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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스탬프 생활 ★

제1코스

종교힐링투어

제2코스

생태힐링투어

제3코스

핫플공간투어

회동수원지 
땅뫼산황토숲길

황토숲길 갈맷길 8코스 스탬프함

회동수원지 상현마을
상현마을 갈맷길 스탬프함

금정북파크
안내 데스크

요산문학관
안내데스크

홍법사
1층 종무소

한국이슬람교부산성원
성원 내부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1층 안내 데스크

두구동

선동

노포동

구서동
오륜동

회동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남산동

장전동

SNS에	스탬프	인증	사진	업로드	시	추첨을	

통해		금정관광	기념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해시태그     #금정구구석구석스탬프투어	

#슬기로운스탬프생활

SNS 

  페이스북 or  인스타그램

SNS 이벤트

※  1인당 하나의 도장판으로 1회만 지급 가능, 
소진 시 다른 기념품으로 대체 증정

스탬프투어 즐기는 순서

  1개 코스 완료 시 5천원 기프티콘

  2개 코스 완료 시 1만원 기프티콘

  3개 코스 완료 시 2만원 기프티콘

금정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스탬프투어	 	지도	신청	 	지도	다운로드	혹은	신청

관광지	투어	후	도장판에	스탬프	찍기

금정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스탬프투어		 		완료인증하기

스탬프 도장판 받기

투어 완료 인증하기

1

관광지에서 스탬프 찍기2

3

스탬프투어	코스	한눈에 보기

범어사 오륜대한국순교자 
박물관

한국이슬람교부산성원 홍법사

회동수원지  
땅뫼산황토숲길

회동수원지  
상현마을

금정산 금정산성광장

금정북파크 요산문학관 디오티미술관 킴스아트필드미술관

☎ 금정구 문화관광과 051)519-4081



◦ 종교힐링투어 ◦ ◦ 생태힐링투어 ◦ ◦ 핫플공간투어 ◦

금정구	범어사로	250범어사 

남도 3대 사찰로 한국 불교계의 중심지 중 하나. 신라 

제30대 문무왕 18년(678년) 창건, 흥덕왕 때 중건했다. 

대웅전은 범어사 대표 건물로 우리나라 목조건물의 진수를 

보여준다.

문의  051)508-3122/3636

운영 시간  09:00~18:00
대웅전 종루 옆마당(기와불사)

스탬프 위치

한국이슬람교부산성원 

부산 유일의 이슬람 성지로 국내외 무슬림을 위한 신앙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 방문할 경우 

조용히 참관도 가능하며 무슬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문의  051)518-9991

운영 시간  10:00~18:00

금정구	금단로	113-13

성원 내부

스탬프 위치

홍법사 

대한 불교 조계종 홍법사 는 불교의 생활 화, 현대화 에 

힘써 온 사찰이자 생활불교센터이다. 높이 21m의 국내 

최대 좌불상 아미타대불을 만날 수 있으며 불교대학과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이다. 법당 주변 숲길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51)508-0345

운영 시간  09:00~18:00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1층 종무소

스탬프 위치

회동수원지 땅뫼산 황토숲길 

금정구	오륜대로	258	일원

1964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45년 만에 개방된 

회동수원지는 역사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다. 

땅뫼산 황토숲길을 따라 캘리그래피존, 피크닉존 등이 

형성되어있다.

황토숲길 갈맷길 8코스 스탬프함

스탬프 위치

회동수원지 상현마을 

귀여운 신선4명이 반갑게 관람객을 맞는 상 현 마 을은 

회동수원지 수변길 산책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상현마을 갈맷길 스탬프함

스탬프 위치

금정구	선동	308

금정구	금성동	682번지금정산성광장 

365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민광장으로 포토존 등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도 있다.

문의 051)519-4081

광장 입구

스탬프 위치

금정구	동문로	38금정산(동문) 

'한 마리 금빛나는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 와 산마루 우물 속에 놀았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18,845m)과 주봉인 고당봉(801.5m)이 있는 부산의 

진산이다.

금정산 동문 갈맷길 7-1코스 스탬프함

스탬프 위치

금정구	금샘로	35디오티미술관 

소정마을길에 위치한 사립미술관으로 다양한 장르, 소재를 

다룬 작품 을 전시하고 있으며 관 련 프 로 그램을 운영 

중이다.

문의  010-3191-8480

운영시간   화~토 11:00~18:00 

(월, 명절 휴무)
안내 데스크

스탬프 위치

금정구	팔송로	60-6(남산동)요산문학관 

요산 김정한 선생 의 문학 정신과 삶을 기리는 공 간. 

문학관을 다 둘러 본 뒤에는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읽어도 좋고, 2층 테라스로 나서면 한옥과 어우러진 푸른 

정원을 더 가까이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51)515-1655   관람료  1,000원

운영시간   화~일 10:00~17:00 

(월요일 및 국경일 휴관)
안내 데스크

스탬프 위치

금정북파크 

책을 테마로 한 도심 속 실내 공원을 표방한 작은 도서관 

으로 일반 도서를 비롯해 6,9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운영시간   화~금 10:00~21:00,  

토 10:00~19:00

금정구	중앙대로	1621,	2층

안내 데스크

스탬프 위치

금정구	죽전1길	29킴스아트필드미술관 

비영리 사 립미술 관 으 로 전시뿐 만 아 니라 문 화 예 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금정산성 일원에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51)517-6800

운영시간   화~토 11:00~17:00  

(정확한 시간은 전화 문의)
안내 데스크

스탬프 위치

1 2 3																								제										코스 																								제										코스 																								제										코스

금정구	오륜대로	106-1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1982년 설립한 가톨릭교회 

박물관으로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들어와 뿌리내리기까지, 

순교자 들의 유물과 유품, 가 톨릭교 회 역사 와 관 련된 

자료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문의  051)583-2923   관람료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운영 시간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16:00까지 입장)

휴무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1층 안내 데스크

스탬프 위치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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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2020 금정구 구석구석 스탬프투어의  

 개 코스를     번째로  

완주하였음을 인증합니다.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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