인디밴드부터,  

국내외 최정상 밴드가 모두 찾을 만큼  

페스티벌의 명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짙어지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2012년 

부터는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별도의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 무료 

축제로, 지역민과 음악을 사랑하는 관광객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한여름밤의  

즐거운 축제다. 사상구에서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푸드코트와 

물품보관소, 기념품 판매, 의료부스, 아트

마켓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소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일원

홈페이지 rockfestival.co.kr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기획부터 행사의 운영까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행사로, 

매년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선보이고 있다. 

2016년 5월에 열린 제6회 축제는 부산시 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축제기간에는 골목길 투어와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예술작품 설명,  

현지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숨은 이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먹거리 체험과 전통 혼례 재현 등이 펼쳐

진다.

주소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일원 홈페이지 gamcheon.or.kr
문의 051-220-5911~8(사하구청	창조도시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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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태탐방선

‘낙동강 에코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생태탐방선은 을숙도

에서 출발해 화명을 거쳐 양산 물금으로 돌아가는 코스로 운영

된다. 생태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 경관 일대를 유유히 

감상할 수 있다. 사전 전화예약은 필수. 매주 월요일은 휴무.

을숙도선착장 주소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을숙도생태공원 내

화명선착장 주소 북구 강변대로 화명생태공원

문의 051-294-2135
홈페이지 btoeco.or.kr

사람과 자연, 새가 함께하는 탐방체험장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낙동강하구의  

우수한 자연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주소 사하구 낙동남로 1240-10번길(하단동 1211-1)
관람시간 09:00~18:00 
문의 051-851-7510~2(운영선사),	051-209-2061~3(탐방체험장)

홈페이지 wetland.busan.go.kr
주소 휴관일 1월 1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시설 ECO작은도서관, 다목적 실험실습실, 교육실, 승선대기실,  

선착장, 전망대 등

낙동강생태탐방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Nakdong 
River
Eco Tour 
Cruise

Nakdong 
River 
Estuary
Eco Center

4월~10월 운항구간

을숙도선착장 출발

•일요일~목요일 운항코스 및 요금

회차
시간 운항노선 요금

출발 도착 출발 경유 도착 성인 경로/청소년
1항차 09:30 10:00

을숙도

일웅도

을숙도

5,000원 3,000원

2항차 10:30 12:00
화명 7,000원 5,000원

3항차 14:00 15:30
4항차 16:00 16:30

일웅도 5,000원 3,000원
5항차 17:00 17:30

•금요일~토요일 운항코스 및 요금

회차
시간 운항노선 요금

출발 도착 출발 경유 도착 성인 경로/청소년

1항차 09:30 10:00
을숙도

일웅도

을숙도

5,000원 3,000원

2항차 10:30 12:00 화명 7,000원 5,000원

3항차 13:00 17:00 물금 10,000원 7,000원

4항차 14:30 15:30 물금 화명 물금 7,000원 5,000원

11월~3월 운항구간

화명선착장 출발
회차

시간 운항노선 요금

출발 도착 출발 경유 도착 성인 경로/청소년

1항차 09:20 11:00 화명 물금 화명 7,000원 5,000원

1-1항차 10:20 12:00 물금 화명 물금 7,000원 5,000원

2항차 11:20 13:00
화명 물금 화명 7,000원 5,000원3항차 14:00 15:30

4항차 16:00 17:20

★ 4항차 낙조 코스는 10인 이상 예약(탑승) 시 운영

생태체험

갯벌체험, 야생동물 치료체험, 곤충 및 식물 관찰  

프로그램

예약 방법 : 홈페이지 사전예약(2주일전 10:00부터 예약 

가능), 참가비 결제(3일전까지)

요금 : 5,000원

단체 맞춤형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교구체험과 초 w 등학생 이상

이 체험할 수 있는 자연체험으로 운영

소요시간 : 2시간 이내

요금 : 교구체험 1,500원, 자연체험 4,000원

선박탐방

배를 타고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을 출발하여 하구의 

울타리섬들을 둘러보며 하구지형, 조류, 식물, 서식환경 

설명, 생태해설 등을 듣는 프로그램

운영 일시 : 토요일, 일요일 3회 운항(11:00, 13:00, 15:00)

요금 : 성인 11,000원, 초·중·고 8,000원, 유치원생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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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에코버스
낙동강변	생태공원과	선착장	등	주요	생태관광거점을	경유하는	‘에코버스’.		

그동안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가	다소	불편했던	낙동강변	힐링	여행지를		

이제	에코버스로	보다	쉽고,	더욱	즐겁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코버스	승차권	1장이면	하루	종일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북구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룡성(덕천점) 금곡대로17 337-9008

폴라렉스뷔페 만덕대로23 337-8995

황산 금곡대로285번길13 361-2333

북경의자전거 용당로5번길14 902-8282

대웅초밥 낙동대로 1682 332-1446

지리산옻닭 사상로579 304-5575

대구돼지국밥 금곡대로 441 361-0608

신라갈비 기찰로7 336-7700

복천초밥 금곡대로 16 338-1197

궁채
만덕대로 23, 6층 
(뉴코아) 

335-3005

사상구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윤가네 멸치국수 백양대로 953 312-9310

돌쇠 깍두기 가야대로 273 313-1077

호포장어구이 광장로28 321-0707

예향 동주로 6-5 316-9965

사상꼬리집 사상로 233번길 38-3 323-3146

모·닭·불 광장로 37번길 33 303-0993

합천일류 
돼지국밥

광장로 34 317-2478

칼국시대 콩과밭 광장로 89 315-3391

대궐안집 광장로 68 322-1223

할매제첩국
낙동대로1530번길 

20-15
301-5321

하동제첩국 낙동대로1518번길 33 301-7200

사하구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해주냉면 낙동대로324번길 5 291-4841

대티물꽁 낙동대로135번안길 15 203-4425

남해달인횟집 사리로56-1 292-8838

산해한정식 윤공단로 17 266-4400

추담골 낙동대로233번길 34 291-2422

대티물꽁 장림점 장림번영로 93 263-0907

한가정 낙동대로 256 203-2080

봉수대쉼터 다대동로 72-2 208 -0637

백두봉삼계탕 다대로 714-1 266 -1023

대가야 낙동남로 1404 204 -9090

황포돗대 다대로 706-2 261-9595

일마아구해물찜 괴정로 294 202-8919

진주냉면 괴정로 34 207-6555

복성반점 하신중앙로 289 291-7834

강서구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장어요리 낙동남로 682번길 94 941-5031

낙동강 오리알 상덕로 35-1 971-8873

만호횟집 르노삼성대로 602 271-4389

소희네집
가덕해안로 1208번길 

2-12
971-8886

황금오리알 제도로 667 972-7755

죽전가 둔치강변길 144 971-8874

가야루 식만로 122 972-1190

대마등 르노삼성대로 574 208-6464

서부산 맛집
부산의	숨은	보물창고	서부산!	

이곳에서	만나는	즐거움은	음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가득한	서부산	맛집으로의	여행,	떠나볼까요?

Nakdong Eco Bus West Busan Food

승차권 구입 탑승 시 운전기사로부터 선착순 구입

요금 안내  성인 7,000원(10인 이상 5,000원), 청소년 5,000원, 소인 3,000원 

	※	KTX	할인	없음,	청소년	소인	단체	할인	없음

운행 시간  사상역 첫차 오전 9시 출발,  사상역 막차 오후 6시 출발(11월~4월 : 오후 5시 30분)

배차시간 간격 30분(19회 운행, 11월~4월 18회)

소요시간 약 1시간 40분   탑승 안내 사상역(4번 출구), 덕천역(10번 출구), 수정역(2번 출구)

운행 노선

이용 시 주의사항

※ 매주 월요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행)

※ 운행 중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창밖으로 몸이나 손을 내밀지 마세요.

※ 음식물 반입 및 반려동물 탑승을 금지합니다.

※ 차량정체로 인해 도착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상역

사상역

부산서부시외
버스터미널

구포역 구포시장 덕천역 수정역 롯데마트
화명점

부산어촌민속관	
[기후변화체험관]

화명생태공원 
[야외수영장]

화명생태공원
[수상레포츠타운]

삼락생태공원	중앙광장
[수상레포츠타운]

삼락생태공원	연꽃단지
[야생화체험장]

을숙도
문화회관

을숙도선착장
[낙동강생태탐방선]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아미산
전망대

노을정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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