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KAPEE Summer Workshop

Back to the Basic:
영어 수업에 즐거움을 더하다
2017. 6. 24(토),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부산 여행 정보
부산人
감상평

맛집

- 한번쯤은 가볼만한 곳
- 더울 때는 가지마세요. 큰일나요.
사람이 녹아요
- 덕이네 돼지국밥
- 태종대 짬뽕 (볶음짬뽕)
- 자갈마당 조개구이
(자갈마당 조개구이 추천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특이하고 맛있습니다.)

부산교대
에서

태종대

-부산 영도구 소재

※ 버스가 가장 편합니다.
<버스>

가는

43번(교대역) → 101번(고관입구) → 태종대역 하차

방법

10번(교대역) → 101번(자성대) → 태종대역 하차
- 백화점이 왜 관광지냐구요?

부산人

옥상에 올라가시면 부산전경이

감상평

한눈에 다 보여요(용두산 공원 가지 마세요)
- 주차도 쉬워요

맛집
부산교대
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옥상 전경>

롯데백화점 광복점

-부산 중구 중앙동

- 백화점 음식은 어딜 가나 맛있습니다.
※ 지하철이 가장 편합니다.
<지하철>

가는

교대역 → 남포역 하차

방법

지하철역 13개, 12㎞

부산人
감상평

- 영화의 거리, 자갈치 시장으로
이어지는 먹고 놀기 참 좋은 곳입니다.
- 주차하기가 껄끄러워요
- 씨앗호떡, 물떡 등 유명한 길거리 음식

맛집

- 유명한 족발골목
- 정원닭도리, 주문진 막국수 등 다수
- 자갈치 시장의 꼼장어, 생선구이

부산교대
에서

부산 남포동

-부산 중구 남포동

※ 지하철이 가장 편합니다.
<지하철>

가는

교대역 → 남포역 하차

방법

지하철역 13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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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人
감상평

맛집

- 장관입니다. 바다 위에 절이 있어요
- 사진이 예쁘게 잘 찍힙니다.
- 더운 날에 가면 큰일납니다. 땡볕입니다.
- 해동 용궁사 입구에 있는 쟁반짜장집
- 짚불 곰장어
※ 버스가 가장 편합니다.

부산교대
에서

해동 용궁사

<버스>
101-1번(교대역) → 181번(벡스코, 시립미술관) →

가는

용궁사국립수산과학원 정류장 하차

방법

31번(교대역) → 100번(동부지청어귀 교차로)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용궁사국립수산과학원 정류장 하차

부산人
감상평

맛집

부산교대

-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산사람들은 안갑니다.)

-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 생각보다 맛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 해운대 센텀시티나 달맞이 고개에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이용하세요.
- 지하철: 교대역 → 벡스코역 → 해운대역

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 해운대구

지하철역 7개, 10㎞

가는

- 버스: 100-1(교대역) → 해운대도시철도역 정류장 하차

방법

- 택시: 교대에서 출발시 택시비 약 15,000원

-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지 않는
부산人
감상평

부산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입니다.
- 부산사람들은 대부분 밤에 갑니다.
(광안대교에 불 들어오면 갑니다.)
-

맥주 한 잔하기 딱 좋습니다.

- 민락회센터에서 회를 드셔보면 어떨까요?
맛집

(가격은 저렴하지 않지만 싱싱은 합니다.)

- 맛있는 음식보다 맛있는 배경과
맛있는 술을 마시러 옵니다.

부산교대
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 수영구

- 지하철: 교대역 → 연산역 → 수영역 → 광안역 하차
지하철역 6개, 7㎞

가는

- 버스: 51(교대역) → 수영중학교 정류장 하차

방법

- 택시: 교대에서 출발시 택시비 약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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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人
감상평

맛집

- 부산 야경을 감상하기 최고의 장소
- 맑은 공기, 조용한 공간, 화려한 야경

- 산입니다. 맛집이 있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 토스트, 커피 같은 주전부리를 팝니다.
- 야경 다 보셨으면 내려와서 드세요
(아! 드시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산교대
에서

황령산

-부산 소재

※ 택시가 가장 편합니다.

가는

<택시>

방법

교대에서 출발시 택시비 약 7,000원

부산人

- “부산에서 술마시려면 어디가야 해?”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부산스러운
일반적인 정답
(20대 분들은 서면을 추천합니다.)

감상평
-

맛집

- 연산동의 식당은 딱 2종류입니다.
술 마시는 식당과 해장하는 식당
- 좋은데이 소주 드셔 보세요 달아요~
- 술 드시고 난 다음, 해장하기에는 국밥
이 좋습니다.

부산교대

※ 지하철이 편합니다. (차가 많이 막힙니다.)

에서

부산 연산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주차할 곳이 없음. 그래서 차 안들고 가게
되어서 술 먹고 취하기 딱 좋음

<지하철>

가는

교대역 → 연산역 하차

방법

지하철역 1개, 1.3㎞

- 세계에서 제일 큰 노래방, 술집
- 야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산人

(야구의 승패에 관심 있는 분은 절반도 안될 겁니다.)

감상평

- 이기면 이긴다고, 지면 진다고 웃고 떠
들고 고함 지르는 부산 야구 문화의 특징
이 살아 숨쉬는 곳

맛집

부산교대
에서

사직 야구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 사직 야구장 안에서는 치킨&맥주
- 사직 야구장 밖에서는 주문진 막국수가
유명합니다.
※ 택시가 가장 편합니다.

가는

<택시>

방법

교대에서 출발시 택시비 약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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