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의 기운 가득한 푸른 여수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섬의 신비로움과 해양레저스포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

희망의 물결을 만들어낸 2012여수세계박람회개최도시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시민들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여수바다 

전국 지자체 최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 가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도시 

행사개요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The Living Ocean and Coast)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남 여수신항 일대(271만㎡)
·참가 : 국가, 국제기구, 관람객 820만명

2012여수세계박람회 엠블럼

지구와 해양의 조화 지구생태계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나타냄.
레드는 바다와 육지에 서식하는 생명체를, 블루는 맑고 깨끗한
해양을, 그린은 생명체들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가운데 흰색 
물결은 연안에 흐르는 물을 나타내며, 전체적인 원의 조형은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상징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 여니와 수니

마스코트인 여니와 수니는 바다와 연안을 지켜주는 생명의 근원인 해양생물(플랑크톤)을 
모티브로 하고 있음.



연혁 538년 (백제성왕 16년) 원촌현, 돌산현

757년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해읍현과 여산현으로 개칭

940년 (고려 태조 23년) 여수현와 돌산현으로 개편

1479년 (조선 성종 10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 설치

1896년 (조선 건양 원년) 돌산군 설치

1897년 (조선 광무 원년) 여수군 설치

1914년 돌산군 폐지, 여수군에 편입

1931년 여수군 여수면이 여수읍으로 승격

1949년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 나머지 9개면이 여천군으로 개칭, 여수항 개항

1976년 전라남도 여천지구 출장소 개소 (여천군 삼일면, 쌍봉면)

1980년 삼일면과 돌산면이 읍으로 승격

1986년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가 여천시로 승격(7동)

1998년 4월 1일 통합여수시 개청(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면적

인구

행정조직

섬

503.33㎢

283,300명 (남 143,802 / 여 139,498) 120,810세대 - 2018년 12월 기준

1읍 6면 20개동 (200리, 449통, 3,769반)

365개 (유인도 49개, 무인도 316개 / 연륙 4포함)

심볼마크 세 개의 타원형은 동양의 3才思想 (天·地·人)을 의미하며 가운데 

섬 모양은 오동도를 현대적 감각으로 간결하게 시각화한 것으로써, 큰 

타원으로 흐르는 시·지각적 에너지는 세계로 향한 해양 도시 여수의 

도약 의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

상징

市 꽃 ㅣ 동백꽃 市 새 ㅣ 갈매기 市 나무 ㅣ 동백나무

여수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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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는 768m 방파제로 연결되어 

있다. 멀리서 보면 오동잎처럼 보이고, 옛날에는 오동

나무가 많이 있다 해서 오동도라 불리며 동백 등 

194종의 희귀수목과 용굴, 코끼리바위, 신이대 등 

기암절벽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고 매년 3,4월 이면 

붉은 동백으로 물들어 바다의 꽃섬이 된다. 음악에 맞춰 

웅장함과 시원함을 뽐내는 음악분수대와 해돋이 절경이 

아름다운 여수의 대표 관광지이다.

동백꽃의 향연, 선홍빛 물결이 아름다운 오동도

1996년부터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백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오동도 동백열차는 차체길이 
23.5m 4량으로 연결되어 10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방파제를 따라 1,200m의 거리를 운행함으로서 관광객의 
편의와 즐거움을 더해준다.
2016년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선정
*열린관광지 :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배려한 시설을 확충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

Travel Tip

위치 여수시 오동도로 222(수정동) 
문의 ☎ 061) 659-1819 
       오동도유람선 061) 661-0077, 663-4424
       동백유람선·모터보트 061) 664-2936
관람시간 연중무휴      
이용요금 동백열차 성인 800원, 
            (청소년 600원 / 어린이 500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400원 / 국가유공자 무료) 오동도 동백꽃

오동도 음악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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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항구 거문도

여수시와 제주도 중간 지점에 위치한 

거문도는 동도, 서도, 고도 등 세 개의 

섬이 바다 위에 병풍을 친 듯 자리하고 

있다. 해안을 따라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동백나무숲과 남해안 최초 불을 

밝힌 거문도등대에서 바라보는 바다 

절경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녹산등대

[거문도 인어 신지께]‘신지께 ’라 불리는 거문도 인어는 
하얀 살결에 길고 검은 생머리의 여인, 주로 달 밝은 밤
이나 새벽에 나타나 절벽에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 어부
들을 태풍으로부터 구했다는 전설이 구전되어 오고 있다. 

Travel Tip

거문도항에 도착해 서도 남쪽 종점에서 목넘어의 갯바위제 
대잔교를 건넌다. 비탈진 나무 계단길과 1.3km 동백길을 지나면 
서도 수월산 남쪽 가장자리에 거문도 등대에 당도한다.

Travel Tip

거문도등대 

거문도등대 

음달산
죽촌

유촌

거문도(유림)해수욕장

박옥규제독송덕비

거문항

망향산

수월산

선착장

귤은사당

녹산등대 

거문도뱃노래전수관

거문도인어해양공원

보로봉

서도

고도

동도

거문도역사공원

[영국군 묘지]
거문도의 돌담길을 따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풀숲으로 난 길을 올라가다보면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할 당시 죽은 영국군들의 
영혼을 위한 2기의 묘지가 있다.

위치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문의 ☎ 삼산면 061) 659-1257
          오션호프해운(주) 061) 662-1144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분소 061) 666-9900           
          등대체험숙소 061) 666-0906 
          - 예약 061) 666-6093
          - 온라인 신청 https://yeosu.mof.go.kr

01여수의 멋에 홀리다 [10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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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백도
국가 명승지 제7호로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백도는 거문도 동쪽 28km 해상에 39개의 

무인도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서방바위, 

석불바위 등 저마다 전설을 가진 바위섬들이

장관을 연출하는 백도에는 기암괴석 외에도 

천연기념물 흑비둘기를 비롯한 30여 종의 

조류와 풍란 등 353종의 아열대 식물, 그리고 

꽃산호 등 170여 종의 해양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해의 해금강이라 불린다.

위치 여수시 삼산면 
문의 ☎ 061) 659-1257
유람선 안내 거문도↔백도 2시간 20분 소요
               우주스타호 010-2608-0383
               용훈호 010-7742-9090

거문도 일대에서 가장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거문도에서 
뱃길로 50분 거리에 있으며 각종 해양 생물이 서식한다.

Travel Tip

무인등대

상백도

하백도

녹산 등대

매바위

병풍바 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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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일출명소 향일암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으로 한국의 4대 관음기도처 중 하나인 향일암은 

무성한 동백나무숲과 아열대 식물이 울창하며 금오산 주변 기암괴석과 

탁 트인 바다가 장관을 연출한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여 ‘향일암 일출제’가 열리는 

전국 최고의 일출 명소이다. 

임포

주차장

무술목

대율

성두

소율

향일암

흔들바위, 왕관바위, 기둥바위 등 기암
괴석이 있으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함께 보기 드문 사찰이다.

Travel Tip

1월 07:35 / 2월 07:27 / 3월 06:58
4월 06:16 / 5월 05:38 / 6월 05:16
7월 05:18 / 8월 05:37 / 9월 06:00
10월 06:22 / 11월 06:47 / 12월: 07:16

일출예상시간 (매월 1일기준)
위치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58
문의 ☎ 061) 644-4742 
관람시간 연중무휴
입장료 성인 2,000원 / 군경·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
 *무료 -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취학아동

01여수의 멋에 홀리다 [10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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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해안절벽의 매력 

금오도 비렁길
 

‘비렁’은 순우리말인 ‘벼랑’의 여수 사투리로 해안절벽과 해안단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이다.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고 낚시를 하러 다녔던 

생활의 터전이던 금오도 비렁길은 2010년 길이 열리자마자 풍광이 빼어나기로 

소문이 나며 매년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하였다.

등산을 좋아하는 이라면 금오도의 매봉산이나 망산도를 
추천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 눈에 바라
보며 동백나무, 소나무 등 울창한 산림욕을 즐기는  
등반은 물론, 이곳에서 보는 해돋이와 해넘이도  
또 하나의 장관이다.

Travel Tip

(비렁길 안내도 34쪽 참조)



 1313

하루 종일 신나는

01여수의 멋에 홀리다 [10景]    

13

거대한 바다! 푸른심장

여수밤바다의 감동! 여수의 랜드마크! 
워터스크린, 분수, 안개, 화염, 레이저, 조명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화려한 뉴 미디어쇼!

세계박람회 역사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기념하는 콘텐츠 
모형 영상쇼, 4D영상 태풍 시뮬레이션, 해양탐사로봇 등 
해양과학기술의 미래를 담은 공간이다.

높이 67m의 아찔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남해안권과 박람회장의 드넓은 조망은 물론, 기네스에 등재된 
뱃고동 음색의 파이프오르간 연주까지 감상할 수 있다.

하늘에 떠있는 바다

박람회장의 중심지! 세계 최고 해상도(654만 화소)의 
초대형 LED스크린으로 아름답고 신나는 영상을 감
상하는 곳.
식당, 편의점, 카페, 기념품점 등이 있다.

공연운영기간 | 5~8월  20:10~20:55 (19:30부터 입장)
                    9~11월  19:20~20:05 (18:50부터 입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문의전화 | ☎061) 659-2046

운영시간 |  9~4월 09:00~18:00  5~8월 09:00~19:00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전화 | ☎061) 659-2087

운영시간 |  날씨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문의전화 | ☎1577-2012
              ※매주 월요일 미운영

스카이타워 운영시간 | 10:00~22:00 
                             연중무휴(주중, 주말 구분없이 상시 운영) 
파이프오르간 연주기간 | 3월31일~11월17일 (금~일요일)                                  
                             13:00, 14:00, 15:20, 16:55, 17:05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문의전화 | ☎061) 659-2065

살아있는 바다 함께 만드는 미래

바다의 소리

세계적인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는 해양생태관!
벨루가(흰고래), 바이칼물범 등 28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펼치는 이벤트가 가득한 곳이다.

운영시간 | 10:00~19:00 (입장마감 18:00) ※연중무휴
문의전화 | ☎061) 660-1111

아름다운 바다의 별

박람회장 1577-2012문의전시시설

박람회장 숙박 (게스트하우스) | ☎ 659-2075 / 박람회길 1 (덕충동) / 월요일 휴무/ 14:00~22:00

BIG-O쇼

엑스포기념관

3월31일~11월17일 (금~일요일)                                  

스카이타워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아쿠아플라넷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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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여수시 동문로 11(군자동)
문의 ☎ 061) 659-5710

관람시간 휴관복원현장관람 
            둘째, 넷째 토요일10시 /14시
            OK통합예약

국내 최대 단층 목조건물  진남관 

국보 제304호로 지정된 진남관은 조선시대 400여년 간 조선 수군의 본거지로 

이용되었던 역사의 현장이다. 삼도수군통제영의 지휘부인 진해루가 정유재란 때 

불타 버린 후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 해인 1599년에 그 터에 75칸의 거대한 객사

를 지어 진남관이라 이름 짓고 수군의 중심기지로 사용하였다. 현존하는 관

아 건물 중 국내 최대 목조건물이자 전라좌수영의 유일한 건축물이다. 

진남관임란유물전시관은 조선수군에 대한 
활약상이나 의복 등의 자료와 함께 건축
당시의 이야기 등이 소개되어 있다.

Travel Tip

진남관임란유물전시관

진남관 야경

※진남관 복원사업으로 인해 2020년까지 
휴관예정이며, 복원현장관람은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을 통해 매월 둘
째주, 넷째주 토요일 10시, 14시 관람가
능합니다.

  복원현장단체관람문의 ☎ 65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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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홀리다~  여수밤바다 / 산단야경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라는 노랫말처럼, 해안을 따라 길게 굴곡진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더욱 황홀한 야경을 연출하는 여수 밤바다를 걷고 
있노라면 바다를 휘감은 황홀한 여수야경과 풍경에 취하게 된다.
또한 정유, 비료, 석유화학 계열 276여 개 업체가 입주한 국내 최대 중화학
공업단지인 여수산단에서 내뿜는 형형색색의 빛의 웅장한 야경은 마치 
샹들리에가 일렁이듯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빅오 쇼 (Big-O)
오동도 음악분수

거북선대교

소호동동다리 여수국가산업단지

돌산대교



진달래꽃 붉은 유혹~ 심장이‘ 바운스~’영취산 진달래

흥국사 인근에 위치한 영취산은 우리나라 3대 진달래 군락지 중에 하나로 매

년 4월 초가 되면 50ha에 이르는 진달래꽃이 장관을 이룬다. 영취산은 축구장 

140개의 너비를 자랑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진달래 군락지로 알려져 봄이 되면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다. 영취산 진달래 군락지로 가는 산행코스는 

1~3시간 정도 소요되는 3개 코스가 있다. 중흥동 GS칼텍스 후문에서 정상까

지 2.2km, 상암초교에서 정상까지 1.8km, 흥국사에서 정상까지 1.4km로 노약

자나 가족을 동반한 관광객의 경우 진달래를 구경하기에 가장 편하고 좋은 코

스는 상암초교에서 시작해 450m 정상을 지나서 봉우재로 내려선 뒤 영취산 정상

에 올라 흥국사로 내려오는 코스가 추천된다.

16



국내 최초 바다 횡단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 돌산과 자산공원을 잇는 1.5km 구간의 국내 첫 해상케이블카로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10대(5인승)와 일반 캐빈 40대(8인승), 총 50대가 운행

되고 있다. 아찔한 스릴감과 함께 맛보는 다도해의 전망과 여수밤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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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돌산공원 놀아정류장 :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자산공원 해야정류장 : 여수시 자산공원길 36
문의 ☎ 061) 664-7301
관람시간 09:00~21:30 (토요일 22:00)   ※동절기 (12/1 - 3/15) 10:00 - 21:30
이용요금  
[일반 개인] 
 ·대인 : 왕복 15,000원, 편도 12,000원    
 ·소인 : 왕복 11,000원, 편도 8,000원
 ·단체, 경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왕복 (대인) 13,000원, (소인) 10,000원
                                                                 편도 (대인)  9,000원, (소인)   7,000원
[크리스탈 개인]   
 ·왕복 : (대인) 22,000원, (소인) 17,000원  ·편도 : (대인) 17,000원, (소인)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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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높은 콘트리트 주탑 여수이순신대교

이순신대교 홍보관

현수교 가운데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주탑 높이(270m)는 63빌딩보다 

높고, 주탑 간 거리 1,545m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해인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웅장함과 탁 트인 바다 전경이 일품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4년 3월

에 개관한 이순신대교 홍보관은 거북선

을 형상화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건물에 반영하였다. 

1층 홍보관에는 이순신대교 건설 당시의 

사진과 세계 주요 교량 사진 등이 전시

되어 있고, 영상관에서는 이순신대교 

건설 당시의 생생한 영상을 볼 수 있다.

위치 여수시 묘도동 533-1

문의  ☎ 061) 807-2020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사무소)    관람시간  09:00~18:00(명절휴무)

묘도봉화산전망공원 : 국가산단과 광양항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공원은 산단야경의
뷰 포인트이다.

Travel Tip

위치 묘도동 산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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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조 및 중·소형 수조 33
대에 국내 토종 어류 약 100여 종 
5,000여 마리가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여우고기 같은 희귀어종이나 
남해안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토속
해수 관상어 등을 볼 수 있다.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며 탐구심을 높일 
수 있는 해양수산 문화체험장이다.

면적이 36만 4349㎡로 여의도 공원의 1.5배 
크기고 장미원과 수생식물원, 미로원, 바닥분
수, 기념상징물, 다목적 운동장 등을 갖추었
으며 공원 정상부 바위산엔 봉화대와 산수첨
경원, 바위산 풍경원, 성곽들이 들어서 시민
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명품공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랑스의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직접 설계한
예울마루는 문화예술의 너울(파도)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21석 대극장과 302석 소극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가능한 전시관을 갖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잔잔한 호수 같은 가막만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휴
식공간으로 조성한 해변공원으로 캠핑, 해양레저스
포츠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식당 및 주변 편의시설
이 잘 되어 있어 젊은 연인층이 좋아하며, 가족단위
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
으로 각광받고 있다. 

웅천친수공원

예울마루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해양수산과학관

웅천이순신공원

위치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876     문의 ☎ 061) 644-4136   관람시간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입장료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단체 30명이상 500원할인)

위치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     문의 ☎ 061) 808-7000
관람시간 평일 10:00~20:00/주말, 공휴일 10:00~19:00

위치 여수시 웅천동 1203번지

위치 여수시 웅천동 1692    문의 ☎ 061) 685-3314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주차장, 야영장
야영장 예약 http://ok.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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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멜 표류기'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 하멜 일행의 여수에서 3년 6개월간의 삶과 

흔적을 모아 그들이 떠난 역사적인 장소에 건립된 하멜 전시관은 여수시와 

네덜란드의 우호의 장이자 17세기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해하고 현재를 돌아

보며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다.

오포(午砲)는 예전에 정오를 알리는 대포를 이
르던 말로 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정오를 알리
던 신호이며 오포대는 오포를 쐈던 곳이다. 여
수항과 돌산대교, 장군도, 케이블카 등이 한눈
에 보이는 곳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주민 스스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EXPO, 바다, 지역 풍경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화 벽화를 조성하였으며 

보고, 느끼고, 걷고 싶은 새로운 명품 골목길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하멜 전시관

오포대

고소동천사벽화골목

위치 여수시 하멜로 96(고소동)   문의 ☎ 061) 659-5706   관람시간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위치 여수시 고소 6길 2-7 

위치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69

02숨어있는 명소

위치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876     문의 ☎ 061) 644-4136   관람시간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입장료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단체 30명이상 500원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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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의 수려한 조망 자산공원
여수항과 구도심, 멀리 남해에 이르는 

수려한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

로 해상교통관제센터 전망대에서 바라

보는 여수항과 광양항을 오고가는 선박

들의 항해 모습과 일출·일몰, 오동

도를 포함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관

을 조망 할 수 있다. 또한, 해오름전시

관(나비전시관)은 몰포나비와 여수지

방에 서식하고 있는 청띠나비 등이 전

시되어 있어 여수반도가 나비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 여수시 자산공원길 36(종화동)
      빠삐용관 : 자산공원 해상관제센터 1층 
문의 ☎ 061) 659-5638 
          061) 666-3766 
관람시간 연중무휴
            (빠삐용관 매주 월요일 휴관) 

아름다운 여수 바다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곳 

여수 예술랜드 리조트 
예술랜드 리조트는 전 객실이 오션뷰

로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관람할 수 있

다. 각 건축물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으

로 건축저작권 등록되어 있다. 관람시

설로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형 3D트릭

아트 뮤지엄 소설과 미디어아트 조각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개장예정인 사

계절 온수풀 아라가 있다. 그동안 경험

하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과 여수 바다

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위치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길 142-1
      여수 예술랜드 리조트 
문의 ☎ 061) 665-0000
관람시간 연중무휴

조각공원

3D 트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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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여수밤바다  종포해양공원

낭만이 기득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가족, 친구, 연인끼리 여수밤바다를 
걷고 싶다면 낭만의 거리 종포해양공원이 
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1.5km 구간 
시민공원으로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만끽 할 수 있는 최고의 휴식공간이다. 
하멜등대, 해상케이블카,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장군도 등이 한눈에 보여 
밤바다를 거닐 수 있는 필수 데이트 코스
이며, 또한 각종 공연 및 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볼거리가 많고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연중 낚시객들에게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계절음식을 비롯해서 이색음식까지 다

양한 음식을 맛보며 여수야경과 공연

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실천

손양원목사
유적공원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여 양아들로 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한센병 환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사랑의 성자 손양원 
목사의 숭고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으로 
한센병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던 애양병원의 지
난 역사가 재조명되며 최근에는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지로 부상하고 있다.

02숨어있는 명소

위치 여수시 하멜로 96 
편의시설 화장실, 주차장, 공연장, 놀이터, 공연장 

위치 여수시 율촌면 산돌길 148     
문의 ☎ 061) 682-7515     
관람시간 09:00~18:00 
           (매주 일요일 휴관)         [손양원목사 순교지]  위치 여수시 둔덕동 새중앙교회 옆

Travel Tip

애양원역사박물관

손양원목사 순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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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빛이 함께하는 돌산공원 (돌산대교)

돌산공원에서 바라보는 형형색색 변하는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야경은 여수항

의 밤바다와 어우러져 이국적 정취에 취하게 한다. 바다, 섬, 도시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와 여수밤바다 전망이 가장 빼어난 명소로 손꼽힌다. 여수해상케이

블카 놀아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식당 및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여수 빛노리야와 연계해 매력 넘치는 여수밤바다의 멋진 야경을 선보이고 

있다. 

돌산대교

아름다운 여수전경과 돌산대교, 거북선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여수 제일의 뷰포인트이다. 

Travel Tip

위치 여수시 돌산읍 진두공원길 10-33

관람시간 연중무휴

점등시간 일몰이후~24:00까지

24

장군도 해넘이

빛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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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442       문의 ☎ 061) 683-2231
관람시간 10: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율촌면 서부로에 자리한 여수민속전시관은 옛 율촌중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곳으로 민속관, 동백관 등 전시실 2곳과 사무실 그리고 야외전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반상기, 유기, 농어업용구 등 생활민속품과 여산군지, 여수읍지, 조선환여승람

(여수군편) 등 향토사자료 3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에는 돌절구, 옹기 등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독대가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학습장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치 여수시 선사 3길 7(화장동)      문의 ☎ 061) 659-4755 
관람시간 연중무휴

여수시 화장동에 위치한 선사 유적 공원은 발굴유

적 보존 및 지역민들에게 역사문화 체험공간과 휴식

처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공원 전체를 경유

하는 산책로를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주거지를 재현해 놓았으며, 선사마을, 야외 학습장, 

민묘, 지석묘, 삼국시대 와요지, 주거생활 전시 등으

로 구성 되어 있다. 선사인들의 일상생활과 죽음을 

주제로 하여 공원 전체를 상징적인 형태로 재구성 

하였으며, 주거 변천의 역사를 체험하기 쉽도록 조

성하였다. 

원시시대로의 시간여행 선사유적공원

선사유적공원

오림동 암각화

02숨어있는 명소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수민속전시관

고요한 바다와 어우러지는  여자만
갯벌에 드리워진 해넘이가 장관인 여자만

은 여자도(汝自島)라는 섬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여수, 순천, 벌교, 보성을 포함한 

큰 바다이다. 여자만은 저녁노을이 아름

다워 주변에 찻집을 겸한 레스토랑이 많고 

바닷가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환상적

인 드라이브 코스로 사랑을 받고 있다. 

위치 여수시 소라면 해넘이길 233   
문의 ☎ 061) 659-1060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선정 

신대마을 왕바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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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의 멋진 산책로  소호동동다리
밤바다의 멋진 야경을 보며 걷는 물 위

의 데크산책로 소호동동다리는 소호동 

회센터에서 소호요트마리나까지 바다

위에 조성된 742m의 해변 산책로이다. 

야간경관조명을 아름답게 조성해 휴식

공간과 문화공간을 갖춘 원도심 밤바다

에 이어 소호지구에 또 하나의 명품 밤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위치 여수시 소호로 392 

여수평화테마촌
1998년 향일암 앞바다에서 우리 군에 의해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북한반잠수정전시관을 건립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전쟁 역사 기록과 무기류 전시공간을 추가하였다.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
과 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적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였
으며, 무기전시관에는 소형무기류 245점을 전시하고, 북한반잠수정전시관에
는 반잠수정 1척 외 노획물 33점을 함께 전시중에 있다. 무기전기관내에 신
형과 구형 군복이 마련되어 있어 무료 군복체험이 가능하다.

위치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65     문의 ☎ 061) 659-5687
관람시간 09:00~18:00 (매주 월요일, 명절 휴관)   이용요금 무료     

북한반잠수정 군복체험무기전시관

위치 여수시 소호로 392 
문의 ☎ 061) 684-2580
관람시간 연중무휴   

도심속에서의 이국적인 정취

소호요트마리나 
1986년 아시안게임 때 요트경기가 개최된 곳이자 
청정해역 가막만을 품은 소호요트장은 요트, 
제트스키,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범선인 코리아나호가 있다.

여행지로서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 휴식공간
으로 제격이며 선소로의 해안도로를 따라 잘 조성된 
산책길도 일품이다.

Travel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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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불교의 성지 흥국사 
 

고려 명종 25년(1195년)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창건된 흥국사는 영취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을 도와 전란을 승리로 이끈 

의승수군 주진사이며 호국불교의 성지이다. 보물 

제396호인 대웅전을 비롯 국내 최대의 괘불 탱화등 

10개의 보물을 간직한 여수의 보물 창고이기도 

하다. 의승수군 유물전시관에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 

편액 공북루(拱北樓)가 있으며, 그외 800여 점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문화체험프로그램 템플

스테이가 운영 중이다.

영취산 진달래

남해화학

순천순천
롯데케미칼

석창사거리

여수시청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여도초교

호랑산

화물
터미널

영취산

호국불교의 성지인 흥국사는 매년 4월 영취산의 
약 50ha에 진달래꽃이 만발할 때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초가
을에는 꽃무릇 군락지가 장관이다.

Travel Tip

위치 여수시 흥국사길 160(중흥동)

문의 ☎ 061) 685-5633 

관람시간 연중무휴
입장료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주차요금 무료

꽃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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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함께하는 휴식공간 

이순신광장, 전라좌수영거북선
여수의 랜드마크인 이순신 광장은 이순신동상, 

상징조형물, 주차장, 야간조명시설, 친수시설, 

바다로 향하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육교형 

전망대가 들어서 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큰 

활약을 했던 전라좌수영거북선이 고증을 거쳐 복 

원·전시되어 있다. 전체 길이 35.3m, 폭 10.62m의 

2층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좌우에 각각 6개의 

포혈과 8자루의 노가 설치되어 있다.

고소대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성곽 내에서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해 장수의 지휘소인 

장대이다.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첩을 

기리기 위해 세운 우리나라 최대 대첩비인 

‘ 통제이공수군대첩비 ’와 이 비석의 건립 

경위를 기록한 ‘ 東嶺小碣碑(동령소갈비)’, 

충무공이 전사한 후 부하들이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세운 일명 “ 눈물의 비석 ”이라 

불리는‘ 墮淚碑(타루비)’가 있다.

위치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26(중앙동)
관람시간 연중무휴
            11~2월 09:00~18:00  3~10월 09:00~22:00
주차요금 지하 주차장 소형·중형 30분 500원 

위치 여수시 고소3길 13

문의 ☎ 061) 659-4756

분수를 배경으로 촬영하면 밋밋한 광장을 
한층 역동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Travel Tip

03이 충무공과 거북선의 고장

이순신광장 동상

전라좌수영 거북선

 (통제이공수군대첩비 보물 제571호, 여수 타루비 보물 1288호)  

고소대



303030

(사적 제381호)  

충민사 (충민사 유물관)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1년(선조34년) 

이항복이 왕명을 받아 전라좌수영에 세운 

것으로 이순신과 관련된 최초의 사액 사당

이다. 이 사당은 임진왜란때 조선 수군의 

본부였던 전라좌수영에 세워졌다는 점과 

이순신 지휘아래 싸웠던 현지 수군들이 

사당을 세우는데 직접 참여했다. 충민사 유물관 안에는 

충무공의 친필, 임진일기, 갑오일기, 거북선의 건조에 

대한 기록 등이 전시되어 있어 임진왜란 당시의 유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다.

임진왜란 후 1599년에 지어진 사찰로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충민사 옆에 위치한 석천사는 장군이 돌아가시자 옥형

스님이 이순신의 충절과 인품을 기리기 위해 충민사의 옆에 작은 암자를 지어

충민사를 관리하고 제사를 드렸다. 석천사 의승당에는 나무 기둥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옥형, 자운 스님과 의승군을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다.

위치 여수시 충민공원길 40     문의 ☎ 061) 659-5738
관람시간 연중무휴 09:00~18:00(동절기17:00)
이용요금 무료

석천사

위치 여수시 충민사길 52-21
문의 ☎ 061) 66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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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모형체험관
거북선의 과학성과 뛰어난 창조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거북선의 역사적 기록이나 구조조정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람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체험공간이다.  

위치 여수시 웅천동 631
문의 ☎ 061) 659-4756 오충사

03이 충무공과 거북선의 고장

위치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17-38
문의 ☎ 061) 644-3690
이용시간 08:30~18:00 연중무휴
이용요금 대인 2,000원, 중고생 1,500원
            유치원~초등생 1,000원

(여수시 기념물 제1호)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이순신장군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부

터 1597년까지 5년간 어머니를 웅천

동 송현마을의 충정공 정대수 장군 집

에 모셔다 놓고 수시로 문안을 드렸다. 

주변에는 초계변씨 유허비(1973년)와 

이충무공자당기거지비, 이충무공사모비

(1990년)가 있으며, 당시 사용했던 

솥, 돌확 등이 있어 이곳이 유적지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위치 여수시 신월로 195(웅천동)
문의 ☎ 061) 681-3257
이용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예약시 세족체험 가능

(여수시 기념물 제2호) 오충사
 
이순신장군을 주향으로 모시고 임진왜란 
당시 한 집안에 4충신인 정춘, 정린,
정철, 정대수 장군을 배향으로 모신 
사당이다.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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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여수시 선소마을길 17 (시전동)

문의 ☎ 061) 659-4756

굴강 벅수 계선주

거북선을 만든 곳 선 소 
 

사적 제392호로 지정된 여수선소유적은 고려시대부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던 

곳이며, 임진왜란 때는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천혜의 요새로 전선을 

수리 보관하였던 굴강과 무기 제작처로 추정되는 대장간, 창과 칼을 갈고닦았던 

세검정, 전선 등을 메어 두었던 계선주, 무기를 보관한 군기고, 백성들의 안녕과 

통행금지 구역을 표시했던 돌벅수 등이 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호국의 장이자 세계
최고의 선박기술을 집대성한 곳이다.

Travel Tip

세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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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다리 비렁길 3코스매봉전망대

금오도

숨겨진 보물이 열렸다. 금오도 비렁길...

‘ 비렁 ’은 벼랑(절벽)의 여수 사투리로 금오도 함구미 선착장에서 

장지까지 18.5km. 비렁길은 가는 내내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으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다. 길은 하늘로 이어진 듯도 하고 바다로 이어진 듯해서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길을 걷는 착각이 든다. 

아찔한 해안절벽의 매력에 빠지고 풍경에 취해 비렁길을 다녀온 

이들은 모두 말한다.‘ 평생 잊지 못할 길 ’이라고...

아찔한 절벽의 매력

총 길이  18.5km 
코스  

5km (2시간 소요) 함구미 → 미역널방 → 송광사절터 → 신선대 → 두포

3.5km (1시간30분 소요) 두포 → 굴등전망대 → 촛대바위 → 직포

3.5km (2시간 소요) 직포 → 갈바람통전망대 → 매봉전망대 → 학동

3.2km (1시간30분 소요) 학동 → 사다리통전망대 → 온금동전망대 → 심포

3.3km (1시간30분 소요) 심포 → 막포전망대 → 숲구지전망대 → 장지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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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함께 떠나는 여수 길 이야기

상·하화도

아름다운 꽃섬~

소의 머리를 닮은 윗꽃섬 상화도와 복조리 모양의 아랫꽃섬 하화도는 

주황색 지붕 아래 나란히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다정한 여인처럼 정겹다. 

하화도의 꽃섬길은 총 6.0km(상화도 꽃섬길 4.4km)로,

야생화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풍경은 잠시 일상에 지친 피곤함을 잊고 갯바람, 

야생화 꽃향기 따라 걷는 발걸음은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된다.

영화 꽃섬, 이끼와 런닝맨 촬영지로 알려져 있는 하화도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시킬 수 있는 비밀의 화원이 될 것이다. 

총 길이  6.0km / 3시간
선착장 → 남끝전망대 → 사짓골전망대 → 휴게정자 → 순넘밭넘구절초공원 → 큰산전망대 
→ 깻넘전망대 → 꽃섬다리 → 막산전망대 → 큰굴삼거리 → 애림민야생화공원 → 선착장

하화도 꽃섬길

총 길이  4.4km / 2시간
선착장 → 휴게공원 파고라 → 정강산팔각정 → 낫끝파고라 → 미로공원
→ 해안탐방로 → 마을입구 → 선착장

상화도 꽃섬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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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명품섬, 개도 사람길

다도해 일경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사발..

개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땔감을 구하러 오

가던 길이며, 소를 몰고 다니던 길을 섬사람

들의 삶과 함께 했던 길이라 하여 개도 사람

길이라 이름 짓게 되었다. 개도사람길의 특징

은 해발이 높고 산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며 그

만큼 멋진 비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6

총 길이 3.14km / 1시간 50분  2코스  호령마을 → 배성금 

총 길이 4.5km / 2시간  1코스  화산선착장 → 호령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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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함께 떠나는 여수 길 이야기

거문도

이금포해수욕장

총 길이  3km / 2시간

코스  

서도마을 → 전망대(녹문정) → 인어해양공원 → 녹산등대

→ 이금포(이끼미)해수욕장 →서도마을

쑥내음 맡으며 시작되는 녹산등대길은 이국적인 풍광에 

넋을 놓고 자연의 위대함에 겸손해진다. 

잠시나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가 떠오르고 

사느라 바빠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6~7km 긴 허리띠를 풀어놓은 듯 등대길은 청량한 바람과 

잔잔한 바다를 온 가슴으로 안고 갈 수 있는 푸른 초원 황톳길이다.

초원 위의 흰 촛대, 인어이야기길

37

인어해양공원의 인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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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

반복과 경쟁으로 팍팍해진 일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그립다. 

숲길을 천천히 걷거나 숲속에서 편안하게 

누워 청하는 낮잠, 삶의 에너지가 다시금 

채워지는 충전이 반나절이면 충분한 곳, 

봉화산 산림욕장이다.

재충전을 위한 
깊은 숲 아늑한 계곡으로의 탈출

자연의 병원 '산림욕'
산림욕이란 숲속에서 경험하는 향과 색, 

소리, 공기 등이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자연건강법. 

나무가 병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피톤치드가 피부미용, 심폐기능 강화, 신경안정 

등에 효과를 발휘한다.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감소시켜 

긍정적 정서변화에도 좋다. 또 숲속 계곡에 많은 음이온은 

자율신경을 조절, 진정시키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숲속의 평상에 앉아 휴식을 청하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산의 정상보다는 

산의 중턱에서,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 1시 

사이가 적당하며, 테르펜이 많이 발산되는 편백, 

잣나무, 소나무 등 침엽수림이 산림욕에 

좋은 숲이다. 

수원지 산책코스 0.9km, 30분
장애인복지관 → 관망테크 → 숲속교실 → 장애인복지관 

1코스

1.9km, 1시간30분
장애인복지관 → 관망테크 → 숲속교실 → 후박나무숲 → 쉼터5 → 팔각정
→ 쉼터1 → 수원지 → 장애인복지관

2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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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의 바다를 품고 
오르내리는 긴 여정 

돌산

섬을 육지로 만든 돌산대교를 시작으로 

공원과 마을, 도로와 산성, 험한 산정과 

고개를 잇고 돌산의 남쪽바다를 향해 

향일암까지 이어진 총 32km의 종주길. 

산을 향한 사람들의 도전을 

부끄럽게 만드는 길이다. 

총 길이  32km / 11시간
코스  

10km, 3시간30분
돌산대교 → 무술목  

1구간

8.9km, 3시간
무술목 → 작곡재

2구간

10km, 3시간30분
작곡재 → 율림재 

3구간

3km, 1시간
율림재 → 향일암

4구간

둔전

천아산

수죽산에서 봉양가는길

04함께 떠나는 여수 길 이야기

달암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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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보석을 뿌려놓은 듯 각양각색의 매력적인 섬을 간직한 

햇살 맑고, 물빛 고운, 아름다운 자태를 멋스럽게 뽐내는 365개의 보석같은 섬 

그 섬에 가고 싶다 05

고도, 서도, 동도가 병풍처럼 둘러 천혜의 항구를 자랑하는 
거문도는 거문도등대, 녹산등대가는길, 인어해양공원, 
거문도역사공원등 한국의 베네치아라 불린다.

명성황후가 사랑한 섬 금오도는 기암
절벽과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청정해역
으로 조선 고종 때 왕실의 봉산으로 
삼았다고 한다. 

' 모세의 기적 ' 과 같은 바다 갈라짐 
현상으로 신비감을 더해주며 공룡
발자국, 얼굴바위, 거북바위, 용미암등 
자연생태학습장이다.

낚시객들의 천국인 연도는 울창한 숲과 
소리도 등대, 코끼리바위, 솔팽이동굴 등 
기암절벽이 멋스러운 곳이다.

하모샤브샤브로 유명한 경도는 물이 
맑고 주변경관이 수려하다. 골프장 및 
리조트와 바다위의 낚시 등 색다른 
레저 활동을 하면서 숙박체험을 즐길 수 
있는 해양펜션등이 있다.  

섬 이름도 주위에 작은 섬들을 거느리
고 있다는 뜻에서 덮을 개(蓋)를 써서 
개도(蓋島)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이동예가 
난을 피하여 처음 섬에 들어와 살았다
고 한다.

자연이 빚은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백도는 왕관바위, 
매바위, 형제바위, 석불바위등 무인도가 군락을 이루는 
장관을 연출한다.

하늘에서 보면 한반도 모양을 하고 있는 
안도는 다양한 어종의 낚시터로 유명
하다. 바다목장체험관 및 어촌체험
마을을 운영하고 있어 색다른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다.

1억 년 전 공룡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최장의 84m의 공룡 보행열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추도담장은 과거
로의 시간여행이 될 것이다.

' 2014년 찾아가고 싶은 섬 ' 으로 선
정된 여자도는 수자원보전지구로 지
정될 만큼 천혜의 갯벌을 자랑하는 곳
이다. 낚시교량교인 여자교는 낚시객 
및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하화도는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조그만 섬이다. 섬 뒤편에 거금도가 
있고, 앞에는 소록도와 녹동항이 빤히 
보인다. 섬들 사이에서 호수같이 잔잔
한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두 개가 화
도이다.

거문도01 

금오도03

사도06

연도05

경도08

백도02

안도04

추도07

하화도09 여자도10 개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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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검은 모래사장으로 찜질하기 

좋은 곳이다. 수온이 적절한 뿐 아니라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주변 갯바위 낚시를 

즐길 수 있다.

항아리 속처럼 아득하고 오목한 느낌을 주는 

방죽포 해수욕장은 부드러운 모래와 2백여 년 

된 송림 숲이 조화를 이룬다. 여름뿐만 아니

라 사계절이 다 아름다워 한겨울에도 연인끼

리 백사장을 거닐어도 운치가 그만이다.

국내 유일의 검은모래

만성리 해수욕장 검은모래 해변

위치 여수시 망양로 226(만흥동)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주차장, 야영장

위치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804-1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주차장, 야영장

마래터널

방죽포 송림

Travel Tip

국내유일의 자연암반터널으로 총연장 
640m, 폭 4.5m, 높이 4.5m이다.
검은모래 해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모사금피서지인데 피서지까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의 해안도로는 추천하는 드라이브
코스이다.울창한 송림향기 그윽한

방죽포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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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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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 명소

무술목피서지
600~700여 미터의 몽돌해안과 

송림 숲으로 유명한 무술목은 

이충무공이 왜군을 유인해 승리로 

이끈 전략요충지이다.

향일암과 함께 해돋이 경관이 아름

다운 곳으로 알려져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위치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876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주차장

금빛모래밭

모사금피서지
해송과 그리고 기암절벽이 함께하는 

모사금은 고운 모래에 수심이 깊지 

않아 어린아이를 둔 가족피서객들

에게 안성맞춤이며, 길게 늘어선 

갯바위가 있어 낚시를 즐기는 사람

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위치 여수시 오천동 908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주차장, 야영장

조용한 피서지  장등해수욕장
지형이 봉황새와 같고 가막만의 아름다운 경취와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물놀이하기에 적당한 곳이며,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평온하게 조용한 피서를 

즐기려는 이들이 찾는 곳이다.

위치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201-31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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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유람선투어

여수해양레일바이크

스카이플라이

송시체험교육장 (파충류전시관)

서틀러 다육식물원 & 농촌교육농장

수상체험 (해상펜션)

여자만갯벌체험

여수웅천이순신마리나

여수현천승마장

안도어촌체험마을

흥국사 템플스테이

골프투어

Chapter

이색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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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부크루즈 (돌산읍 돌산로 3617-8, ☎1588-0890) 

  ·코스 : 돌산대교↔오동도일주(1시간20분소요)

●  여수거북선호 (돌산읍 돌산로 3617-8, ☎061-644-2000) 

  ·코스 : 돌산대교↔오동도일주(1시간30분소요)

●  여수미남호 (엑스포대로 320-66, ☎061-641-1000) 

  ·코스 : 여수세계박람회장↔돌산대교일주(1시간30분소요)

●  오동도유람선 (오동도로 222, ☎061-661-0077) 

  ·코스 : 오동도↔돌산대교일주(50분소요)
●  한려크루즈  (☎061-644-6255) 
  ·코스 : 돌산대교↔오동도(50분소요)

위치 여수시 망양로 187(만흥동 141-2)      문의 ☎ 061) 652-7882, WWW.여수레일바이크.COM

운행시간 오전 09:00~18:00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용요금 2인승 26,000원, 3인승 31,000원, 4인승 36,000원       

여수거북선호

유람선 투어  
한려해상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수에서 

선상의 아름다운 설렘과 유람선 투어의 황홀한 유혹에 빠져보자. 

※기상 및 선사의 사정에 의해 출발지 및 출발시간, 운행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선사에 확인 바랍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주제관과 아쿠아리움(300

미터)에 설치된 이동형 공중하강 체험시설로 

로프에 의지해 바다 위 하늘을 나는 짜릿한 

맛!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과 아찔해서 더 

매력적인 색다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바다위를 날다 스카이플라이

위치 여수시 박람회길 1(덕충동)     문의 ☎ 061) 666-2626

운영시간 연중무휴 10:00~17:30 (7월~9월 20:00까지)

이용요금 성인 15,000원(왕복), 어린이 12,000원(왕복)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는 국내 최초로 전 구간이 

해변을 따라 운행되는 코스로, 마래터널 안에 

들어가면 LED조명의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인체공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레일

바이크는 페달과 좌석의 거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조절 가능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레일 총 길이는 4.1km, 

터널구간은 600m이며, 운행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해양레일바이크

07이색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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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틀러 다육식물원 & 농촌교육농장

위치 여수시 소라면 논골안길 20-9   문의 ☎ 061) 686-5386
이용시간·관람(09:00~18:00 동절기 17:00) ·체험(사전문의)
이용요금·관람 : 개인 12,000원(다육화분 증정) 
                       학생 10,000원
                       할인 10,000원 (경로 65세이상, 단체 30인이상, 장애인)
           ·체험요금 : 체험종류에 따라 사전문의   
           ·체험내용 : 농촌체험, 음식체험, 한지공예, 도예체험

송시체험교육장
(파충류 전시관)
아이들이 마음공부하고 뛰어노는
자연체험학습장이며, 전통체험 등
사계절 다양한 웰빙체험을 할 수 있다. 

위치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478 
문의 ☎ 061) 644-2047
이용시간 10:00~18:00   
체험비 청소년, 어린이 25,000원
        성인 20,000원, 사전예약 필수
체험내용 전통체험, 파충류전시관, 뗏목타기 
            워터 바이크, 동물 먹이주기
            떡케익 만들기 등  

섬에서 즐기는 수상체험 (해상펜션)

46

여러 방향에서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휴식공간이다.

대경도 해상펜션 문의 ☎ 061) 666-0043 (6동)
소대경도 해상펜션 문의 ☎ 061) 666-0587 (4동)
개도 해상펜션 문의 ☎ 010-6339-8943 (3동)
적금도 해상펜션 문의 ☎ 010-5513-9431 (4동)
돌산해양낚시공원 문의 ☎ 061) 644-5540 (5동)

※2013년 농촌진흥청 여수시 교육농장 선정

흙,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서틀

러 농촌체험장은 3만여 종의 다육식물을 전시

한 다육식물원과 우리나라 토종 와송을 재배

하고 있으며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오감만

족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7

07이색체험

2005년 국토해양부 우리나라에서 갯벌의 
상태가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은 여자만은 
아름다운 노을과 섬들이 장관을 이루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여수갯벌노을
마을은 맨손고기잡이, 개매기체험, 조개잡이등
다양한 바다체험과 농산물 수확 체험이 
주가 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체험 할 수 
있어 농·어촌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마을에서 복개도까지 약 430m로 썰물 때
에는 바닷길이 열려 걸어서 들어갈 수 있고  
'모세의 기적 ' 을 볼 수 있는 신비의 바닷길
위에서 체험을 할 수 있어 색다른 체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찍기 좋은 명소’ 선정여자만 갯벌체험 (여수갯벌노을마을)

위치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 내 
문의  ☎ 이순신마리나 061) 691-7747 
            씨라이프레저산업 061) 686-0020   푸른마리나요트투어 061) 807-2255

여수항, 가막만 일원에서 바람과 하나 되는 꿈의 
세일링 요트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요트 투어 관광 
상품은 일반투어, 이벤트투어, 패키지투어, 다도해 
섬 투어 등으로 여수항투어, 일몰투어, 스노클링
투어, 낚시투어, 섬 투어 등이 있다.

여수웅천이순신마리나

위치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280-51
문의 ☎ 061) 692-8011
이용시간 09:00~18:00
이용요금 성인 30,000원
※ 초등3학년 부터 승마 가능

여수현천승마장
현천승마장은 부지 19,800㎡의 넓은 

대지의 승마장이다. 승마는 장운동을 

활발히 해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며, 

자세교정, 지구력 등을 향상시켜준다.

관광승마체험은 숙련된 교관이 사전  

교육 후에 승마를 하기 때문에 초보자

도 가능하다.  

위치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785-24(장척마을) 문의 ☎ 061) 691-8777 
이용요금·갯벌생태관찰 : 1인 5,000원  ·볏집공예 : 1인 5,000원
            ·바지락캐기 : 성인 10,000원, 어린이 5,000원(1인)  ·맨손고기잡기체험 : 20,000원(1인)

※ 물때에 따라 갯벌체험 휴장기간이 있으니 갯벌노을마을 홈페이지(http://jangcheok.go2vil.org) 
    알림방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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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낚시터
로도 유명하다. 돔, 볼락,우럭 등의 어종이 
주로 잡혀 낚시인들의 재미를 더해 주는 
곳이다. 각종 모임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
으로서 선박을 이용한 선상낚시체험, 
정치망 체험 등을  통해 해산물 등을 시식
하며 즐기는 고급형 체험프로그램이다.

안도어촌체험마을

영취산 안에 자리한 흥국사는 나라의 융성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된 사찰이다. 바쁜 
도시생활의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사에서의 시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시간과 경험을 그리고 전통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흥국사 템플스테이

위치 여수시 흥국사길160(중흥동)   문의 ☎ 061) 685-5633   수용인원 16실 151명/일  

경도골프리조트 

디오션CC

시티파크리조트 

국내최초 아일랜드 (27홀)

바다를 보고 즐기는 골프투어

해안선을 따라 흥미와 생동감 만끽 (18홀)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필드 (18홀)

위치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22(경호동) 
문의 ☎ 061) 660-1000, www.yeosucc.co.kr

위치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38-1
문의 ☎ 1588-0377, www.theoceanresort.co.kr

위치 여수시 좌수영로 641 
문의 ☎ 061) 808-8034, www.citypark.co.kr

위치 여수시 남면 안도해변길 1   
문의 ☎ 061) 665-9340  http://ando.sean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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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맛에 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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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3일간 영취산자락에서 탐방객퀴즈게임, 
무용단과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 디카사진 
UCC 동영상 촬영대회, 청소년 시민 백일장 사생
대회, 난타 및 청소년댄스공연, 관람객 장기자랑 
등도 진달래꽃과 한데 어우러져 즐거움을 선사
하여 준다. 1993년 첫 개회 이후 전국에 알려진 뒤
해마다 상춘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축제기간 중에는 다채로운 행사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Festival Tip

봄꽃의 향연 연분홍 빛깔  여수영취산진달래축제
우리나라 3대 진달래 군락지 중의 하나인 영취산에서 매년 4월 초 진달래 개화기에 
맞춰 축제가 개최된다. 여수영취산진달래축제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진달래 음악회, 산상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작된다.

매년 8월에는 이순신 광장 및 장군도 앞 해상에서 여수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
경으로 음악과 조명, 레이저와 특수연출 등이 한데 어우러진 환상적인 불꽃쇼가 펼
쳐진다. 또 8월에는 여름 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수국제버스킹페스티벌이 국
내외 유명 뮤지션 초청공연, 로맨스 아트마켓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로 해양공원 일대를 수놓는다.

www.ystou
r.kr여수의 축제

대한민국 최고의 일출명소 

여수항일암일출기원한마당

더위도 날리고 여수 밤바다도 즐기는 한여름 밤의 낭만축제

여수밤바다불꽃축제, 여수국제버스킹페스티벌

남해안 최고의 일출과 절경을 자랑하는 향일암에서 
매년 12월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열리는 축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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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북선축제는 삼도수군통제영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었던 여수에서 

호국의 얼과 향토문화예술을 재조명

하고 구국의 성지임을 선양하기 위한 

해양호국문화축제이자 향토민속축제

이다. 1967년 이후 매년 5월 3일 전야

제를 시작으로 최고의 볼거리를 자랑

하는 통제영길놀이와 참여·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여수의 대표 

축제이다.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는

여수거북선축제

싱싱하고 푸짐한 갈치회 

여수거문도·백도 은빛바다체험행사

8월중 3일간 거문도 일원에서 길놀이, 거문도뱃노래 
시연회, 개막식, 전통떼배체험, 조내이(지인망)체험 
활동 등 행사가 열린다.

Festival Tip

여수거문도·백도 은빛바다체험행사는 갈치가 어획

되는 8월중 거문도에서 개최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청정지역에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이 일품인 

멋과 맛의 제철 축제이다.

5월초 4일간 여수시 일원에서 개막식, 통제영길놀이, 돌산갓김치
한마당, 거북선가요제 각종 참여·체험행사가 열린다.

Festival Tip

10월에 소라면 사곡리 일원에서 풍어제, 개매기
(지인망어업)체험, 고막잡기, 바지락캐기, 뻘배타
기 체험행사가 열린다.

Festival Tip

환상의 해넘이·신나는 갯벌체험

여수여자만갯벌노을체험행사
해넘이와 해안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여자만 일대에서 개최되는 여자만 갯벌노을

축제는‘바다와 노을’이라는 소재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갯벌 체험행사가 

다양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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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표 먹거리

여수 대표 특산품  돌산갓김치

밥도둑 게장백반

새콤달콤  서대회

남해안 해산물이 한상 가득  

여수한정식

한 여름 인기 보양식  

갯장어회/샤부샤부

여수의 대표 특산품으로 한반도 남단의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알칼리성 토질인 
돌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치이다. 톡 쏘는 
독특한 향과 익을수록 뛰어난 맛과 영양
덕분에 전국적 유명세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건강식품이다.

게장백반은 여수관광의 필수코스로 여길 
만큼 유명하다. 반장게라 불리는 돌게를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양념게장, 간장에 
갖은 야채를 곁들인 간장게장을 위주로 
20여 가지의 반찬이 함께 나와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서대회는 1년 이상 발효시킨 막걸리로 만든 
천연식초로 무쳐 비린내가 적고 담백하며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서대는 머리모양이 
사람의 혀(舌,설)와 닮았다 하여 '설대'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반드시 오르는 귀한 대접을 받는다.

' 반찬 수, 맛, 가격 등에 세 번 놀란다 ' 는 여수
한정식, 남해안의 싱싱한 해산물을 
주원료로 한 40여 가지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계절 따라 달라지는 메뉴 탓
에 사시사철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
는다.

여름철 인기 만점 보양식인 갯장어 요리,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갯장어회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는 갯장어 샤부
샤부는 여름철 필수 음식 아이템으로 풍부한 
맛과 영양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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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반하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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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우유  굴구이

영양듬뿍 별미 중 별미  갈치조림

조개의 황제  새조개샤부샤부

고소함에 반하는  전어회/구이

다도해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풍부한 
일조량 탓에 크기가 굵고 담백한 육질을 
자랑한다. 굴구이 집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돌산 해안길 등에 자리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굴죽까지 더한다면 겨울이 
든든해진다.

장어는 육질이 부드럽고 피부미용과 원기
회복에 효과가 탁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영양만점 먹거리이다. 특히 여수의 
장어탕은 맛집 저마다 각기 다른 비법으로 
다양한 맛을 내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거문도 연근해에서 잡은 갈치로 요리한 갈치
조림이나 구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별미 
중의 별미로 꼽힌다. 갈치는 소화촉진, 식욕
증진,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필수아미노산이 고루 함유돼 성장기 발육에도 
좋은 식품이다.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조개의 
황제 ' 라 불리는 새조개는 속살이 새 부리 
모양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
려낸 야채 국물에 살짝 데쳐먹는 샤부샤
부는 쫄깃하고 달콤한 감칠맛이 바다향을 
진하게 느끼게 한다.

여수 연근해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또 하나의 명물, 전어. '가을 전어 대가리엔 
깨가 서 말 ',  '집나간 며느리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 ' 등 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는 전어
는 사람들이 고소한 맛에 반해 돈(錢)을 생각
하지 않고 먹었다는 데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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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반하다에

피부미용과 원기회복에 탁월한  

장어구이/탕

여수대표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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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포장
마차거리

교동시장 1길

밤이면 포장마차가 즐비한 교동의 풍물거리. 갈치, 갑오징어, 병어, 키조개관자, 전어, 문어, 
뼈꼬시, 멍게, 꽃게, 꼼장어, 뿔소라, 전복소라, 해산물 삼합구이, 서대회 등 싱싱한 해산물이 
안줏거리로 풍부한 포장마차가 40여 개 줄지어 있는 곳으로 항구도시의 색다른 경험과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영업시간 해질녘부터 새벽3시까지

소문난 남도 먹을거리,그 중심에 여수가 있다

제13호 광장부터 여수해양경찰서까지의 거
리로 중간중간 푸른나무들과 함께 도시속
의 자연 정취를 만끽하며 인공 시냇물에서 
어린 자녀들과 더운 여름 시원한 물장구를 
치며 즐길 수 있다. 주변에 다양한 맛집과 
주점들이 마련되어 있다.

메뉴   아귀찜&탕, 동태찜&탕, 활어회, 쌈밥(고등어, 정어리), 회정식, 전복죽, 생선구이, 매운탕 등

여문 문화1길여서
문화의거리

여수시청에서 주변 5분 거리에 있는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한 곳으로 거북공원 또는 
선소 바닷가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며 밤마다 야경 명품거리를 많은 사
람들이 찾는다. 선소에서 예울마루로 넘
어가는 길은 아름다운 소호로 야경을 감
상할 수 있는 선소마을 뒷길이 있다. 아
름다운 바다 가막만을 볼 수 있는 안락
한 숙박시설도 많다.

메뉴  한정식, 굴비구이, 복어탕, 장어탕, 꽃게탕, 해물탕, 낙지볶음, 참치회, 가오리찜,  대구탕, 전복정식

시청서1길
여수시청주변
  학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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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들은 크지 않고 아담하지만 대부분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여수 고유의 
향토음식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순신광장길(중앙동) 좌수영음식
  특화거리

찾아가는길 이순신광장 로터리에서 하차 후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방향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통장어탕과 장어구이 
전국의 미식가들의 필수 코스로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식당들이 즐비한 곳이다. 

여수시 국동어항단지로 13
국동장어탕
   횟집거리

찾아가는길 시내버스 2, 5, 18 월호동 주민센터 
앞 하차 후 잠수기 수협 방향

여서
쌈밥거리

고등어, 정어리, 돼지고기를 싱싱한 쌈채소와 
곁들여 크게 한 입 맛볼 수 있는 여수만의 
먹거리 골목이다. 

여서동 5길

찾아가는길 시내버스 80, 333, 555, 777 
여서동 주민센터 주변 하차

소호회타운
향긋한 바다 내음에 취해 여수의 바다 전경
을 풍미하며 토실토실 맛 좋게 물오른 여수
의 회를 마음껏 맛볼 수 있다. 

여수시 소호로 490

찾아가는길 시내버스 27, 88, 89 소호초등학교 
앞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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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stou
r.kr음식 (여수 모범음식점 지정)

업 소 명 소재지 (도로명) 전화번호 주 메 뉴

경도회관 여수시 대경도길 2-2(경호동) (061) 666-0044 하모샤부샤부

돌산갓밥상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280-2 (061) 644-0098 갓뷔페

명품나루터 여수시 돌산읍 진두공원길 21 (061) 644-6686 활어회, 통장어탕

금바우식당(유정)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42 (061) 643-5551 한정식

온새미로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421-13 (061) 644-3485 전복

용궁횟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 10길 49 (061) 644-9219 활어회

정가네생선구이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68 2층 (061) 642-5008 생선구이

종점횟집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134 (061) 644-4737 활어회

진남횟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15 (061) 644-2289 활어회

갯마을장어탕 여수시 봉산남 4길 17 (봉산동) (061) 643-2477 장어구이, 탕

꽃돌게장1번가 여수시 봉산 2로 36 (061) 644-0003 꽃게, 돌게정식

어사랑 여수시 봉산 1로 1(봉산동) (061) 644-2624 참치회

진통뼈사랑 여수시 봉산 1로 47(봉산동) (061) 641-0123 묵은지감자탕

한일관 여수시 봉산 2로 32(봉산동) (061) 654-0091 한정식

동백꽃식당 여수시 어항단지로 43(국동) (061) 653-9400 통장어탕

미가칼국수 여수시 박람회길23-10(덕충동) (061) 641-7666 칼국수

산아래황칠전문점 여수시 구봉 2길 6(국동) (061) 641-0087 황칠삼계탕

청운갈비 여수시 신월로 638(국동) (061) 643-7734 소고기

혜미횟집 여수시 어항단지로 115 (061) 641-8500 생선회

구백식당 여수시 여객선터미널 18(교동) (061) 662-0900 서대회

대성식당 여수시 교동남 1길 5-9(교동) (061) 663-0745 선어회

들깨나라 여수시 중앙로 57(교동) (061) 663-5678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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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춘식당 여수시 교동남 1길 5-8(교동) (061) 662-5260 아구찜, 서대회

사시사철 여수시 교동남 1길 5-11(교동) (061) 666-1445 선어회

일조오리탕 여수시 통제영 2길 8-12(교동) (061) 666-1780 오리

전주돌솥밥 여수시 교동남 1길 5-10(교동) (061) 663-6229 돌솥밥

해영식당 여수시 교동시장 4길 2(교동) (061) 664-9723 장어

일광 여수시 박람회길 23-36(덕충동) (061) 662-1100 갈치구이

선월 여수시 만성로 73(미평동) (061) 653-9200 선어회

카멜리아전주횟집 여수시 오동도로 248(수정동) (061) 662-7799 활어회

오성회관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06(종화동) (061) 663-5982 불고기, 갈비

광장미가 여수시 중앙로 72-22(중앙동) (061) 662-2929 아귀찜, 탕

아구할미서대대감 여수시 교동남 2길 5(중앙동) (061) 684-3908 아귀찜, 서대회

영화식당 여수시 중앙로 72-27(중앙동) (061) 666-5888 갈치구이

풍산식당 여수시 중앙로 72-26(중앙동) (061) 662-8697 서대회

한려식당 여수시 중앙로 81-1(중앙동) (061) 662-2691 삼겹살

한주식당 여수시 통제영 4길 6-9(중앙동) (061) 662-5524 생태탕

함남면옥 여수시 중앙 1길 8(중앙동) (061) 662-2581 냉면

혜미복집 여수시 중앙로 72-18(중앙동) (061) 664-2881 참복지리, 서대회

이조삼계탕 여수시 진남로 20(충무동) (061) 655-1034 삼계탕

해촌산장어숯불구이 여수시 충무로 76(충무동) (061) 666-3092 장어구이

형제숯불갈비 여수시 충무 5길 9-3(충무동) (061) 662-6472 갈비

깊은바다 여수시 여문문화길 88(문수동) (061) 653-6863 생선회

까치식당 여수시 여문문화길 76(문수동) (061) 652-4346 아귀찜, 탕

신가네국밥 여수시 여문문화길 55(여서동) (061) 651-7233 머리국밥, 머리수육

문수골 여수시 여문문화길 81(문수동) (061) 653-0201 한방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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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 여수시 여문문화길 68(문수동) (061) 654-5333 생선회

별미정 여수시 여문2로 6-5(문수동) (061) 654-3575 돼지갈비

아꾸회관 여수시 여문문화 2길 13(문수동) (061) 652-9243 아구찜

엑스포횟집 여수시 여문문화 2길 30(문수동) (061) 654-1762 활어회

여정식당여문점 여수시 여문문화길 56(문수동) (061) 652-8878 서대회

자산어보 여수시 문수 5길 16(문수동) (061) 651-5300 활어회

작은어촌 여수시 문수 4길 14-13(문수동) (061) 653-9500 장어구이

장수한우마을 여수시 여문문화길 66(문수동) (061) 682-7667 한우

파도소리 여수시 여문문화 2길 60(문수동) (061) 655-3057 활어회

혜성갈비 여수시 여서로 118-8(문수동) (061) 654-3377 돼지갈비

황후갈비 여수시 문수로 32(문수동) (061) 654-3392 돼지갈비

금수산 여수시 여서문화길 43(여서동) (061) 651-8127 불고기

대성장어 여수시 문수로 116(여서동) (061) 654-3050 장어구이, 장어탕

맛나감자탕 여수시 여서 1로 53(여서동) (061) 920-2177 감자탕

명성숯불갈비여서점 여수시 여서문화 1길 64(여서동) (061) 654-0315 돼지갈비

사계절 여수시 여서동 5길 9(여서동) (061) 654-1819 쌈밥

어부사시사 여수시 여서동 7길 15-2(여서동) (061) 652-0003 활어회

여명식당 여수시 대치 3길 9-8(여서동) (061) 654-0196 추어탕

우사골설렁탕 여수시 여서 1로 116(여서동) (061) 654-3005 설렁탕

이바돔감자탕 여수시 여서 1로 9(여서동) (061) 655-5252 감자탕

홍두깨 여수시 여서동 3길 22(여서동) (061) 655-1665 해물, 생선

진남체육공원식당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29(오림동) (061) 653-7074 백반

한국피자헛여수터미널점 여수시 오림 2길 1(오림동) (061) 654-3151 피자

담연 여수시 신기남길 3(신기동) (061) 685-5223 오리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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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여수시 신기남 1길 20(신기동) (061) 685-0038 복어탕

콩시루 여수시 망마로 85-1(신기동) (061) 691-6005 콩나물국밥

본래순대(안산점) 여수시 장성3길 14(안산동) (061) 691-1565 순대

압구정 여수시 장성 5길 2(안산동) (061) 692-1234 돼지고기

우사골설렁탕여천점 여수시 장성 1길 13(안산동) (061) 684-5440 설렁탕

하얀집 낙지전문점 여수시 장성 1길 19(안산동) (061) 683-3257 불낙전골

가든한식뷔페 여수시 시청동 1길 7(학동) (061) 681-5940 뷔페

경도회관여천점 여수시 시청 3길 23(학동) (061) 920-8888 하모샤부샤부

고기꾼최달포학동점 여수시 거북선공원 1길 5(학동) (061) 685-1400 돼지고기

금풍식당 여수시 시청서 5길 13(학동) (061) 682-4309 생선구이

나도갈비 여수시 학동서 3길 11(학동) (061) 691-3650 벌집삼겹살

나주배한우 여수시 선소로 33(학동) (061) 920-5999 소고기

남경전복 여수시 시청서 4길 54(학동) (061) 686-6653 전복요리

남도회관 여수시 시청서 3길 7-4(학동) (061) 691-6615 만두전골

담소정 여수시 선소로 57(학동) (061) 681-1551 소고기

대명선어 여수시 시청 5길 19-1(학동) (061) 683-6885 선어회

더웨이 여수시 시청 6길 17(학동) (061) 683-5331 함박스테이크

마리나부페 여수시 선소로 25(학동) (061) 686-6900 뷔페

매화강산 여수시 시청서 6길 98(학동) (061) 692-1616 소고기구이

명성숯불갈비 여수시 시청동 3길 12-11(학동) (061) 683-4002 소갈비

백제관 여수시  시청동 5길 15(학동) (061) 682-2633 삼겹살

봉초밥 여수시 시청서 5길 7(학동) (061) 685-6660 일식

석정 여수시 시청서 5길 11-1(학동) (061) 686-5235 한정식

소호갈매기살 여수시 선소로 37(학동) (061) 681-0109 갈매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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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타반점 여수시 도원로 254(학동) (061) 685-8295 자장면

여수바다횟집 여수시 시청서 4길 30-6(학동) (061) 691-6821 생선회

여천명신낙지 여수시 거북선공원 1길 20(학동) (061) 685-9928 낙지볶음

예원 여수시 시청서 2길 37(학동) (061) 691-5233 한정식

오죽헌 여수시 시청서 1길 36(학동) (061) 685-1700 한정식

용궁해물탕 여수시 시청서 2길 51-7(학동) (061) 681-1008 회물탕

유생촌 여수시 선소로 31(학동) (061) 685-6655 뷔페

이바돔감자탕 여수시 거북선공원 2길 5(학동) (061) 684-6188 묵은지감자탕

일조오리탕여천점 여수시 시청서 3길 21-8(학동) (061) 692-2780 오리불고기

장수한우마을 여수시 시청서 5길 22(학동) (061) 682-7667 갈비탕

지리산운봉골흑돼지 여수시 시청서 1길 54-6(학동) (061) 686-3352 고기

진미꽃게탕 여수시 시청서 1길 8-12(학동) (061) 684-1747 꽃게당

천년초 손두부 여수시 시청서 3길 7-10(학동) (061) 691-5282 손두부

풍성대구뽈테기 여수시 시청서 3길 25(학동) (061) 691-5566 대구탕

해금정 여수시 시청동 5길 5(학동) (061) 692-3333 전복정식

혜정 여수시 시청서 1길 44(학동) (061) 683-3111 한식

닭익는마을여천점 여수시 선원 3길 6(선원동) (061) 691-8844 닭갈비

숯소 여수시 무선6길 42-13(선원동) (061) 691-4880 소갈비

향촌한우 여수시 무선6길 42-6(선원동) (061) 685-8243 한우생갈비

더함 여수시 소라면 죽림 3길 17-16 (061) 684-0127 해물갈비찜

마띠유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791 (061) 685-7667 정식

티롤987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952 (061) 692-0977 안심스테이크

돌고래횟집 여수시 소호로 490(소호동) (061) 691-1320 생선회

싱싱횟집 여수시 소호로 488(소호동) (061) 682-1160 생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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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여수시 소호로 283(소호동) (061) 692-8253 한정식

고고차이나 여수시 예울마루 37-21(웅천동) (061) 692-0123 찹쌀탕우육

다담골숯불갈비 여수시 예울마루 37-53(웅천동) (061) 685-3389 돼지황칠갈비

베네치아 여수시 예울마루 37-53(웅천동) (061) 685-2725 경양식

통뼈마루 여수시 예울마루 37-42(웅천동) (061) 684-4200 감자탕

거문도식당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164 (061) 692-1314 갈치조림

삼대농원 여수시 오산길 18(해산동) (061) 683-8879 옻닭

가람복집 여수시 화산로 20(화장동) (061) 683-3559 복탕, 생태찜

레브(해양관광타운)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798-33 (061) 685-3963 커피전문점

거북선횟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13 (061) 643-6767 활어회

옥면옥 여수시 국포 1로 67(국동) (061) 652-1179 냉면, 갈비탕

행운무궁화 여수시 동문로 38(고소동) (061) 663-3033 차돌박이갓삼합

백천선어마을 여수시 공화남 2길 2(공화동) (061) 663-8252 민어회, 서대회무침

녹색 여수시 여서동 5길 15(여서동) (061) 652-3513 생태탕

산해진미 여수시 문수 5길 16(문수동) (061) 651-5300 활어회

해지몽 여수시 시청서 4길 30-6(학동) (061) 685-5215 생선회

천년초 여수게장 여수시 시청서 3길 7-10(학동) (061) 685-5288 게장

맛나게장 여수시  신기남 3길 22-4(신기동) (061) 684-4992 꽃게 게장정식

다복전통죽 여수시 시청동 1길 17  106호(학동) (061) 691-2882 전복죽, 바지락칼국수

갯가길 여수시 시청서 5길 22(학동) (061) 683-3500 활어회

제주꽃돼지 여수시 시청서 3길 7-6(학동) 061) 684-0305 오겹살, 삼합

우리집참숯불갈비 여수시 시청서 5길 10(학동) (061) 683-3600 갈비, 등심샤브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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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 4,500원
중식,

미취학 아동 무료

, 여수시청(2코스)

여수 낭만 1층 버스

여수 낭만 2층 버스

애양원
역사박물관

12 - 2월

, 0903

할인대상 : 여수시민, 초·중·고생, 경로, 군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상이 1급, 장애 1~3급의 경우 동반1인 포함)
주     간 : 일반 5,000원 (할인 : 2,500원) / 야     간 : 일반 10,000원 (할인 : 5,000원)

10:00, 11:00, 12:00, 14:00, 15:00, 16:00, 17:00

2` 5` 1`0 1`5

3`5 3`0 2`5 2`0 1`7

(동절기:하멜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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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별 코스

테마별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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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수산물특화
건어물시장

서시장

교동시장

진남시장
충무로 17

좌수영로 16-6

교동시장 1길 3 

학동 1길 10

여수 특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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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교통 / 오동운수 ☎061)653-3003   ·여수여객 ☎061)653-3333
·여수시청 콜센터 ☎1899-2012            ·여수시청 교통행정과 ☎061)651-4125
·시청 홈페이지  www.yeosu.go.kr          ·여수교통센터 홈페이지  its.yeosu.go.kr

관광지 시내버스 노선안내

명  칭 버스노선

여수엑스포역(박람회장) 2, 6, 7, 333, 111

여천역 31, 33, 35~37, 61, 68, 76, 270, 330, 610, 666, 960

여수시외버스터미널
5, 6, 7, 18, 21~38, 61, 62, 68, 73, 76, 80~84, 88, 89, 90~95, 
100~106, 109, 111~116, 330, 333, 555, 610, 666

여수공항 31~35, 330, 960

여천시외버스정류장 32, 34, 37, 115, 1000, 2000

여수여객선터미널
2, 5, 6, 7, 21, 22, 23, 24, 24-1, 25, 25-1, 26, 26-1, 27, 28, 29, 31, 32, 33, 34, 
35, 36, 37, 38, 61, 62, 68, 73, 76, 80, 81, 82, 83, 84, 88, 89, 90, 91, 92, 93, 95, 
100, 102, 103, 105, 106, 109, 111, 112, 113, 114, 115, 116, 330, 610, 666  

돌산신기항 109, 114, 116

백야선착장(백야대교) 28

섬달천선착장 92, 93

향일암 111, 113

박람회장 2, 6, 7, 333, 111

오동도 2, 68, 76, 333
진남관, 이순신광장
(전라좌수영거북선)

2, 5~7, 21~29, 31~38, 61, 62, 68, 73, 76, 80~84, 88, 89, 90~95,
100, 102~106, 109, 111~116, 330, 610, 666

하멜전시관, 고소동천사벽화골목, 박람회장 76, 68
충민사, 석천사 5, 18, 35~38, 73, 80~98, 100, 102, 103, 105, 106, 111~116, 666
돌산대교, 여수해상케이블카 100, 102, 103, 105, 106, 109, 111~116, 999
해양수산과학관 100, 106, 109, 111~116
영취산 68, 73, 76
선소 76, 81, 84, 88, 89, 115 (부영3단지 하차)
흥국사 62
선사유적공원 32, 34, 38, 80, 81, 115, 2000
손양원목사유적공원 35
여자만 90, 91
여수민속전시관 31
소호요트장, 디오션리조트 27, 88, 89, 2000
예울마루, 웅천친수공원 61, 62, 68, 76, 82, 83, 610, 1000, 2000
국가산업단지 27, 37, 61, 62, 68, 76, 610
이순신대교(홍보관) 61, 62, 270, 610
미평봉화산산림욕장 5, 6, 80, 81, 666, 777
봉황산자연휴양림 109, 114, 116
송시마을체험장 106, 109, 116
만성리검은모래해변 (해양레일바이크) 6, 7
방죽포해수욕장 111, 113
무술목피서지 100, 106, 109, 111, 112, 113, 114, 115, 116
모사금피서지 7
장등해수욕장 26-1, 27, 29
봉산동 게장골목 2, 5, 31, 32, 61, 62, 76, 90~93, 95, 610

화태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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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stou
r.kr찾아오시는 길

서울, 인천, 경기 서부권 - 시흥, 안산, 부천, 김포, 광명시
소요시간/거리 : 3시간 50분이내 / 368.88Km
경로 : (110)제2경인고속도로⇒(50)영동고속도로⇒(153)평택시흥
고속도로⇒(40)평택제천고속도로⇒(1)경부고속도로⇒(25)천안논산
고속도로⇒(25)호남고속도로⇒(20)익산포항고속도로⇒(27)순천
완주고속도로⇒동순천IC⇒국도17호(자동차전용) 엑스포대로 여수
IC⇒수정동사거리⇒오동도
●  출발지 : 인천종합터미널   ●  도착지 : 오동도

서울, 경기 동부권 - 남양주, 포천, 하남시, 가평군
소요시간/거리 : 3시간 40분이내 / 350.68Km
경로 : (100)서울외곽고속도로⇒(1)경부고속도로⇒(25)천안논산
고속도로⇒(25)호남고속도로⇒(20)익산포항고속도로⇒(27)순천
완주고속도로⇒동순천IC⇒국도17호(자동차전용) 엑스포대로 여수
IC⇒수정동사거리⇒오동도
●  출발지 : 센트럴시티터미널   ●  도착지 : 오동도

강원권 - 춘천, 강릉, 동해시, 평창군
소요시간/거리 : 5시간 10분이내 / 500.17Km
경로 : (50)영동고속도로⇒(35)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1)경부고속
도로⇒(251)호남고속도로지선⇒(25)호남고속도로⇒(20)익산포항
고속도로⇒(27)순천완주고속도로⇒동순천IC⇒국도17호(자동차전용) 
엑스포대로 여수IC⇒수정동사거리⇒오동도
●  출발지 : 강릉시외버스터미널   ●  도착지 : 오동도

부산, 경남권 - 울산, 밀양, 창원시
소요시간/거리 : 3시간 이내 / 238.53Km
경로 : (16)울산고속도로⇒(1)경부고속도로⇒(551)중앙
고속도로지선⇒(55)중앙고속도로⇒(10)남해고속도로⇒
진월IC⇒백운1로⇒제철로⇒이순신대교⇒국도17호(자동차
전용) 엑스포대로 여수IC⇒수정동사거리⇒오동도
●  출발지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도착지 : 오동도

대구, 경북권 - 구미, 안동, 영천시
소요시간/거리 : 2시간 40분이내 / 220.75Km
경로 : (451)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45)중부내륙고속
도로⇒(10)남해고속도로⇒진월IC⇒백운1로⇒제철로⇒
이순신대교⇒국도17호(자동차전용) 엑스포대로 여수IC⇒
수정동사거리⇒오동도
●  출발지 : 대구시외버스터미널   ●  도착지 : 오동도

전북권 - 군산, 익산, 전주시
소요시간/거리 : 2시간 20분이내/201.19Km
경로 : 국도21호⇒국도1호선 호남로⇒(27)순천완주고속
도로⇒동순천IC⇒국도17호(자동차전용) 엑스포대로 여수
IC⇒수정동사거리⇒오동도
●  출발지 : 군산시외버스터미널   ●  도착지 : 오동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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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항

KE  대한항공  ● 대표전화1588-2001  여수공항 ☎061)683-7502~3(2) 

OZ  아시아나항공  ●대표전화1588-8000  여수공항 ☎061)805-6300

노  선 소요시간 / 횟 수 출 발 시 각 (평 일)

서울 ↔ 여수

4시간 10분 / 1일 21회 (주말 25회)
서울 ↔ 여수 20회/일 05:30~24:00
(30분~1시간 간격)
여수 ↔ 서울 21회/일 (주말 25회)
05:00~24:00(30분~1시간 간격)

  여수종합버스터미널 
  (061) 652-6977

  고속버스터미널
  서울1688-4700  
  부산1577-9956
  대구 1666-0017  
  광주 (062) 360-8114
  서대구 1666-2600  
  성남1577-5507

부산 ↔ 여수 2시간50분 / 1일 13회

대구 ↔ 여수 3시간40분 / 1일 7회

광주 ↔ 여수 1시간30분 / 1일 30회

성남 ↔ 여수 4시간30분 / 1일 8회

수원 ↔ 여수 3시간40분 / 1일 4회

여수-순천-안산-고양 5시간45분 / 1일 4회

● 여수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61)692-3636

고속버스 운행 (평일기준)

● 여수콜택시 ☎ 061)654-5500 / 682-1515, 0066 / 691-6900 / 642-2104 / 681-4545 / 682-8282
● 렌트카 / 삼일 ☎ 061)664-3030, KT금호 : ☎ 061)685-0008, 아주 : ☎ 061)686-6041

★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항공사 사전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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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행

항로 선사명 선 명 소요시간 여  수 비 고

제주도 주)한일 고속 한일 골드 스텔라 5시간 01:40, 16:50
선사(연락처)
061)662-8002

※ 휴항은 선사 문의 바랍니다. 

● 여수 ⇔ 제주 카페리

● 여수엑스포역 ☎ 061)663-7788     ● 여천역 ☎ 061)684-7785 

열 차  (2016. 8. 16. 기준)

● 전라선 상행선 (여수엑스포~용산) ● 전라선 하행선 (용산~여수엑스포)

차 종 열차 번호 여수엑스포 용산
KTX-산천 702 5:00 8:10
무궁화 1532 6:20 8:18(익산역)
KTX 704 7:20 10:31

무궁화-누리로 1502 7:25 12:35
KTX-산천 706 8:40 11:37
ITX-새마을 1122 9:00 13:33

무궁화 1504 9:20 14:26
KTX-신천 708 10:30 13:43
무궁화 1506 10:35 15:36
무궁화 1534 11:04 12:59(익산역)
KTX 710 12:00 14:57
KTX 782 12:10 15:50

무궁화 1508 12:20 17:30
KTX 712 13:05 16:02

무궁화 1510 13:15 18:23
KTX-산천 710 14:00 17:02

무궁화-누리로 1512 14:25 19:46
KTX 716 15:00 18:03

무궁화 4432 15:22 20:22
ITX-새마을 1124 16:05 20:33
KTX-산천 718 16:30 19:31
무궁화 1514 16:40 21:40
S-train 4874 17:45 19:37(익산역)
KTX 720 18:00 21:08

무궁화 4434 18:32 23:49
KTX-산천 784 18:50 22:29
무궁화 1536 19:02 21:01(익산역)
새마을 4132 19:20 0:09
무궁화 1516 19:30 0:32

KTX-산천 722 20:30 23:35
KTX-산천 724 21:50 0:39
무궁화 1518 23:20 4:21

차 종 열차 번호 용산 여수엑스포
KTX-산천 701 5:10 8:02
무궁화 1531 7:00(익산역) 8:57
KTX 703 7:15 10:14
KTX 781 7:45 11:19
KTX 705 8:40 11:40

무궁화-누리로 1501 6:50 11:58
무궁화 4431 7:35 12:39
S-train 4873 10:58(익산역) 12:46

KTX-산천 707 9:55 12:57
ITX-새마을 1121 8:30 13:03

KTX 709 10:55 13:59
무궁화 1503 9:10 14:23

KTX-산천 711 12:20 15:20
무궁화 1533 14:05(익산역) 16:03
무궁화 4433 10:43 15:54
새마을 4131 11:20 16:19
무궁화 1505 11:30 16:28
KTX 713 14:10 17:04

KTX-산천 783 14:40 18:17
무궁화 1507 13:18 18:28
무궁화 1535 17:22(익산역) 19:18

KTX-산천 715 16:45 19:47
무궁화 1509 15:24 20:22

KTX-산천 717 17:45 20:29
ITX-새마을 1123 16:05 20:49
KTX-산천 719 18:50 21:47

무궁화-누리로 1511 17:15 22:26
KTX 721 20:10 23:01

KTX-산천 723 21:50 0:30
무궁화 1513 19:53 0:56
무궁화 1515 21:25 2:34
무궁화 1517 22:45 3:53

●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 거문도 [나로도(고흥), 손죽도, 초도, 동도, 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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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

업  소  명 안    내 위   치

호텔엠블여수 061-660-5800 오동도로 111  1~25층 (수정동)

히든베이호텔 061-680-3000 신월로 496-25 (신월동)

유캐슬호텔 061-808-5000 소라면 안심산길 155

더호텔수 061-681-1111 돌산읍 엑스포대로 71

디오션호텔 061-689-0700 소호로 295 (소호동)

한옥호텔 오동재 061-650-0300 박람회길 99 (덕충동)

호텔마띠유여수 061-662-3131 오동도로 20 (공화동)

마린베이 호텔 061-683-2266 시청서6길 15 (학동)

H·S관광호텔 061-662-9996 오동도로 74 (수정동 외6필지(1~10층))

호텔 더원 061-651-3000 국포1로 6 (국동)

비앤비치관광호텔 061-685-2200 시청서6길 25 (학동)

나르샤관광호텔 061-686-2000 시청서6길 3 (학동)

베니키아호텔여수 061-662-0001 시청서6길 19 (학동)

거문도섬호텔 061-665-6700 삼산면 거문도등대길 54

더 엘 관광호텔 061-662-7300 이순신광장로 135 (중앙동)

호텔 헤이븐 061-643-7777 돌산읍 진두해안길 131

여수시티파크 호텔 061-808-8000 좌수영로 641 (둔덕동)

다락휴 여수점 061-661-5400 박람회길 1  국제관 (덕충동)

 리조트

업  소  명 안    내 위   치

비고리조트 061-662-7772 돌산읍 돌산로 3155-1

디오션리조트콘도 061-689-0800 소호로 295 (소호동)

경도해양관광단지휴양콘도미니엄 061-660-1000 대경도길 111 (경호동)

여수비치리조트 010-3621-2404 돌산읍 돌산로 3169-27

업  소  명 안    내 위   치 구  분

엘레나호텔 061-651-6671   문수로 106 대동빌딩6,7층 (문수동)  ●
웨이트호텔 061-685-0804   시청동3길 30-7 (학동) ●
프라하호텔 061-691-1108   시청서1길 56 (학동) ●
힐하우스 호텔 061-682-3555   시청서6길 11 (학동) ●
프랑스호텔 061-681-0001   시청서6길 23 (학동) ●
여수해비치호텔 061-684-6000   시청서6길 5 (학동) ●
오동도호텔 061-665-1234   오동도로 102 (수정동) ●
오페라 061-644-6565   돌산읍 강남1길 39-17 ●
S1 061-643-0300   봉산남7길 11-20 (봉산동) ●
하모니 061-641-4545   봉산남7길 11-11(봉산동)

에이스 061-685-3344   성산3길 21-11 (화장동) ●

※ 아래 수록된 숙박업소는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와 주중15%이상 여수시민할인업소입니다.

 - www.yeosuya.co.kr■ 숙박통합예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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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안    내 위   치

이코노미호텔여수 061-661-0331 오동도로 5 (공화동)

다와모텔 061-662-2050 공화북2길 13 (공화동)

모텔리빙 061-666-1351 공화북2길 15 (공화동)

호텔 프로방스 061-661-0991 오동도로 61-14 (수정동)

카멜리아 061-665-2200 동문로 145 (공화동)

골든파크 061-665-1400 오동도로 75 (수정동)

오동도호텔 061-665-1234 오동도로 102 (수정동)

라스베가스 061-665-8850 충무3길 3 (충무동)

파티모텔 010-6674-7749 오림2길 12-6 (오림동)

두바이모텔 061-652-5000 오림4길 55 (오림동)

쥬얼리모텔 061-653-7686 오림4길 53 (오림동)

E하우스모텔 061-654-9580 오림4길 61 (오림동)

황금모텔 061-651-0700 오림4길 48 (오림동)

드림모텔 061-653-9668 둔덕3길 14 (미평동)

트윈스모텔 061-653-3200 둔덕3길 12(미평동)

루나(LUNA) 061-682-0669 성산3길 21-6 (화장동)

6&9 모텔 050-7962-4742 성산3길 21-10 (화장동)

다다무인텔 061-683-4307 성산3길 21-17 (화장동)

애플호텔 061-691-0005 성산3길 21-5 (화장동)

에스모텔(S) 061-691-6699 무선6길 43-4 (선원동)

K boutique hotel 061-692-0311 성산3길 21-15 (화장동)

호텔 얌 여수학동점 061-682-2696 거북선공원2길 19 (학동)

프라하호텔 061-691-1108 시청서1길 56 (학동)

힐하우스 호텔 061-682-3555 시청서6길 11 (학동)

샵모텔 061-685-1901 시청동2길 22-1 (학동)

아일랜드 모텔 061-684-2506 시청서5길 26 (학동)

호텔 YOU 061-921-5481ㅈ 시청동2길 16 (학동)

 일반호텔·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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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호텔·모텔

업  소  명 안    내 위   치

썬하우스호텔 061-682-3636 시청서1길 60 (학동)

프랑스호텔 061-681-0001 시청서6길 23 (학동)

(주)벨라지오 관광호텔 061-686-7977 시청서6길 13 (학동)

조아모텔 061-683-1665 시청동2길 13 (학동)

MK호텔 061-692-0060 시청서5길 16 (학동)

여수해비치호텔 061-684-6000 시청서6길 5 (학동)

쉴모텔 061-666-4700 소호로 201 (소호동)

여수 웨이트호텔 061-685-0804 시청동3길 30-7 (학동)

명가모텔 061-665-9520 남면 내외진길 6-1

보보스모텔 061-644-1520 돌산읍 강남6길 46

블랙앤화이트 061-643-0111 돌산읍 강남7길 12

오페라온돌모텔 061-644-6565 돌산읍 강남로 45

마리나 무인호텔 061-644-6666 봉산남6길 16 (봉산동)

초콜릿 모텔 061-642-2700 봉산남6길 11-18 (봉산동)

여수 스테이호텔 061-642-6400 봉산남8길 17-15 (봉산동)

호텔자바 061-643-1717 봉산남7길 11-10 (봉산동)

아라&마루 061-643-3334 봉산2로 31-1 (봉산동)

월드파크모텔 061-641-5335 봉산2로 19(봉산동)

썬플라워모텔 061-642-4545 봉산6길 11-9(봉산동)

힐링 무인텔 061-654-2257 문수로 160 (문수동)

아레스모텔 061-654-4060 여문문화2길 10 (문수동)

엘레나호텔 061-651-6671 문수로 106 (문수동  6층7층(대흥빌딩))

MJ모텔 061-655-5577 여문문화길 76-1 (문수동)

하이 무인모텔 061-651-1515 여문문화2길 84 (문수동)

알앤비 비즈니스 호텔 061-653-9900 문수로 58 (문수동)

죽림모텔 061-683-0683 소라면 서부로 57-11

힐링호텔 061-683-6131 화양면 화양로 1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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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권

노을펜션 010-3546-4805 남면 직포길 20

달링하버(1) 061-661-1111 돌산읍 신추길 9

여수카멜리아민박 010-5106-3587 돌산읍 평사로 102-16

여수카멜리아펜션 010-4611-1956 돌산읍 금천1길 45

바닷가풍경 010-7682-1066 돌산읍 계동로 326-21

카멜리아펜션민박 010-3499-0509 돌산읍 금천1길 43

쌍둥이네흙집 010-4646-3942 돌산읍 돌산로 1622-24

까사고니펜션 010-4692-3038 돌산읍 평사로 274-5

해리펜션 010-3657-9716 돌산읍 계동로 390

하늘보라 010-2635-4153 돌산읍 계동로 391

시내권

블랭크 061-652-3388 망양로 351

여수비치 061-662-9999 하멜로 64

거북선펜션 061-665-2020 여수시민로 2

여수낭만153 061-665-0153 이순신광장로 202

여수엑스포비치펜션 061-662-7002 오동도로 61-16

여행하기좋은날 061-662-7300 교동남1길 5-4

해든뷰호스텔 010-3805-1937 외밭넘2길 10

MJ호스텔 061-663-5600 수정동 320

소라
·

화양

유캐슬펜션(F1동) 061-808-5000 안심산길 155

일마레민박 010-3638-8153 소라면 서부로 981

여수그레이스펜션 070-4882-2959 화양면 옥천로 1063-5

무지개민박 010-5122-9405 화양면 옥천로 1063-3

화정
·

율촌
 ·
여천

하얀고래in백야 010-4661-9553 화정면 백야2길 29-10

온다도로 061-686-1350 소호1길 44

SEASTAR호스텔 061-691-1181 소호1길 40

쉼호스텔 010-2478-6200 소호6길 7-9

보라네펜션 010-8820-7697 율촌면 신산길 75

펜션·민박·호스텔

권역별 업  소  명 안    내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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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즐기는 해상펜션

시  설  명 안      내 위   치

경도해상 061-666-0043 대경도

소경도해상 061-666-0587 소경도

개도해상 010-6339-8943 개도

적금도해상 010-9073-5563 적금도

   찜 질 방

   수학여행 추천코스

업 소 명 안   내 위  치 부대시설

유심천 061-681-5657 소라면 안심산길 155 음식점:식사류

엑스포 해수피아 061-642-5600 어항단지로 27 (국동) 음식점:식사류

좌수영사우나 061-683-2020 선원3길 10-21 (선원동) 음식점:식사류

여수스포렉스 061-654-5601 여문2로 183 (여서동) 음식점:식사류

엑스포사우나 061-685-5222 성산3길 20 (화장동) 음식점:식사류

금수강산사우나 061-651-5677 여문2로 53-6 (문수동) 음식점:식사류

금수산찜질방 061-653-5010 여서1로 53 (여서동) 매점운영

황진이불가마 061-684-2727 거북선공원1길 16 음식점:식사류

수향찜질방 061-666-2600 흙산로 2-1(엑스포근처) 매점운영

캠핑·템플스테이 

시  설  명 안      내 위   치

굴전여가캠핑장 061-650-3385 돌산읍 돌산로 3017-15

봉황산 자연휴양림 061-643-9180 돌산읍 신복리 산 391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061-685-3314 웅천동 1692

흥국사템플스테이 061-685-5633 흥국사길 160






	관광가이드북 표지2.pdf
	관광가이드북 내지(18.11)6.pdf
	관광가이드북 내지맨뒤.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