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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금정!

부산 금정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청춘의 젊음이 공존하는
금정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즐겨보길, 핫플•문화공간 투어
부산대 젊음의 거리

금정산성문화체험촌

부산의 젊음이 모두 모이는 거리다. 도시철도 부산대역에서 부산대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청춘들의 꿈, 열정, 자유가 가득 차 있다. 각종 공연, 전시 등 문화 행사를
비롯해 플리마켓 등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으며, 촘촘하게 이어진 골목마다 맛집,
아기자기한 카페 등이 모여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 부산대역 문화나눔터와
온천천 어울마당에서는 버스킹, 공연, 그리고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젊음의
열기로 가득하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전통음식 만들기, 천연염색, 농작물 수확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주소 죽전2길 42(금성동)
체험비 프로그램별 별도(문의 요망)
문의 051-513-6848
홈페이지 http://sanseong.alltheway.kr

산성도예
도자기 장인들에게서 전통 도예의 멋에 대해
배우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서동미로시장

주소 중리1길 38(금성동)

‘아름다운 길(�路)’이라는 의미이자 골목마다 형성된 상권이 미로처럼 이어진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과 다양한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 시장의 특별함을 더한다.
주소 서동로 141번길 16(서동)

체험비 개인 20,000원,
10인 이상 단체 15,000원
문의 051-517-8376
홈페이지 www.산성도예.kr

문의 051-527-8196

홈페이지 www.sdmiro.net

금정산성막걸리
500년 전통 금정산성막걸리의 역사와 제조
과정 및 원리에 대해 배우고, 전통 방식을 통해
직접 막걸리를 빚고 시음할 수 있다.
주소 산성로 453(금성동)
체험비 누룩 딛기 10,000원,
막걸리 빚기 20,000원
※ 5인 이상 예약 가능

문의 051-517-8376
홈페이지 www.산성도예.kr

부산대 북문골목

허브랑 야생화

부산대 북쪽에 위치한 맛집 골목으로 ‘북맛골’
이라고도 부른다. 2~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20여 개의 밥집이 모여 있다. 가까이에는
1978년 개장한 장성시장 중심으로 독립서점,
채식카페 등 개성있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금정산 편백나무 숲과 자작나무 정원에서 허브
심기, 화분 데코 체험, 샌드페인팅, 테라리움 등
다양한 자연 힐링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주소 금강로 321번길 61(장전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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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북문로 73(금성동)
입장료 5,000원(체험비 별도)
문의 051-515-0130
홈페이지 www.herbr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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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보길, 핫플•문화공간 투어
장전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거점공간인
장전생활문화센터는 북카페, 멀티미디어가
구비된 동아리실, 공유부엌 등으로 구성
되어 주민들에게 일상 속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금정문화회관

서동예술창작공간

2000년도에 개관한 금정의 대표 문화
시설로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상시 운영된다.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문화
예술창작공간. 작은도서관, 갤러리,
북카페, 창작실 등의 시설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으며 비정기적
으로 공연 및 전시도 운영한다.

주소 체육공원로 7(구서동)
문의 051-519-5651
시간 09:00~18:00

주소 서동로 149번길 8(서동)
문의 051-525-6262
시간 10:00~18:00
(*일~월요일, 공휴일 휴관)

주소 금강로335번길 27(장전동)
문의 051-581-4116

• 부산대역 문화의 거리 •
부산대역 문화나눔터
부산을 대표하는 청년문화의 공간으로 거리버스킹, 인디밴드 공연, 플리마켓 등
색다른 청년문화행사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 젊음의 기운이 가득하다.
주소 부산대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킴스아트필드미술관

디오티미술관

금정산성에 위치한 비영리 사립미술관
으 로 한 국 인의 성 씨 중 가 장 많 은
‘김(Kim)’에 모두 함께 즐긴다는 의미를,
‘아트필드’에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DOT미술관은 ‘삶과 예술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 3월 설립된 미술관
으 로 소정마 을 길에 위치하고 있다.
디오티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장르, 소재를 다룬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주소 죽전1길 29(금성동)
문의 051-517-6800

주소 금정구 금샘로 35(장전동)

시간 화~토 11:00~17:00

문의 051-518-8480

(일~월요일, 공휴일 휴관)
※방문 전 문의 요망

시간 화~일 11:00~18:00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연휴

온천천 어울마당
222㎡ 크기의 야외공연장에서 대학생
들과 지역의 청년 예술가, 주민들이
모여 가슴 뻥 뚫리는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인다.
주소 부산대 지하철역 3번 출구
온천천 부근

휴관) ※방문 전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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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보길, 종교·역사힐링 투어
범어사

한국이슬람부산성원

금정산에 위치한 사찰.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시절 다시 중건하였다. 영남 3대 사찰로서 오랜 역사와 수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1980년 건립된 이슬람 성지로 이슬람 신자들의 교류의 장이자 쉼터로 기능하며,
이슬람 체험 프로그램, 강연 등을 운영한다.

주소 범어사로 250(청룡동)

문의 051-508-3122

홈페이지 www.beomeo.kr

주소 금단로 113-13(남산동)
문의 051-518-9991(※ 단체 방문 시 예약 필수)
홈페이지 islambusan.org

홍법사
높이 21m의 국내 최대 좌불상 아미타
대불을 만날 수 있는 생활불교센터. 법당
주변 숲길에서 자연을 즐기기 좋으며 불교
대학과 템플스테이도 운영하고 있다.

더 알차게 즐기는 범어사
범어사 템플스테이 수행자들의 일상을 경험, 참선을 통한 사찰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문의: 051-508-5726)

주소 두구로 33번길 202(두구동)
문의 051-508-0345

천주교 오륜대 순교자 성지

홈페이지 www.busanbuddhism.net

1868년 순교하신 여덟 분의 신자 묘소가 안장되어 있고, 한국의 중요한 순교 성인
26위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순교자 천주교 성당이 있는 곳. 미사와 강론을 통하여
순교자 정신의 계승에 힘쓰고 있다.
주소 오륜대로 106-1(부곡동)

황산도 금정장원길
황산도는 동래를 출발하여 부곡동(십휴정
기찰), 하정마을(소산역), 양산 물금을
지나 밀양으로 이어지는 천년 옛길로 조선
후기에는 동래 휴산역, 금정 소산역, 양산
황산역 등 16개의 역이 있었다. 이 길을
따라 영남지역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치르러 떠났고, 보부상과 장꾼들이 전국을
오갔다. 현재 하정마을 소산역터를 활용한
테마거리와 황산도 금정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문의 051-515-0030

홈페이지 www.oryundae.com

도시철도 남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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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도 금정쉼터

상현마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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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보길, 종교·역사힐링 투어
금정산성

부산대학교 박물관

길이 18,845m, 총면적 8.2㎢에 달하는 금정산성(사적 제215호)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인 조선 숙종 29년(1703년)에 쌓은 국내 최대 규모 산성이다.
금정산성은 부산, 양산 등과 맞닿아 시민 휴식공간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많은 등산객들이 몰려든다. 탐방객은 연간 약 312만 명이다.

1964년에 개관한 부산대학교 내부에 위치한
박물관. 1층은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총 650여 점의 유물이, 2층은 가야 시대의
역사 유물 37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 내(장전동)
문의 051-510-1838
시간 09:00~17:00(*일요일, 공휴일 휴관)

범어사 성보박물관
범어사 및 범어사 말사의 불교문화재를 연구,
보관,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삼국유사 등 국가
지정문화재 6점을 포함한 62점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주소 범어사로 250(청룡동)
문의 051-508-6139
시간 09:00~17:00(*월요일, 설 · 추석 휴관)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금정산성마을
금정산 해발 400m 분지에 자리한 죽전, 중리, 공해 마을을 일컫는다. 해발
500~600m 높이의 금정산 능선이 마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으며, 금정산의 맑고
푸른 자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특히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평지보다 평균 기온이
2~3도 정도 낮아,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1982년 설립한 가톨릭
교회 박물관이다. 순교자의 유물, 교회자료, 민속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 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주소 오륜대로 106-1(부곡동)
문의 051-583-2923
시간 10:00~17:00
(*월요일, 1월 1일, 설 · 추석 휴관)

홈페이지 http://oryundaemuseum.com

요산문학관
부산의 대표 문인 요산 김정한 선생(1908~
1996)을 기리기 위해 개관한 문학관. 선생의
육필 원고, 직접 쓴 낱말 카드, 식물도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팔송로 60-6(남산동)
문의 051-515-1655
시간 10:00~17:00(*월요일, 국경일 휴관)
홈페이지 www.yo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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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보길, 생태힐링 투어
회동수원지길

• 회동수원지 2배
2배로
로 즐기기 •

총 넓이 2.17㎢, 1,850만 톤의 저수량을 품고 있는 생태힐링 1번지이자, 풍경이
아름다운 힐링 명소. 2010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돼 맑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땅뫼산 황토숲길, 생태탐방로·대숲길 등 산책로가 조성되어 고마운 휴양처가
되어 준다. 파란 하늘과 투명하게 빛나는 호수를 따라 피톤치드 가득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개운해지며, 운이 좋으면 수달, 청설모, 다람쥐, 멧비둘기 등
동물들을 만나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상현마을

신선 캐릭터와
인증 사진 찍기

회동수원지 여행을 기념하기 위한 인증
사진을 찍고 싶다면 상현마을을 찾자.
귀여운 신선 캐릭터 조형물과 배경으로
펼쳐지는 회동수원지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다.

생태탐방로·대숲길

전망보며
걷기

황토숲길에서 부엉산 전망대까지 이어
지는 2km 구간으로 수변길의 빼어난
풍광과 아홉산 전망까지 품고 있다.
생태탐방로를 따라 걸으면 160m 길이의
대숲길이 펼쳐진다.

코스
상현마을 오륜대전망대 생태탐방로
(부엉산전망대) ·대숲길

땅뫼산
황토숲길

회동댐

소요시간 거리 5.9㎞, 약 2시간
생태체험지도사와 함께 회동수원지의 숨겨진 생태자원을 투어할 수 있다.
문의 051-519-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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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의 보고,
동식물 찾기

옛 선비가
되어보기

오륜대

오륜대는 조선 시대 주자학을 공부하던
선비들이 머물렀던 곳이자 아름다운
절경으로 손꼽히는 장소. 이곳에서 옛
선비들처럼 자연 풍류를 즐기는 것도
회동수원지의 또 다른 재미다.

땅뫼산 황토숲길

맨발로
황톳길 걷기

회동수원지를 산책하느라 발에 열이
올랐다면 땅뫼산 황토숲길에서 맨발로
시원한 황톳길을 걸어 보면 어떨까?
황토는 체내의 독소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자연체험학습장
회동수원지에는 수달가족과 참갈겨니가
살고 있다. 철새들의 서식지이자 자연
생태의 보고인 회동 수원지 자연체험
학습장에서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
보자.
걸어보길, 생태힐링 투어 • 15

걸어보길, 생태힐링 투어
18,845 금정산성길

윤산둘레길

오랜 역사의 금정산성길 18,845m를 따라 걸으면서 금정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길. 4대문이 복원됨과 동시에 트래킹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해발 317m의 윤산을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길로, 길을 따라 오르면 부산 최초의
생태숲을 만날 수 있다.
동쪽은 수영강을, 서쪽은 온천천을 끼고
있으며 전망대에 오르면 회동수원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온천천길
남산동에서 발원하 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를 흐르는 도심 하천을 따라 조성된
길.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분되어
있어 산책코스로서 손색이 없다.

추천코스
➊ 범어사 버스정류장~북문

➎ 마을회관~서문(1.6㎞, 30분)
➏ 마을회관~산성고개(1.2㎞, 30분)
➐ 산성고개~북문(4.5㎞, 2시간)
➑ 산성고개~파리봉~공해마을

(2㎞, 1시간)

➋ 북문~고당봉(1㎞, 40분)
➌ 고당봉~미륵사~임도(1.5㎞, 50분)
➍ 북문~마을회관(3.5㎞, 1시간)

수영강 상류 누리길
노포역에서 두구교를 거쳐 선동상현마을
까지 이어지는 길로 총 6.1㎞이다.
그린벨트 내 조성된 친환경 산책로인 만큼
봄에는 벚꽃과 유채꽃, 가을에는 오색의
단풍나무 등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강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 길, 운동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사시사철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

(6.3㎞, 3시간)

갈맷길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와 ‘길’의 합성어인 갈맷길은 부산의 대표 걷기길로 총 9개의
코스가 있다. 그중 7코스와 8코스가 금정으로 통한다.

두구동 연꽃소류지
두구동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1827년 조성된 저수지다. 1995년 한 주민이
이곳에 연꽃 씨앗을 파종한 후 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해 장관을 이룬다. 2003년에는
백련을 식재해, 여름이면 빨간색, 하얀색 꽃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분홍빛 꽃밭을 연다.

7-1코스
(9.3㎞, 4시간)

성지곡수원지

만덕고개

남문

동문

7-2코스
(13㎞, 5시간)

동문

북문

범어사 스포원파크 상현마을

8코스
(17.2㎞,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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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마을

회동수원지

민락교
걸어보길, 생태힐링 투어 • 17

걸어보길, 생태힐링 투어
금정산

스포원파크

‘한 마리 금빛 물고기가 하늘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산마루 우물에서 놀았다’고
해 금정산이라고 전한다. 주봉인 고당봉의 높이는 801.5m이며, 울창한 숲과 맑은 물,
독특한 기암절벽이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름났다. 완만한 산책로부터 암벽
등반까지 다양한 산행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공원’과 ‘개방’의 개념을 도입한 신개념 공원형 경기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경기장을 비롯해 가족산책공원, 잔디광장, 인공연못과 음악분수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내외 각종 경기 시 경기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가 선용
및 휴식 공간이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주소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두구동)

홈페이지 www.spo1.or.kr

고당봉
금정산 의 주 봉이며 높이
801.5m에 자리하고 있다.
19 9 4 년 12 월 에 세 웠던
고당봉 표석비는 낙뢰를 맞아
북 문 탐 방지원센터 앞으 로
위치가 옮겨졌고 지금의 자리
에는 새 표석비가 건립됐다.

금샘

금정산성 광장
2015년 금정구 금성동 682번지 일원에 금정산 내방객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금정산성광장은 5,513㎡의 천연잔디 광장과 총 84면의 무료 개방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금정산과 금정산성을 찾는 방문객들의 집결장소와 각종 문화행사 및 단체행사의
개최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주소 금성동 682번지 일원

문의 051-519-4084

고당봉의 남쪽에 솟은 바위
정수리에 자리한 우물이다.
금빛 물고기 한 마리가 내려와
놀았던 우물이라 해 ‘금샘’
이라고 불린다. 물이 마르지
않는 신비한 샘이라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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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선 따라 코스별 금정구 명소
두구동 연꽃소류지

홍법사

금정문화회관

노 포

회동수원지

구 서

1번 출구 금정구 2-2번 버스
선두구동주민센터 하차

1번 출구 금정구 2-2번 버스
조리경로당 하차

2번 출구 도보 8분

스포원파크

땅뫼산 황토숲길

2번 출구 금정구3-1번 버스
회동수원지입구 하차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장 전

4번 출구 금정구 5번 버스
오륜본동마을 하차

1번 출구 금정구 2-2번 버스
금정체육공원 하차

요산문학관

범어사

부산대 젊음의 거리

범어사

4번 출구 금정구 5번 버스
오륜대순교자성지.박물관 하차

금정산성

부산대

1번 출구 도보 10분

7번 출구 90번 버스
매표소 하차

부산대역 일원

범어사

부산대 후문 금정산성길
(온천장역에서 203번 버스 탑승 가능)

동래

서동예술창작공간

한국이슬람부산성원

서동미로시장

서 동

두 실

8번 출구 도보 10분
22 • 금정구테마안내맵북

1번 출구 도보 8분

1번 출구 도보 10분
지하철 노선 따라 코스별 금정구 명소 • 23

금정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문화재
범어사 대웅전

금정산성 동문

보물

지금의 건물은 1614년(광해 6년)에 묘전 화상이 세우고
1713년(숙종 39년)에 흥보 화상이 다시 수리한 것이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기둥의 두공과 처마의 구조가 아름
다워 조선 중기 불교 건물의 본보기로 가치를 인정
받았다. 부산의 대표적인 목조건물로 평가받는다.
주소 범어사로 250(청룡동)

범어사 삼층석탑

보물

주소 범어사로 250(청룡동)

주소 범어사로 250(청룡동)

북 쪽으 로 고당봉 이 정면으 로 보이고 남쪽으 로는
백양산이 보인다. 평거식문으로 문 폭은 290㎝, 높이는
280㎝이며, 육축의 폭은 480㎝이다. 문의 상부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지붕의 단층 문루
이다. 남문의 상부 주변에는 여장이 복원되어 웅장함을
갖추고 있다.

금정산성 북문

범어사의 일주문이다. 모든 법과 진리가 갖추어져 일체가
통한다는 법리가 담겨 일명 삼해탈문(三��門)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는데,
조계문은 일렬로 나란히 선 기둥이 특징이다. 다포계
양식의 맞배집으로, 옛 목조건물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주소 범어사로 250(청룡동)

사적

북문은 다른 성문보다 작으나, 역사적 의미가 깊은 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범어사 3월 만세 운동
(1919년) 거사를 위해 기미독립선언서와 독립운동
관계 서류를 가지고 경부선 물금역에 내려 금정산
고당봉을 넘어 청련암으로 온 통로였다고 전해진다.
주소 금성동 산1-1

천연기념물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등나무 군락지다. 6만여 ㎡
규모에 500그루가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등운곡
이라고도 불린다. 등나무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희귀한
일로, 생태학적 연구 자료로서 의미가 있어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6호로 지정되었다.
주소 청룡동 산2-1 일원

사적

주소 금성동 산69

보물

범어사 등나무 군락

사적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구포, 김해 방면으로 왕래한 성문이다. 좌우에
폭 4m, 길이 5m, 높이 5m 규모의 적대가 복원되어
있으며, 북측 대천천의 수문이 있는데 금정산성에서
유일한 것이다. 서문의 초루와 성곽이 견고하고 아름답다.

금정산성 남문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 일연이 고구려·신라·백제
의 기록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단군조선부터 가락(가야)
까지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다. 범어사에는 권 4-5를
소장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전인 1512년(중종 7년)
경주에서 개판된 것으로 추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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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성 서문

주소 금성동 133

국보

범어사 조계문

금정산 주능선의 해발 415m의 고개에 위치하고 있
다. 홍예식문이라고도 불린다.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팔작지붕의 단층문루이며, 문 폭은 300㎝, 홍예의
높이는 340㎝이다. 금정산을 품은 전망이 뛰어나고,
주민들이 오가기 쉬워 금정산성의 으뜸 관문으로 꼽힌다.
주소 금성동 산41-2

『범어사 사적기(梵魚�事蹟�)』에 따르면 신라 말기
(9세기경) 흥덕왕이 세웠다고 전해진다.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높이 4m,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탑을
쌓았다. 기단 면석 상하에 버팀기둥인 탱주 대신 안상을
새긴 점이 부산에서는 보기 드물어 보물로 지정되었다.

삼국유사

사적

금정산성 장대

사적

장대란 전투 시 지휘가 용이한 지점에 지은 장수의
지휘소다. 산성 중앙에 솟은 구릉 정상(해발 475m)에
세워졌다. 1703년(숙종 29년) 건립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며, 19세기 후반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증 절차를 거쳐 2009년 금정구민의 날에 복원되었다.
주소 금성동 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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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공항 → 금정구

문화관광해설사의 심도 있는 해설과 함께하는 주요 관광명소 투어

범어사

운영 월~일, 10:00~17:00

➊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역 사상역에서 도시철도 2호선 환승
서면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 환승

탐방시간 1시간

전화번호 051-508-3724

오륜대한국
순교자박물관
금정산성
(동문/북문)

운영 수~일, 10:00~17:00

탐방시간 1시간

전화번호 051-583-2923
운영 토/일, 10:00~17:00

탐방시간 1~2시간

전화번호 051-888-6875

➋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역 사상역에서 도시철도 2호선 환승
서면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 환승 온천장역에서 급행버스 1002번 환승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고속버스)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시외버스)

금정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운영 토/일, 10:00~12:00

여수, 구미, 인천국제공항, 광양, 원주, 진주, 창원, 마산, 울산,
포항, 경주 등

시내버스

금정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하는 회동수원지 생태관광투어

회동수원지

주요 노선
당진, 의정부, 서울, 동서울, 인천, 성남, 청주, 세종, 대전, 대구,
일반고속 대구완행, 경주, 전주, 광주, 여수, 순천, 용인 등

버스

탐방시간 1시간

일반버스 50번

일반버스 148번

범어사역
두실역
부산종합버스터미널(노포역)
서동고개
명장정수사업소
금정구청•부산가톨릭대
모라주공아파트(북구)

일반버스 301번

부산종합버스터미널(노포역) 범어사 입구 남산동농협
부산대학교 정문
부산대역 금정문화회관
브니엘
고등학교

급행버스 1002번

부 산종합 버스터미널(노 포역)
편들마 을(양산)
범어사역 금정구청•부산가톨릭대 부곡시장 센텀
초등학교(해운대구)

전화번호 051-519-4084

금정구 역사테마여행 부산시티투어
회동수원지, 범어사가 포함된 부산시티투어버스 노선이 운행된다. 정차시간동안
회동수원지 숲체험과 범어사 사찰투어를 통해 금정구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다.
운행방법 사전예약제로 운영(www.citytourbusan.com)
※ 8명이상, 10일전 예약 시 운행 확정

주요 노선
두구동 입구 부산종합버스터미널(노포역)
금정구청•부산가톨릭대 봉우아파트

봉우아파트
범어사역

마을버스

노선
부산역
(10:00 출발)

동래읍성

부산역
(17:10 도착)

동래온천

회동수원지
(중식)

버스
금정구1번
금정구2-1번

범어사

금정구2-2번
금정구3번
금정구3-1번

관광안내전화번호

금정구5번

산성공해마을
범어사역

금정도서관

범어사역
구서역

주요 노선
금성동주민센터
부산종합터미널(노포역)

부산외국어대학교

선동상현마을

금정체육공원

남산역

회동수원지 입구

범어사역

부산가톨릭대학교
장전역 4번 출구
회동수변산책로·황톳길
성지·박물관

오륜대순교자

안내소
부산종합관광안내소(남포동)

전화번호
051-253-8253

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051-502-7399

부산역관광안내소

051-441-6565

금정구6번

금사역
금사공단·금사동탑마트
신동아아파트
서동시장
온천장역
회동동

관광불편신고센터

051-861-1101

금정구7번

부산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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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5-1번

부산대역
금정구청

장전역 4번 출구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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