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예술, 그리고 체험

본 지도 사용법 How to use this map

Art and Architecture

이 지도에 적힌 테마는 안내를 맡은 가이드와 같습니다.
이 지도와 함께 골목 속을 여행하다 보면, 나만의 새로운 취향
을 새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골목골목이

일상 속 잘 지어진 건축물을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왠지 행복해
집니다. 그 공간을 만든 철학과 미학적 요소들까지 잘 알지 못 해도

전하는 바이브에 몸과 마음을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정과정유적지

Historic Site of
Jeonggwajeong Pavilion

말이죠. 수영구에는 부산건축상을 수상한 건물들과 잘 정리된 바

This map is meant to act as a friendly
tourist guide you can use on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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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가와 강변 곳곳에 아름담고 의미있는, 때로는 세계적 아티스트

Enjoy all the many different sights and

들이 만든 조형예술품들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
서 만나는 아름답고 의미있는 건축물들과 조형 예술, 그리고 그들

no. 표시가 해당 장소의 위치입니다. 손그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을 통해 받은 영감을 나만의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예술 체험

no. mark is where the place is located. The illustrations are only for understanding.

들을, 수영구에서 만나보세요.

sounds the alleyways have to offer.

수영강 산책로

Promenade of
Suye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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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don't get confused!

국제갤러리
Kukje Gallery

#취향도수영구 #골목여행

교
좌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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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락생활문화센터

Gurak Community
Cultural Center

Architecture and the arts play important roles in
our lives. In Suyeong-gu, there are many buildings
that have won Busan Architecture Awards. You will

V

이젤갤러리
Easel Gallery

also find a host of beautiful art works created by
world-renowned artists as you travel along the

수영성마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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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 and the river.

Mangmidan-gil

망미역

#Suyeong_Mykindoftaste #TravelAlleyways

Suyeongseong
Village Museum

망미단길

수영사적공원

수영팔도시장

Suyeong
Historical Park

Mangmi Station

U

Suyeong Paldo
Traditional Market

T

National Women’s
Historical Hall

역

영

비콘 그라운드(2020년 오픈 예정)

건축과 예술을 즐기는 3가지 쉬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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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목골목 숨어있는 갤러리들을 두려움없이 방문해보자. 예술
품도 누군가 즐겨야 그 가치를 더할테니. 부담없이 예술에 대한
3. 여행 중 두시간 정도를 할애해, 나만의 작품이 완성되는 예술
um
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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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eong-gu Community
Cultural Center
/Gwangalli Tourist
Information Center

Along the river, you’ll see many sculptures and

01

buildings that have won Busan Architecture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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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sit galleries hidden away in the alleyways.
수영구청

Suyeong-gu Ofﬁce

ant surprises waiting for you!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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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information in this map are effect until December 2019. Thus, please
check before visiting about business hour or etc after December because
it could be changed. It is prohibited to copy arbit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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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eong-gu
Children’s WaterPark

Millak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민락해변공원

공원

민락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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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cheon
Beach Park

수영구어린이워터파크

민락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E

남천해변공원
광안리 해변

I

J

L

K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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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alli Beach

Namcheon Public Bicycle
Free Rental Shop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Gwangalli Ocean Leports Cente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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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회타운

Millak Seaside Park

D

남천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천

아트모아갤러리
Artmoa Gallery

Millak Raw
Fish Town

3. Spend a couple of hours experiencing art work
shops while traveling. There might be some pleas

15

수영구생활문화센터
/광안리관광안내소

m
Na

빵천동 골목

Namcheon-dong
Bakery Area

(Ppangcheondong)

남천동 벚꽃길

Namcheon-dong
Cherry Blossom Walk

갈맷길

Galmaetgil

광안대교
Gwangan Bridge
(Diamond Bridge)

ge

Brid

무드인디고아트
Mood Indigo Art

광안갤러리
Gallery Gwangan

11

Beach 301-dong and ride it to the KISWIRE Center.

춘자아트갤러리
Chunja Art Gallery

민락

부산미광화랑
Mikwang
Gallery

12

취향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도해보자.

1. Hop on a FREE bicycle in front of Namcheon Samik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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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갤러리
LEE Young Ae Gallery

걸어도, 참 좋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Promenade of
Suyeong River

05

원아뜰리에
Won Atelier

an

아, 자전거가 힘들다면, 민락동수변공원부터 수영강변까지 걸어도,

체험을 만나보자. 의외의 작품들과 만나게 되는 즐거움이

수영강 산책로

06

채움
Chaeum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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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작품들과 부산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교

수영

민락역

Mt. Geumnyeon

해안가와 수영강변을 지나 KISWIRE센터까지 달려보자. 강변을 따라

게재되어 있는 삽화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무단복사 및 복제를 금합니다.

S

y

Su

금련산

1. 남천삼익비치 301동 앞에서 수영구 무료 자전거를 빌려 광안리

영업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이 책에

Suyeong River

io
at

3 EASY ways to enjoy art and architecture in Suyeong

*본 지도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2월 자료입니다. 그 후 변경된 영업 시간,

수영강

민족과여성 역사관

Art and Architecture

바다·빛 미술관 Sea • Light Museum

반려동물 동반 가능 Pet friendly

01

A 생명의원천 - 화분 : 장 피에르 레노
Le Pot : Jean - Pierre RAYNAUD

어린이 동반 환영 Kids friendly

수영강변 조각 프로젝트
Suyeong River Sculpture Project

03

R Teenage Fan Club(Giants) : 테페이 카네우지Teppei KANEUJI
S Unsinkable : 다니엘 퍼먼 Daniel FIRMAN

남천삼익비치아파트 앞 방파제

T LUX 10 - Busan : 니콜라스 쉐퍼 Nicolas SCHÖFFER

Breakwater of Namcheon Samk Beach APT

해변테마거리 녹지화단 Flower Bed of Gwangan Beach
Road to Island : SHIM, Moon- Seup

호메르스 호텔 앞 테마거리
E 빛의 메세지 - 부산을 위하여 : 제니 홀처

The Box *Busan Architecture Awards

민락회센터 앞 해변
Seaside park in front of Millak Raw Fish Center

05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241

241, Millaksubyeon-ro, Suyeong-gu, Busan

02

G 해녀 - 바다를 생각하다 : 나인주

Haenyeo - Thinking of the ocean : NA, In-ju

H 바다! 시를 품다 : 김다희

Ocean! Cherish the poem : KIM, Da-hee

I 젊음의 바다 - 비상 : 김충진

Ocean of Youth - Flying : KIM, Choong-jin

J 거북이 수변공원에 오다 : 곽순곤

T. 070.8832.0549 IG. @thebox_busan

The Frame (갤러리파인 & 갤러리이배) *부산건축상

The Frame (Gallary Fine & Gallary LEE&BAE)

06

*Busan Architecture Awards

See the ocean with essay : CHA, Han-su

L 마주보기 : 우징 Looking at each other : WOO, Jing
M 용궁이야기 : 최장락

A story of dragon king's palace : CHOI, Jang-rak

N 나들이 : 이충길 Picnic : LEE, Chung-gil
O Sea Clock : 신무경 SHIN, Moo-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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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궁 속 한글나라 : 이삼술

Hangul Kingdom in the dragon king's palace : LEE, Sam-sul

110-19, Millak-dong, Suyeong-gu (Millak Waterside Park)

광안리해변 근처 감성미술공간. 영감을 주는 다양한 예술활동

11

the development of the arts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79 3층

Brand-new gallery with a focus on the humanities

3F, 279,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부산 수영구 광남로 146

T. 010.8773.0820 IG. @moodindigo_art

T. 051.753.7737 IG. @gallery_gwangan

매일 Everyday 11:00-22:00

매일 Everyday 11:00-17:00

아트모아갤러리

H. blog.naver.com/moodindigo_busan

*Busan Architecture Awards

부산 수영구 광안로 21번길 9

9, Gwangan-ro 21beon-gil, Suyeong-gu, Busan
IG. @lost.penguin

16

Artmoa Gallery

부산미광화랑

12

Art gallery presenting exhibitions of Busan-area

A house in Gwangalli called 'Lost Penguin'

An art space near Gwangalli Beach that encourages

다분히 드러나는 신생 갤러리

무게감 있는 전시 관람이 가능한 갤러리
contemporary and senior artists.

08

을 통해 여행에 낭만을 더해줄 공간

영문학을 교수한 갤러리 관장의 인문학적 시각이 전시기획에서

매일 Everyday 11:00-22:00

광안리주택 *부산건축상

15

Mood Indigo Art

개성 강한 부산의 근대미술에 중점을 둔, 지역 중견 작가들의

P 꽃구름 - 바다를 날다 : 차경복

Flower Clouds - Flying over the ocean : CHA, Kyung-bok

무드인디고아트

월-토 Mon-Sat 10:00-19:00 일 휴무 Closed on Sun

32, Namcheonbada-ro, Suyeong-gu, Busan
T. 051.754.1004 H. busangib.modoo.at

H. blog.naver.com/easel2015

T. 051.558.0734 IG. @theom.lyagallery

Mikwang Gallery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 32

T. 051.753.4808 IG. @easel_gallery

월-토 Mon-Sat 11:00-18:00 일 휴무 Closed on Sun

T. 051.753.5115 IG. @cafe_afternoontea

Eonyang Bulgogi Busangip *Busan Architecture Awards

22, Yeonsu-ro 335beon-gil, Suyeong-gu, Busan

부산 수영구 광남로213번길 6

H. blog.naver.com/lovesiwonwha

언양불고기 부산집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부산 수영구 연수로335번길 22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243

*부산건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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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l Gallery

A space for people who love painting

146, Gwangnam-ro, Suyeong-gu, Busan

243, Millaksubyeon-ro, Suyeong-gu, Busan

금, 일 휴무 Closed on Fri, Sun

감각이 더해진 갤러리. 1층 더옴카페에서는 자체 개발한

Gallery Gwangan

매일 Everyday 10:30-23:30

월-목 Mon-Thu 11:00-19:00 토 Sat 11:00-18:00

한복디자이너 이영애 우리옷 사옥 지하의 전통과 현대적

광안갤러리

Turtles to the waterfront park : KWAK, Soon-gon

K 수필로 바다를 보다 : 차한수

10

6, Gwangnam-ro 213beon-gil, Suyeong-gu, Busan

The Box *부산건축상

Media Interactive : Charles DE MEAUX

Terrace

Cafe on the ﬁrst ﬂoor offers shoppers tea and desserts

F 영상 인터랙티브 : 샤를 드 모

H. blog.naver.com/chunjaart

이젤갤러리

Hanbok designer Lee Young Ae’s clothing gallery. The Om

매일 Everyday 10:00-11:30, 14:00-15:30, 16:00-17:30

부산 수영구 광남로223번길 6 1층

T. 010.9901.5791 IG. @chunjaartgallery

건강한 차와 디저트 메뉴 제공

T. 051.760.2604 H. kiswiremuseum.com

combination art gallery and studio.

1F, 6, Gwangnam-ro 223beon-gil, Suyeong-gu, Busan

화-일 Tue-Sun 10:00-18:00 월 휴무 Closed on Mon

LEE Young Ae Gallery

04

63, Gurak-ro 141beon-gil, Suyeong-gu, Busan

In front of Suyeong-gu Community Cultural Center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0-19 (민락수변공원)

and videos

이영애 갤러리

부산 수영구 망미동 구락로141번길 63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앞 백사장

Millak Ocean Garden - Embrace you and me

Located in the Millak-dong alleyway, this space is a

T. 051.758.2239 IG. @kukjegallery H. kukjegallery.com

KISWIRE MUSEUM *Busan Architecture Awards

Message of Light - For Busan : Jenny HOLZER

민락 바다의 정원 - 너와 나를 품다

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공간

하고, 예술과 일상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간

V 순환 - 에너지 : 김문규 Circulation - Energy : KIM, Moon-kyu

키스와이어센터(고려제강기념관)*부산건축상

Theme Street in front of HOMERS Hotel

13

Chunja Art Gallery

민락동 골목 안에 위치한, 화실과 갤러리가 함께해 여러 형태

20, Gurak-ro 123beon-gil, Suyeong-gu, Busan

Suyeong River)

Digitation : PAIK, Nam-June

춘자아트갤러리

양한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

In front of Hyupsung Renaissance APT. (Promenade of

D 디지테이션 : 백남준

어린이 동반 환영 Kids friendly

국내 대표적 화랑의 두번째 지점.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다

부산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부산 수영구 수영동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수영강 산책로 쪽)

테라스G 앞 해변 Beach in front of Terrace G

09

Kukje Gallery

U 수영강변을 걷다 : 김계현

Walking along the Suyeong riverside : KIM, Gae-hyun

C 섬으로 가는 길 : 심문섭

국제갤러리 부산점

everyday life, such as paintings, sculptures, photography,

In front of Hyundai APT. (Promenade of Suyeong River)

Equime : Yann KERSALE

반려동물 동반 가능 Pet friendly

A space that serves as a bridge between the arts and

수영동 현대아파트 앞 (수영강 산책로 쪽)

B 은하수 바다 : 얀 카슬레

Art and Architecture

부산을 그리는 젊은 작가가 운영하는 서양화 전문 갤러리
Gallery of Western paintings run by a young artist who
draws Busan

부산 수영구 광남로 271 상가 7호

#7, 271, Gwangnam-ro, Suyeong-gu, Busan
T. 010.4549.0135 H. artmoa.kr IG. @artsinae
평일 Weekdays 10:00-19:00

부산 수영구 광남로172번길 2

2, Gwangnam-ro 172beon-gil, Suyeong-gu, Busan
T. 051.758.2247 IG. @mikwangart

H. mkart.net / facebook.com/kibong.kim

매일 Everyday 11:00-18:00 일 휴무, 방문 시 사전 연락

Closed on Sun, Contact in advance

수영구생활문화센터와
광안리해변문화창작소 I, II

17

원아뜰리에

18

Won Atelier

Suyeong-gu Community Cultural Center
& Gwangalli Beach Art Studio I. II

다양한 천연향료를 사용해 조향사와 함께 나만의 향수를 만드

수영구생활문화센터에는 수영구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One-day perfume-making classes hosted by a certiﬁed

수업이, 1층에 위치한 광안리해변문화창작소 2곳에서는 광안리
를 소재로 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들을 진행
Suyeong-gu Community Cultural Center and

Gwangalli Beach Art Studio offers various art and oneday classes/workshops for residents/tourists.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219, Gwanganhaebyeon-ro, Suyeong-gu, Busan
T. 051.758.0606 H. suyeongcc.or.kr

방문 전, 클래스 및 체험 시간 확인해주세요.
Please check the schedule on the website before visit.

는 원데이 클래스 운영
parfumier

부산 수영구 광안로7번길 10

10, Gwangan-ro 7beon-gil, Suyeong-gu, Busan

T. 010.2275.3371 IG. @wonatelier H. blog.naver.com/mim2228

매일 Everyday 10:00-18:00

주말 예약제 Weekends : Reservation only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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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um Ceramic

도예 작가 직접 강의로 수준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도예공방
Pottery workshop hosted by professional ceramic artists
부산 수영구 광안4동 731-2

33, Hoam-ro, Suyeong-gu, Busan

수영구 추천 코스
Recommended courses
타박타박 산책 코스 1

Alleyways Walking Trip 1

부산도시철도 2호선의 금련산역과 광안역 사이 골목길
금련산역 3번 출구부터 광안역 5번 출구의 광안2동 골목길 일대엔 조
용히 골목길을 걷다보면 만나지는 조그만 카페, 브런치가게, 서점, 공
방, 소품샵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2시간 정도 산책 코스로 추천.

타박타박 산책 코스 2

Alleyways Walking Trip 2

부산도시철도 3호선의 수영역과 망미역 사이 골목길
수영역 2번 출구와 망미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수영동에는 수영구 대표
전통시장인 수영팔도시장을 비롯, 수영사적공원 뿐 아니라 개성 있는
서점들, 카페, 베이커리, 오래된 맛집 등이 곳곳에 숨어있어, 수영의 과
거와 현재를 오밀조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보물같은 동네이다. 여력이
된다면 F1963과 수영강 산책길까지도 도전해보자 4시간 정도의 반나

T. 051.754.7304 H. chaeumceramic.modoo.at
IG. @chaeum_ceramicstudio

월-금 Mon-Fri 10:00-19:00 토-일 Sat-Sun 10:00-17:00

The Alleyway between Geumnyeonsan Station and
Gwangan Station, on the Busan Metro Line No. 2

There are lots of small cafes, lunch shops, bookstores, art
studios, and other small shops located on the Gwangan
2-dong alleyways from Gumnyeonsan Station Exit 3 to
Gwangan Station Exit 5. About a two-hour walk.
The Alleyway between Suyeong Station and Mangmi Station, on the Busan Metro Line No. 3

Suyeong-dong, located at Exit 2 of Suyeong Station and Exit
1 of Mangmi Station, includes the Suyeong Paldo Market, a
traditional market of Suyeong-gu, as well as the Suyeong
historical parks and a host of unique bookstores, cafes, bakeries, and restaurants. You should also explore the F1963 and

절 도보 여행 코스로 제격.

the Promenade of Suyeong River. About a four-hour trip.

씽씽 자전거 일주 코스 Bike-Round Trip

Try biking along the ocean and the river

바다와 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즐기기

and go on the Namcheon-dong → Gwangalli Beach Theme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앞에서 무료 자전거 대여→광안리 해변
테마거리→민락해변공원→민락수변공원→수영강변 자전거 도로 왕복
일주 코스. 2시간을 꽉 채워 둘러볼 수 있다 모두 평지이니 걱정은 말자.
발행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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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Tourism Division of Suyeong-gu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남천동)
T. 051-610-4372
100, Namcheondong-ro, Suyeong-gu, Busan
T. +82-(0)51-610-4372
http://www.suyeong.go.kr

Hop on a free bike in front of the 301 Samik Beach Apartments

Street → Millak Beach Park → Millak Waterfront Park → Suyeong

River Bike Road circle trip. About two hours. It’s all ﬂat, so the
going is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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