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 쇼핑

주요관광지
민락수변공원
E7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지
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닥에는 컬러 블
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집, 벤치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바다를 바라보
며 각종 행사도 관람할 수 있는 스탠드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배모형 야외무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규모가 큰 회센터가 있
어 저렴하게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으며
공영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안대교

광안대교는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
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을 잇는
총연장 7.42㎞의 바다를 가로 지르는
국내 최대의 해상 복층 교량이며,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조명
시스템이 구축되어 10만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경관 조명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광안대교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F6

수영로터리 곱창골목

F1963

F1963은 기존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던 공장
건물의 형태를 유지한 채 공간별 용도에
맞추어 리노베이션된 재생건축이다.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시작으로 테라로사,Yes24
중고서적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피카소전,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 각종 전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복합문화 공간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치 : 부산광역시수영구구락로123번길20

B5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F4

부산을 해양메카로, 수영구를 해양도시 중심
으로 이끌어 갈 해양레포츠센터는 이용객에게
행복하고 신나는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광안리
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앞에 해양레포츠센터를
설치하였다. 바다와 레저를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해양레포츠센터는
2011. 4. 15.일 개소하였고, 2018년 6월 리모델링
하여 요트, 윈드서핑, 카약,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체험할 수 있다.

수영팔도시장

C5

B5

부산에서는 거의 유일한 소 곱창 골목이며,
역사도 30년이 넘었을정도로 전통이 오래
되었다. 골목길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약 10
여개소의 가게가 형성되어있다.

수영사적공원 주변에 위치한 수영팔도시장은
30년 전통의 시장으로 쾌적한 아케이드와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민락회촌
민락해변공원

E6

E5

민락동 방면으로 해수욕장의
끝에 위치하며 야외상설무대
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넓은 데크와 녹지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남천해변공원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은 양질의 모래사장과 반달모양의 넓은 백사장, 사계절 다양한 축제, 버스킹 공연이 있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즐겨찾는 부산의 대표 해양관광명소이며, 해상에는 광안대교가
아름다움을 더한다. 주변에는 제각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스토랑, 카페 등과 진미를 자랑하는
음식점, 생선횟집이 모여 있다. 총면적 82,000㎡, 사장길이 1.4㎞, 사장폭은 25~110m이다.

광안비치랜드

E6

F4

주소: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성로43

수영동 수영교차로에서 북쪽으로
B5
200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수영사적공원은 조선시대 동남
해안을 관할했던 수군군영인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자리다. 이 공원 안에는 시지정
유형 문화재인 수영성남문,
시지정 기념물인 25의용단을
비롯하여 수영야류 등 무형문화재 4종, 곰솔, 푸조나무 등 천연기념물 2종,
안용복 장군 사당 등 비지정 문화유적이 있으며, 이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있다.

수영성마을박물관

B6

바다빛 미술관
(샤를 드 모 作)

금련산
디지테이션
(백남준 作)

빛의 메시지
(제니홀쳐 作)

섬으로 가는 길
(심문섭 作)

은하수바다

(얀카슬레 作)

생명의 원천

C2

(장피에르 레노 作)

수영구의 변천사를 볼수 있는
박물관에는 수영동 주민들이 기
증한 생활문화자료들이 전시되
어있다. 또한 마을박물관 벽면
에는 수영동의 풍경과 민화를
재해석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금련산
등산안내도

좌수영 수군의 군신목으로 나무의 높이는
27m, 둘레는 4.5m이며 수령(나무나이)이
400년 이상 된 고목으로 수영사적공원 입구인
수영성 남문에서 10m떨어진 곳의 보호철책
울타리 안에 있다. (천연기념물 제270호)
※ 곰솔은 소나무과로 잎이 소나무잎보다
억세기 때문에 곰솔이라고 부른다.

B5

푸조나무

B5

B5

B5

A5

수영성 남문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성의 남문에 세워져
있던 홍예(아치)형 성문으로 수영사적공원
입구에 있으며, 그 양측에 돌로 새겨진 박견
(拍犬)이 무지개형석 주위에 놓여있다.
※ 박견(拍犬) : 조선개를 말하며 도둑을
지키는 개를 성문앞에 둔것은 왜구의
동태를 감시하던 수영성의 임무를 나타냄.

B5

시지정문화재자료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
C6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우다 전사한 25인의 성민과 수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1853년 (철종 4년)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사적공원내에 의용제인비를 세우고,
그 앞에 의용단을 마련하여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렸다. 2001년 3월 사당 건립 및 정화 사업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매년 음력 9월 마지막 정(丁)일에 제향한다.

정과정유적지

유형문화재

지금의 옥련선원(광남로257번길 58) 옛자리에 삼국시대부터
백산사가 있었으며 그때 마애불이 조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불상은 미륵불 좌상으로 조각 수법은 선각으로 섬세하고 정치
했으나 지금은 마멸되어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날 벼락이
쳐서 돌이 거꾸로 누워 현재 위치로 놓이게 되었다.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7호
「2001.5.16」
)

수사선정비
농청원들이 모내기 작업시 부르던 농요와 작업
내용을 재현한 놀이로 모심기 노래 등 벼농사와
관련된 농요가 함께 불려진다. 농청 (農廳)은 농부
들로 형성된 농사 협업체를 뜻한다. 놀이 과정은
풀베기소리, 가래소리, 모찌기 소리, 모심기소리,
도리깨 타작 소리, 논매기 소리, 소싸움, 칭칭소리로
구성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수영지신밟기
고려시대 문신(文臣)인 정서가 유배생활을 할 때
정자를 짓고 오이밭을 일구며 임금 을 그리워하는
고려가요인 정과정곡을 지은 곳이다.
정과정곡은 고려가요 가운데 작가가 확실한 유일한
노래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2003년도 정과정
유적지 조성계획을 수립, 기존의 정과정비와 자연석
(경암)을 공원 내로 이전하고 팔각정과 놀이마당,
벤치 등을 설치하여 문화재보호와 시민휴식공간
으로 조성 2007년 12월에 완공하였다.

수영야류
약 250년의 역사를 가진 수영야류는 정월대보름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던 마을 축제
의 한 형태이다. 양반, 영노, 할미·영감, 사자무의
4과장으로 이루어진 이 탈놀음은 타락한 양반
계층을 희롱하는 서민들의 놀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선정비는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에 근무했던
역대 수군절도사와 그들의 부관인 우후의 재임중
공덕을 칭송하는 뜻으로 세운 비다. 수영의 여기
저기에 세워 두었던 것을 2002년 수영사적
공원 안의 남쪽 언덕 아래에 옮겨 보존하고
있으며 총 33기가 있다.

점이대 Jeomidae
수영지신밟기는 250여 년 전부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호호를 돌며 마을의 태평과 주민들의
제액초복을 빌어 주던 의례이자 정월대보름날 행해
지는 수영 야류의 경비조달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
공원 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관리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2014. 1. 1」
)

선화 (禪畵)

무형문화재

조선 숙종때 동래수영 사람인 안용복장군이
두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한 왜인
들을 몰아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약 받아왔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수영 사적공원내에 1967년 10월에
충혼탑을 건립하였고, 2001년 3월에는 사당
(수강사)이 완공되어 후세인 들에게 영원한
교훈과 귀감이 되고 있다. 매년 양력 4월 18일
에 제향한다.

수영만의 멸치잡이 후리소리를 연희화한 놀이로
작업의 호흡을 맞추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르던 어업노동요며, 어방(漁坊)은 어민들로
형성된 어업협업체를 뜻 한다. 내왕소리, 사리소리,
가래소리, 칭칭소리의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수영농청놀이

25의용단
500년 이상된 느릅나무과의 오래된 나무로
서 나무의 높이는 17.2m, 둘레 8.5m이며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지신목으로 수영
사적공원 남문에서 서쪽으로 약 50m 정도
떨어진 보호 철책 울타리 안에 있다. (천연
기념물 제311호)

인근 약 30여개의 횟집에 신선한 활어를
제공하는 활어판매점을 중심으로 각종 농수
산물 등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고 특히
싼 가격의 활어를 판매하고 있다.

광안리불고기 골목

망미중앙시장

E4

B4

광안리해변 중간지점에 위치한 불고기집
골목은 20여년 넘게 광안리에서 명성을
쌓아온 부산언양불고기집을 비롯하여 현재
20개업소의 불고기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40년 전통의 절임배추로 유명하다. 절임배
추를 활용한 김치 제품의 시장공동브랜드를
‘아삭김치’
로 선정하여 다양한 김치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아삭김치축제, 아삭김치
북카페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남천동 빵집거리(빵천동)

남천동 횟집거리

G3

G3

자그마한 빵가게가 많은 남천동이라 빵천동
이라고 불린다. 오랜시간 주민들과 함께 해
온 든든한 토박이 빵집과 맛과 개성을 앞세
운 트렌디한 빵집이 함께 존재한다. 흐드러
진 벚꽃길을 걸으며 골목골목 빵 굽는 냄새
를 즐길 수 있다.

남천동 뉴비치아파트단지 입구에 위치한
횟집거리는 50여개소의 횟집이 있으며,
싸고 싱싱한 회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회타운내에 활어시장이 있어
주말에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다.

4.차없는 문화거리

4

2007년부터 광안리언양불고기
삼거리에서 만남의 광장(약800m)
구간 해변도로를 해수욕장 개장
기간 (7월·8월) 중 토·일요일 9시
부터 24시까지 차없는 거리로 조성·
운영하며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친다.

안용복장군사당

좌수영어방놀이
좌수영성지는 이름 그대로 좌수영성이 있던 터
이다. 좌수영은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영(慶尙左道
水軍節度使營)을 줄인 말로 조선시대 동남해안을
관할했던 오늘날 해군함대 사령부에 해당되는
군영이었으며, 현재는 수영 사적공원을 중심으로
일부유적만이 남아 있다.

광안리해수욕장 동편 민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300여개소의 민락동 횟집은 싸고
싱싱한 회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1

기타유적

좌수영성지

G3

수영구의 문화•예술축제

시지정기념물

곰솔

해발 415m의 금련산의 유래는 산의 모양이
연꽃 모양이라 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릴 때 황금색 금련화로
말미암아 불려지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KBS방송국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 얼음골약수터 및 체육시설
→ 부산여상(소요시간 : 1시간 40분)

문화유적
천연기념물

부산에서 낙동강 다음으로 길고
폭도 넓어 부산에서는 가장 넓은
유역평지를 가졌다. 강변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갈맷길, 자전거길,
공연장이 형성되어있으며, 수영
강변 예술의 거리에 조성된 국내
외 유명작가들의 유명한 조각
작품 5점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인근에 F1963, 수영사적
공원, 수영팔도시장이 있다.

수영강 & 산책로

영상 인터렉티브
B5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벚꽃길은 광안리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으며
건물사이에 활짝 핀 벚꽃의
아름다운 자태와 야경은 광안
대교와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특히 꽃이 떨어질 때에는 마치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듯한
광경이 환상적이다.

남천동 벚꽃길

광안리 놀이동산! 바이킹, 크레
이지 플립, 점핑보트, 범버카,
디스코팡팡, 트램플린, 동전
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나들이객이 많이
찾고 있는 놀이동산이다

수영사적공원

광안리해수욕장남천동방면으로
위치하며 해양레포츠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사랑의 프로포즈존, 야간
무빙프로젝트 조명과 함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광안대교와 더불어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한다.

F4

남천해변시장

E6

선화는 수행을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으로, 보유자인
박만식 [법명 성각 (成覺)]은 출가 전부터 화력
(畵歷)이 있었으며, 김해 동림사에서 선화를 익혀
선화에 매진한 이래 30년 가까이 꾸준한 선화를
제작하고 있다. 선화승으로서의 법맥과 선화 전승
계보도 분명하게 계승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9호「2013. 5. 8」)

좌수영 수군들이 바다와 나라를 지킨 전초기지
였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1998년 부산을
가꾸는 모임에서 이 비를 건립하였다.
이 대(臺)는 임진왜란 전부터 왜구의 침략을
살피던 군사 요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부산 바다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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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안리 어방축제

매년 8월초 피서철에 열리며,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젊음의 열기를 발산
하는 음악과 해양 스포츠, 공연 등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어촌의 민속을 주제로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 바다 빛 미술관, 테마거리,
활어가 아우러진 부산의 대표적 봄축제이다. 어방(漁坊)은 예로부터 어로활동이 활발했던 수영지방의
어업협동체를 일컫는 말로, 그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광안리어방축제"로 명칭을 정하고 매년
4월말에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

2. 수영전통민속예술제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민속공연 한마당
으로 수영 대표 문화재인 수영지신밟기, 수영농청놀이와
함께 주요 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등
을 비롯한 영남 일대의 전통민속 예술을 소개한다.

6.광대연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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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광안리에서 개최되는 연극제
로 야외 연극의 도시 광안리, 다수의
극단이 소재하고 있는 수영구만의
특성에 맞춰 광안리바닷가와 광안
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극공연과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3

7.부산세계불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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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말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며,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람
기록을 세우는 축제이다. '멀티미디어
해상쇼'라는 취지대로 매년 다양한
불꽃뿐만 아니라 화려한 레이저 쇼
등을 테마에 맞는 음악과 함께 선보
이며, 특이한 모양의 불꽃뿐만 아니라
초대형 불꽃도선보이는 축제로 유명
합니다.

3. 수영 전통 달집놀이
음력 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달집태우기와 강강술래 행사, 송액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
정월 대보름 달집놀이 행사를 재현하며 모든 재액을 태우고 새해의 복과 풍요를 기원한다.

해변테마거리

축제의 광장

젊음의 거리

해맞이광장

낭만의 거리

코스별 관광 & 시티투어

Tourist Map of Suyeong-gu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해양•문화•관광도시

수영강변e-편한세상

코스별 관광
추천관광코스
➊ 남천동벚꽃길 → 남천해변공원 →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 광안리해변테마거리 → 민락해변공원 → 민락수변공원
➋ 수영팔도시장 → 수영사적공원 → 수영팔도시장
→ 수영성마을박물관→ 수영사적공원

드라이브코스

코스트코
고려제강(키스와이어센터)

➊ 광안대교 → 남천49호광장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 황령산봉수대
➋ 광안대교 → 남천49호광장 → 남천동벚꽃길 → 광안리해변테마거리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수영구 도서관분관)

F1963

망미1파출소

산책코스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더샵파크리치APT

수영강산책길 → 민락수변공원 → 민락해변공원
→ 광안리해변테마거리 → 남천해변공원 → 남천동벚꽃길

수영강 동원로얄듀크

자전거 무료대여

수영사적공원
수영강산책길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수영성남문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금련산 415m

➊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앞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➋ 민락동 수변공원

센텀시티몰

수영성마을박물관

(신세계면세점)

수영팔도시장

N

수영역

해운대방향
승차
▶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하차)

센텀비스타동원APT

수영구

S

민락더샵센텀포레APT

위치안내도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시티투어 (051)464-9898 http://www.citytourbusan.com
출발시간 : 1일 15회 30분간격 운행(첫차 09:30, 막차 1630)
소요시간 : 2시간 10분
운행코스 : 부산역 ▶ UN기념공원 ▶부산박물관 ▶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 광안리해수욕장 ▶ 아르피나 ▶
마린시티 ▶ 동백섬 ▶ 해운대해수욕장 ▶ 센텀
시티 ▶ 영화의전당 ▶ 시립미술관 / 벡스코 ▶
평화공원 ▶ 광복로 ▶ 부산역(도착)

점이대

수영구보건소

부산원도심 스토리 투어
옥련선원 마애지장 보살좌상

수영구

○코 스 명 : 수영의 시간을 건너다
○집 결 지 : 수영지하철역 1번출구
○정기투어 : 매주 토, 일 13:00~15:00
○수시투어 : 주중 수시투어 (투어희망일 2주전까지 신청 필수)
○정기투어 : 매주 토, 일 13:00~15:00
○코
스 : 수영팔도시장 → 수영성남문 → 곰솔푸조나무
→ 안용복장군사당 → 25의용단 → f1963 → 고려제강기념관
○신
청 : https://bto.or.kr/renewal/06_visitor/z01.php

경동센텀메르빌
경동센텀메르빌

수영구민체육센터

센텀비치푸르지오APT

광안리 출발 ▶
� 주요관광지 교통

광안동 쌍용예가 디오션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부 산 역]
급행버스

광민지구대

황
령
산
터
널
(동
서
고
가
도
로
)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호텔런더너

지하철

파로스O/T

광남지구대

금련산벚꽃길

호텔
켄트호텔
캰트호텔
캰트

[김 해 공 항]
공항 해운대선 버스 금련산청소년수련원➝국제선청사 (약 42분 소요)

스타호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급행버스
1003번 (광안역➝중앙동) (약 39분 소요, 요금 1700원)
/ 일반버스 40번 (약 49분 소요, 요금 1200원)
지하철
2호선 광안역➝1호선 서면역 환승 부산역 하차 (약 48분 소요, 요금 1400원)
➝부산역에서 도보 약10~15분
순환버스
국제여객터미널➝부산역후문➝부산세관앞(연안여객터미널) ➝중앙역
➝크라운하버호텔➝부산역정문➝초량역 4번출구 ➝부산역후문
(국제여객터미널입구)➝국제여객터미널

관광호텔
관광호
관광호텔(예정지)
텔(예정지)

민락회촌

호텔호메르스

민락해안경비안전센터
호텔1

민락수변공원

수영구생활문화센터
브이관광호텔

민락해변공원

H-AVENUE
광안리점

✽ 요금(교통카드/현금) : (일반인 : 1,010/1,000원), (청소년 : 680/800원), (어린이 : 26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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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운드호텔

투헤븐호텔

리
거
기
고
불
리
안
광

Index

남천 엑슬루타워

G4

남천동횟집거리

2호선 광안역➝1호선 서면역 환승 남포역 하차 (약 43분 소요, 요금 1400원)

[자 갈 치]
급행버스

1003번 (광안역➝충무동교차로) (약 38분 소요, 요금 1700원)

지하철

2호선 광안역➝1호선 서면역 환승 자갈치역 하차 (약 45분 소요, 요금 1400원)

[서 면]

지 하 철 2호선 광안역➝1호선 서면역 하차 (약 23분 소요, 요금 1200원)

[해 운 대]

지 하 철 2호선 광안역➝2호선 해운대역 하차 (약 18분 소요, 요금 1200원)

부산역
철도
이용시

남천해변공원

E5

ເඤ൴උ

광안대교(다이아몬드 브릿지)

൧෧൚ຢ਼

남천해변시장

수영역(수영교차로)

1003번 (광안역➝부산데파트) (약 36분 소요, 요금 1700원)

지하철

도시철도 : 부산역에서 승차 ▶ 서면역에서 2호선 환승 광안역, 금련산역 하차
시내버스 : No. 41, 40, 1001, and 1003
✽ 소요시간은 교통이 정체되지 않았을 경우 기준입니다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

수영구생활문화센터

[남 포 동]
급행버스

F4

금련산(415m)

남천마리나

광안리 해수욕장

남천동
벚꽃길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1001, 1003번 (광안역➝부산역) (약 28분 소요, 요금 1700원)
/ 일반버스 40번 (약 38분 소요, 요금 1200원)
2호선 광안역 1호선 서면역 환승➝부산역 하차 (약 40분 소요, 요금 1400원)

གྷྞਸစ
༺ྞਸစ

메가마트

ඊಜ

관광
안내전화

광안리관광안내소
수영사적공원
해운대 관광안내소
송정 관광안내소
상해거리부산관광안내소
국제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부산역관광안내소
김해공항- 국제선
김해공항- 국내선
부산광역시관광협회
누리마루 APEC하우스

051)610-4848
051)752-2947
051)749-5700
051)749-5800
051)441-3121
051)465-3471
051)441-6565
051)973-2800
051)973-4607
051)463-3111
051)743-1974

너울 마당
무지개 마당

남천마리나

Information

쪽빛 마당
달빛 마당

옥련선원

만남의 광장
민락해변공원야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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