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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반도 남동단에 위치하여 태평양과 아시아대륙을 연결하

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항은 우리나라 제1의 항만

이자 세계 제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다. 우리나라 총 해상수

출화물의 34%, 컨테이너 화물의 75%, 전국 수산물생산량

의 13%를 처리하고 있으며 북항, 신항, 감천항, 다대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항 

* 출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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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산 - 제주[부산, 제주]

여객선 항로

부산 [釜山]

일반항로

보조항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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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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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일 I 1973. 12. 15.    규모 I 94㎡     근무인원 I 2명   

   부산지사 I (051) 638-6221∼5   부산운항관리센터 I (051) 469-8425∼6

   위치 I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1층

   관리여객선 I 1개 항로 1척     관리지역 I 부산시  

부산운항관리센터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연안역객터미널 1층에 

위치하고 있다. 1973년 12월에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운항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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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철에는 천혜의 자연 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항 관광지인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수송수요가 증가한다. 

5~8월

부산

제주

거리  : 169마일
약 11시간 소요

해양관광도시 부산과 신비의 섬 제주도를 연결하는 항로로 1일 1회 편도운항한다.  

월·수·금은 부산 출항, 화·목·토는 제주 출항하며 일요일은 휴항한다.

주요 이용객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과 단체 관광객이며, 화물차 기사가 한 항차당 20명 내외로 탑

승하며 요일/계절에 따라 탑승객 편차가 있는 편이다. 부산/제주항에서 오후에 출항하여 제주/부산항에 오전 

6시경 입항하는 스케쥴로 입항 시 오전부터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0톤 이상의 카페리 선박

이 운항함에 따라 날씨의 영향은 적은 편이며, 태풍 특보 및 풍랑경보를 제외하고는 선박이 결항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운항 항로상 항로분리대 2개소가 존재하며,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여수·광양항을 입·출항하

는 선박과 조우하므로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제주 항로 

01

008   바다가 알려주는 항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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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항 여객선

  뉴스타호

1999년 일본에서 건조되었으며, 부산-제주항로에는 2018년 겨울부터 취항하였다. 여객 정원 710명, 

화물 1,639톤 적재가 가능하다. A,B-Dk에는 차량 및 일반화물을 적재하고, C,D-Dk에는 여객 및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편의시설로는 목욕탕, 편의점, 게임방 및 노래방이 있으며, 반려동물과 여행을 

고려한 펫룸도 설치되어 있다.

 부산-제주(편도 11시간00분)
기항지  

소요시간 

선사 홈페이지 여객선 안전정보 여객선 운항정보

 총 톤수  9,997톤  운항횟수(편도) 1회  기관출력(kw) 9,900 X 2

 여객정원  710명  항해속력(노트) 16  진수년월 '98.04.

 승무정원  10명  운항거리 169마일  소요시간 11시간00분

 선종 카페리  여객선사  ㈜엠에스페리

•부산 출항 : 19:00     /    •제주 출항 :  18:30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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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안시설 현황 및 특징

  부산항 

안벽 부두로 접안 시 큰 어려움은 없으나, 남풍계열의 바람이 강할 경우 예인선을 이용한 이·접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풍 내습 시 봉래동 계류지를 다수의 부선이 피항지로 사용함에 따라 입·출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 내습 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대형선(2,000톤 이상)은 외항 또는 피항

지로 이동조치한다.    

2 3

1

배치도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1,0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1973.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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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220 × 40 

접안시 선수방위 305°

거주인구(명) (부산시)  3,410,925

부산항 선착장2

  제주항

제주항 입항 시 방파제 통과 후 좌선회하여 출항 자세(우현 접안)로 접안한다. 접안 시는 동풍 계열 강

풍에, 이안 시는 서풍 계열 강풍에 어려움이 있어 예인선 사용이 요구된다. 71번 선석 앞쪽에는 해경 경

비함정  정박으로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출항 시 바로 우회두를 해야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

1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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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3,0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5. 1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1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 195

접안시 선수방위 356°

거주인구(명) (제주도)  670,876

제주항 선착장(71번 선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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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로구간의 수로 정보

  조류 및 조석

부산-제주항로는 중간기항지가 없는 단일항로이며 항로 전 구간 조류와 조석의 영향은 크지 않다.

 • 조류 

부산항 창조류는 저조 전 1.1시경 전류하여 저조 후 2.5시경에 최강유속이 나타나고, 낙조류는 고조 

전 0.3시경 전류하여 고조 후 1.9시경에 최강유속이 나타난다. 창조류는 약 7.2시간, 낙조류는 약 5.1

시간 지속된다. 제주항 창조류는 저조 후 2.4시경에 전류하여 4.7시경에 최강유속이 나타나고, 낙조

류는 고조 후 1.2시경에 전류하여 5.7시경에 최강유속이 나타난다. 창조류는 약 4.5시간, 낙조류는 

약 7.7시간 지속된다.

(단위:kts)

항로구간
최강창조류 최강낙조류

유향 유속 유향 유속

부산항 / 부산항입구 남서 1.1 북동 1.1

제주항입구 / 제주항 서남서 0.9 동 1.2

창조류 낙조류

부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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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
(단위:m) 

구  간
현 황 표준항인 인천항과 

조시차(분)고조 저조

부산 1.05 0.25 -

제주 2.09 0.69 -

 

부산

제주

1.05m

0.25m

2.09m

0.69m

  기상 특이사항

• 바람(항해에 지장을 주는 풍향)

겨울철 12~2월 사이 중국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계절풍 영향을 받는다.

• 평균 풍속 시 파고높이

구  분 NW NE SW SE

12m/s 1.2~1.4m 1.4~2.4m 1.4~2.9m 1.4~3.1m

14m/s 1.5~2.0m 1.5~3.8m, 2.8~4.0m 2.8~4.4m

20m/s 3.3~4.2m 4.0~4.8m 4.0~6.0m 4.0~6.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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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로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준수사항

• 안전 속력 유지 구간 

구역 최고속력 비고(특이사항)

북내항

(내항 남방제와 감만등표 ~ 영도대교)
12kts 이하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5. 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121호]

제주항 10kts 이하
입·출항 시 항법 준수 및 제주항 항행속력 준수 

(일반선박 10kts, 초쾌속선 12kts 이하)

  항로상 위험요소

3

부산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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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상 위험요소

• 해무 다발지역

5∼6월 사이에 여객선 항로 구간인 매물도 근해, 소리도 남방 및 간여암, 거문도 부근에 농무가 간

간히 발생한다.

• 암초

구간상 소매물도 서방 2′(34-36.7N 128-35.5E), 소리도 남동 7.7′(34-17.3N 127-51.3E) 위치에 암초

가 존재한다. 암초 부근이 저수심이다.

• 어선조업 밀집구간

남형제도 부근, 부산 북항, 진해만, 부산신항, 거문도 남·북단이 어선조업 구역이다.

• 사격 및 훈련구역

남형제도 부근 및 제주도 북단이 사격 및 훈련구역이다.

• 혼잡구간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남방 0.3마일(35-05.564N  129-02.334E) 구역은 혼잡구간으로 주의가 필요

하다. 태풍 북상 및 기상악화 시 다수의 예부선 피항으로 예부선이 여객선 항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으니 입·출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바지선의 물양장 접안을 위한 홋줄 작업을 대선

조선 앞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해야 한다.

• 선박 교통량

부산 북항, 진해만, 부산신항, 소리도에서 거문도 통과 시 어선 등으로 교통량 밀집구역이기에 주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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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예부선 및 잡종선 혼잡지역 ➋ 입ㆍ출항하는 대형선박 조우지역

부산항

부산대교

부산만

조도방파제

오륙도방파제

조도

신선대

➌ 북항 항계내 잡종선 폭주지역

연합부두

8부두
제4부두

동명부두

부산항대교

청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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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송실적 현황

 연도별 수송실적(2013~2020년)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주)서경카훼리에서 2척의 선박을 운영하였으나, 2016년 7월 (주)동북아

카페리에서 2척의 선박의 운항을 재개하기 전까진 약 1년 동안 운항 선박이 없어 기간 중 수송실적은 

미미하다. 선박 운항 중 2017년 4월 레드스타호의 매각과 2018년 블루스타호의 선령 만료로 (주)동북

아카페리는 폐업을 결정한다. 2018년 12월에 (주)엠에스페리에서 운항을 재개하여 1척의 선박이 격일

로 운항하고 있으나 저가항공편 증가에 따라 수송실적은 점차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여객수송 현황

(단위 : 명)

82,586 84,947

27,126 25,113

58,062

18,879

44,357

25,625

차량수송 현황

(단위 : 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2,269

36,170

14,816

10,086

24,026

9,503

19,620 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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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수송실적

부산과 제주를 잇는 저가 항공편 증가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송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차량/화물의 경우 여객 수요 감소와 달리 2019년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2,500

2,000

1,500

1,000

50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 차량수송 현황

(단위 : 대) 

1,159

1,646 1,626
1,455

1,676
1,502

2,047
2,139

1,833 1,866
2,053

1,850

월별 여객수송 현황

(단위 : 명)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341

1,849

1,438 1,552

2,064 1,997
2,213

3,486

1,576

2,488
2,17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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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한반도의 남동단에 위치한 부산만

을 모태로 성장된 도시다. 지형적으로 태

백산맥의 말단인 포항구조분지에서 남서

방향으로 진로를 바꿔 달리다가 대한해협

에 몰입하여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한 리

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

산은 동아시아 계절풍이 탁월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한반도의 남동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를 

나타낸다.

태평양의 관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시

     부산 40계단

“지나간 시절을 되짚어 오르다”

고된 피난살이의 애환이 스며있는 곳으로 당시 부산역 주

변에 흩어져 살던 대다수 피난민들의 삶이 담긴 장소이다. 

현재는 2004년 4월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로  관광명

소가 되었다. 아픔과 눈물이 어린 장소였지만 이제는 미래

를 위한 도약의 장소가 된 40계단. 오르내리는 걸음 속에

서 더욱 견고해졌을 시간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세대

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49 

부산의 부산의 멋멋

*출처: 부산문화관광, 부산광역시

#40계단 테마거리 

020   바다가 알려주는 항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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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공원

“경관맛집 용두산공원”  “전망맛집 부산타워”

오르막을 따라 용두산공원 입구를 통과하면 공원의 

명소 시민의 종과 꽃시계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용두

산 공원 내에 있는 부산타워에 오르면 전국 최대 물

류허브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영도대교를 넘어 영도 

봉래산 전경,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해운

대 마린시티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물드는 부산의 야경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 줄 것이다.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 

     상해거리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중국인 최대 거주지역이다. 

상해거리의 매력은 다양하다. 부산이 간직하고 있

는 근대 분위기, 홍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국적 

분위기, 맛집에서 흘러나오는 중국음악까지, 부

산에 왔더니 그 속에 중국이 있다. 부산에서 잠시 

중국 여행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잊지 말

고 들러야 할 장소다.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43

#부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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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바다가 알려주는 항로이야기

부산의 부산의 맛맛

     할매가야밀면

한국전쟁시기 냉면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부산

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밀면전문맛집이다. 할매가야밀면에서는 

물밀면과 비빔밀면을 판매하고 있으며, 노란 계란지단이 올라가있어 

한층 입맛을 돋운다. 

  부산 중구 광복로 56-14          051-246-3314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출처: 부산문화관광

022   바다가 알려주는 항로이야기

     부평깡통시장  “길에서 즐기는 미식”

착한 가격에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부산만의 길거리 

음식이 즐비한 곳이다. 씨앗호떡, 비빔당면, 오징어무

침과 정구지 지짐, 유부주머니 등 부산의 색으로 가득

한 음식들을 취향대로 즐길 수 있다.

  부산 중구 부평1길 48                  051-243-1128

     개미집  “40년 전통 낙지요리맛집”

낙곱새는 낙지, 곱창, 새우 주재료 3가지의 앞글자만 

따온 이름의 부산식 볶음전골이다. 낙곱새로 유명한 

식당인 개미집은 1972년부터 40년이 넘게 영업해온 

곳이다. 빨간 양념에 바글바글 끓여 흰쌀밥과 함께 먹

고, 취향에 따라 사리를 추가하면 좋다.

  부산 중구 중구로 30번길 22      

  051-24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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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돼지국밥  “접근성 좋고 맛도 좋은”

돼지뼈로 만든 뜨거운 육수, 부추겉절이, 새우젓이 삼위

일체를 이루는 부산의 소울푸드 돼지국밥이다. 부산의 

수많은 돼지국밥식당 중에서도 손꼽히는 식당 중 한 곳

으로, 깊고 깔끔한 국물맛으로 유명하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3-8       

  051-441-2946

용두산

영주2동
주민센터

보수산

부산중부 
경찰서

광일초등학교

부산운항관리센터

부
산

부평족발골목

부산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