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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크루즈

운영사 : 남해안크루즈관광주식회사

연락처 : ☎1533-6256

승선장소 : 돌산대교 유람선 선착장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17-22)

홈페이지 : http://www.minamcruis e.com

미남크루즈 해상 시티투어

출발일자 : 매일

출발시간 : 14시 30분 (1시간 20분 코스)

출발장소 : 돌산대교 선착장

운항코스 : 돌산대교 선착장 ~ 장군도 ~ 이순신광장 ~ 종포해양공원 ~ 하멜등대 ~ 거북선대교 ~ 남해앞바다 ~ 용월사 인근 해상(회항) ~ 돌산대교 선착장

정상가격 : 대인 21,000원, 소인 9,000원

미남크루즈여수밤바다 힐링 야경 투어, 선상 불꽃투어 일정

출발일자 : 월~목 힐링야경투어 / 금,토,일,공휴일 선상불꽃투어

출발장소 : 돌산대교 선착장

운항코스 : 돌산대교 선착장 ~ 장군도 ~ 이순신광장 ~ 종포해양공원 ~ 하멜등대 ~ 낭만포장마차 ~ 거북선대교 ~ 오동도 등대 (회항)

불꽃일정 : 매주 금,토,일,공휴일,성수기

힐링야경투어 정상가격 : 대인 22,000원, 소인 11,000원

선상불꽃투어 정상가격 : 대인 40,000원, 소인 25,000원

여수 시민 할인[본인만 가능/ 별도 예약 불가, 이용 당일 현장에서 발권]

힐링야경투어/해상시티투어 : 대/소인 50%할인(본인만 가능)

선상불꽃투어 : 대인 30,000원, 소인 22,000원

7월월

선상불꽃투어

오후 8시 출항 [매주 금,토,일,+22일부터 매일 선상불꽃투어 진행]

힐링야경투어

오후 8시 출항 [21일까지 매주 월~목]

*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힐링야경투어 출항일정 없음.

해상시티투어

오후 1시 30분 출항[매주 토,일]

오후 4시 30분 출항[매주 토]

*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8월월

선상불꽃투어

오후 8시 출항 [1일~28일까지 매일 선상불꽃투어 진행]

힐링야경투어

오후 8시 출항 [29일부터 매주 월~목]

해상시티투어

오후 2시 30분 출항[매주 토,일]

오후 4시 30분 출항[매주 토]

*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정부지침, 모객 부족, 공휴일 등의 이유로 변동가능.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tour/leisure
/tour/leisure/bambada
/tour/leisure/bambada/cruise_ship
http://www.minamcruise.com


*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정부지침, 모객 부족, 공휴일 등의 이유로 변동가능.

미남크루즈는 유람선으로 대인, 소인(25개월~13세) 요금으로만 구분됩니다.

이사부크루즈

1588-0890 www.gcruis e.kr

승선장소 : 돌산대교유람선선착장(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17-18)

코스 : 돌산대교 ~ 장군도 ~ 거북선대교 ~ 오동도 ~ 여수세계박람회장 ~ 종포해양공원 ~ 돌산대교

운항시간 : 11:00, 14:00

승선인원 : 994명

소요시간 : 1시간30분

요금 : 성인19,000원 / 소인(25개월~13세)13,000원

이사부크루즈 야경불꽃투어

운항시간 : 19:30 ( 1월 18:30, 2월 19:00) 매주 금, 토, 일 

여름 성수기 매일 운항 

(선사 및 기상사정에 따라 운항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탑승 전 예약 및 문의 필수)

소요시간 : 1시간30분

요금 : 대인 35,000원 / 소인20,000원

여수거북선호 (미운항중)

할인제도

청소년, 군인, 국가유공자 : 10%

경로(만65세이상) : 20%

소인(25개월 ~ 만 12세) : 50%

복지카드 (1~3급) : 50%, 1급은 동반 1인도 50%

단체할인 : 20명 이상 10%

여수시민 : 50%(터미널 이용료 제외)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http://www.gcruise.kr/main/main.php


COPYRIGH T(C) BY YEOSUCITY. ALL RIGH T RESERVED.

오동도유람선

061-661-0077

승선장소 : 오동도

코스 : 오동도 ~ 거북선대교 ~ 장군도 ~ 돌산대교 ~ 오동도

운항시간 : 20인 이상 출항 (여름성수기 수시운항)

소요시간 : 50분

요금 : 대인10,000원, 중.고생9,000원, 소인5,000원

뉴스타(300명), 섬사랑(198명), 국동크루즈(오동도크루즈)296명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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