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shoes.kr

이용안내
이용시간 : 09:00~18:00(월~금)
체험예약 : 홈페이지(www.k-shoes.kr) 참조

오시는 길

신발 문화와 비즈니스가 모두 한자리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227(GS주유소 옆)

대중교통
버스 : 129-1, 138-1, 160, 167, 169, 169-1(한국신발관 정문 버스정류장)
지하철 : 2호선 개금역(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택시 : 서면교차로 기준 약 10분 소요(요금 5천 원 내외)

주차안내
1시간 무료, 주차대수 : 50대

Tel. 051-898-9300

Fax. 051-898-9393

www.k-shoes.kr     k-shoes@shoe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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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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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04 오픈형 공간(세미나, 북카페, 비즈니스 마케팅)

10 ~ 13 체험·판매

05 ~ 07 회의실(14석/10석/24석)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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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Zone

6·7

입주기업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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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Incub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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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체험 준비실

08 ~ 10 기획공간

03 체험실

11 ~ 14 체험·명예의 전당

04 포토스튜디오

역사전시관 전시코너(2층)

➋~➍ 국내외 신발동향

➐ 신발산업의 미래비전

➊ 한국전통신발 전시

세계신발 속의 한국신발산업, 
한국신발인프라 현황 및 지원

 산완제 및 부품소재 기업인들의
부
미래에 대한 이야기

금동신발, 태사혜 등 우리나라 전통
신발 소개 및 전시

➎ K슈즈 명품브랜드 

01 신발 수장고

01 ~ 07 신발의 역사

➑ 줌인, 한국신발기업

신발브랜드·제품홍보 판매지원

우리브랜드 신발명품화사업에 
선정된 한국자체브랜드 신발전시

한국신발관의 문화콘텐츠 즐기기!

➏ 국내외 입상신발 

➒ 세계 첨단제조업 전쟁

국내외 신발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한국신발 전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제조업
동향(자동화로봇 전시)

신발의 과거·현재·미래를 한 번에

체험교육관

층

06

멀티홍보관 전시코너(1층)

비즈니스 거점이 될 한국신발관!

제봉 실습실

11

시설개요

BUSINESS

1

지하

03

12

지하 1층, 지상 7층 (대지 2,644.6㎡, 연면적 4,141.4㎡)

05 ~ 09 신발기업관

Shoes Museum

02

제화 실습장

북카페

01

역사전시관

01

컴퓨터 강의실

01

안내데스크

02 ~ 04 신발산업 동향

층

•국내 유일의 신발전문 홍보관 및 전시관
•신발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신발브랜드 지원 및 신발테마관광 활성화
•신발산업 체험공간 제공

이론 강의실
02

한국신발관!
새로운 도약을 함께합니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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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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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발관은 국내 유일의 한국신발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문화와 비즈니스의
복합공간입니다. 한국신발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홍보하고 인프라 제공을 통해 신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인력양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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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BIZ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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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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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신발 완제 및 부품소재 제품 전시

➋~➏ 한국신발연대기
 국신발산업 도입기, 1차, 2차 성장기,
한
해외투자기, 재도약기 시대별 주요 이슈

➐ 추억의 신발광고 
추억이 담겨 있는 옛날신발 광고 모음

입주사무실

공용 휴게공간

판매 / 체험
➑ 세계전통신발(기획전시)
대륙별 세계 20개국의 전통신발 소개

➒ 유명인 신발


이대호(야구), 이동국(축구), 신진식
(배구), 김홍파(배우), 최주봉(배우) 등
유명인 신발전시

➓ 신발 속 직업


슈마이스터, 패턴사, 페도티스트, 디자
이너 등 다양한 신발관련 직업소개

프리미엄샵 신발판매코너(1층)
국내신발브랜드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프리미엄 스토어

발건강체험공간(1층)

웰빙, 건강 코드에 맞추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발상태를 분석

고무신체험(2층) 
옛날스타일의 성인 및 아동용 
고무신을 직접 신어보는 체험

풋프린팅(2층)

자신의 발을 스캔한 뒤 기호에 맞게 배경과
문구를 선택하여 방문소감을 남긴다

3D신발퍼즐(2층)
3D신발을 퍼즐로 맞춰보면서 자유
롭고 재밌게 신발과 친해져보자

조선시대 신발애니메이션(2층)
조선시대 양반과 서민이 신었던
신발에 대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발명록(2층) 
메쉬로 제작한 대형 운동화조형물에
리본을 묶어 방명록을 남겨보자

북카페(3층)

신발 관련 전문서적 및 트렌드 
잡지가 비치된 북카페 휴게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