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신발산업의 역사

:: 부산 신발산업의 위상

1956년 200업체인 부산지역 신발공장은 

1975년에는 348개로 증가했고, 

1990년에는 1,123업체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전국대비

부산신발 업체수 44.6%, 

종사자수 48.0%, 

생산액 33.9%를 담당하는

부산의 대표 주종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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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www.k-shoes.kr

한국 신발산업의 중심도시 부산의 

대표적인 신발산업 랜드마크

■ 운영시간 : 10:00~17:00 (일요일·공휴일 휴관)

■ 체험예약 : 홈페이지 (http://k-shoes.kr), 

                     전화 (051-898-9300)

■ 버   스 : 129-1, 138-1, 160, 167, 169, 169-1 

                 (한국신발관 하차) 도보1분

■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개금역 2번출구 도보 7분

■ 주차안내 : 1시간 무료 (주차대수 50대)

Tel. 051-898-9300   Fax. 051-898-9393

www.k-shoes.kr    E-mail. k-shoes@shoenet.org

:: 이용안내

:: 오시는 길



B1 메이커스페이스

수장고, 메이커스페이스, 포토스튜디오

1F 멀티홍보관

안내데스크, 신발산업동향, K슈즈 명품브랜드, 

발건강 체험공간

2F 역사전시관

전통신발, 세계신발, 한국신발연대기, 유명인신발, 

신발 VR체험, 커스텀빅이슈 신발, 신발속직업

3F 비즈니스관

회의실, 세미나홀, 매점

4,5F 인력양성관

이론강의실, 컴퓨터강의실, 제화실습장, 제봉실습실

시설개요 지하1층, 지상7층

대지 2,644.6㎡ / 연면적 4,141.4㎡

6,7F 입주기업 사무실

:: 층별 안내 :: 문화콘텐츠 체험하기

주중 체험 프로그램

주말 체험 프로그램

신발관 극장

프로그램 대상 인원 수강료

슈즈 스트링아트
유치부 ~ 성인

20명

무료블링블링 선캐쳐 20명

미니어처 DIY - 슈즈키링

중학생 이상

20명

오늘은 내가 디자이너! 슈즈 커스텀
(실내화, 운동화)

20명 유료

프로그램 대상 인원 수강료

블링블링 선캐쳐
가족

30명
무료

미니어처 DIY - 우리가족 신발가게 30명

프로그램 일시 대상 인원 참가비

신발관 극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누구나

선착순
30명

무료

문화가 있는 날 저녁엔 신발관극장에서 우리 가족 추억 만들자!

※ 사전예약 필수(전화문의)

체험 문의   ■ TEL. 051-898-9300

한국신발관!
새로운 도약을 함께합니다.
한국신발관은 국내 유일의 한국신발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문화와 비즈니스의 

복합공간으로, 한국신발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홍보하고 인프라 제공을 통해 

신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한국신발관 설립 목적

국내유일의 신발전문 홍보관 및 전시관

신발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신발브랜드 지원 및 신발테마관광 활성화

신발산업 체험공간 제공

신발기업 입주시설(14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