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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체험 > 자전거코스 > 1코스11코스코스

1코스 2코스 3코스 옛 철길 자전거도로

1코스 오동도↔여자만(복촌) 41.3km

오동도~여자만 코스는 도심 속 여수의 명소를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다.
오동도를 출발해 여수해양공원, 이순신광장, 웅천친수공원, 소호동동다리 등을 지나가며 도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가사리 방조제를 지나 여자만으로 들어서면 갯벌과 함께 아름다운 노을을 만끽할 있는 갯노을길 코스로 접어든다. 북촌에서 반월마을로 500여 미터의 해상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길은

여수와 순천의 경계인 상봉까지 연장하여 광역순환형 생태체험 자전거 하이킹 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뎅이까지 자전거 길이 완비되어 있다.

오동도-당두-넘너리-히든베이호텔-소제교차로-성본교차로-가사리방조제-여자만(복촌) 41.3km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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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오동도는 800여 미터의 방파제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동백나무와 신이대를 비롯한 희귀수목과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오동도는 3월이면 3천여 그루의 동백

나무에서 동백꽃이 피어 4월이면 섬 전체에 붉은 양탄자처럼 떨어진 동백꽃을 즐길 수 있다.

진남관

현존하는 관아건물중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 건물인 진남관은 조선시대 400여년간 조선수군의 본거지로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이다. 전라좌수영의 본영이며 객사였다. 현재는 2020년 완

공예정의 복원공사 중으로 복원현장은 매달 2,4주 토요일 예약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멜등대

‘하멜표류기’로 알려진 네덜란드 하멜 일행의 여수에서 3년 6개월의 삶과 흔적을 모아 그들이 떠난 장소에 건립된 하멜 전시관과 하멜등대는 여수시와 네덜란드의 우호의 장이며 17세기 우리

나라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해양공원

낭만이 가득한 여수 밤바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양공원은 각종 공연과 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볼거리가 많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낭만포차거리가 조성되어 여수를 여행한다면 꼭 들

러야 할 핫플레이스이다.

이순신광장

여수의 랜드마크인 이순신 광장은 이순신장군의 대형동상과 전라좌수영 거북선 복원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광장에서는 매년 5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는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열

린다.

돌산대교

돌산과 여수를 연결하는 제 1대교로 바다와 섬, 여수항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밤이 되면 장군도와 교각 기둥 조명이 켜져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웅천친수공원

청정해역 가막만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해변공원은 캠핑과 다양한 해양레져스포츠체험을 할 수 있다.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선소

사전 제392호로 고려시대부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던 선소는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유적으로는 전선을 수리하고 보관했던 굴강과 일반인의 통행금지 구역을 표시

했던 돌벅수가 있다.

소호동동다리

밤바다의 멋진 야경을 보며 걷는 물위의 데크 산책로 소호동동다리는 소호동회센터에서 소호요트마리나까지 바다 위에 조성된 742m의 해변산책로이다. 야간 경관조명을 통해 제2의 여수밤

바다라고 불리는 새로운 야경코스이다. 소호요트마리나에서는 요트,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여수갯벌노을마을

갯벌에 드리워진 해넘이가 장관이 여자만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워 주변에 찻집을 겸한 레스토랑이 많이 있다. 여수갯벌노을마을에서는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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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여수자전거동호회 (자전거 동반 라이딩 또는 코스안내 가능)

여수 YMCA 두바퀴 세상 : 010-9228-7245

MTB School : 010-5608-6643

그린 MTB동호회 : 010-4611-3972

여수자전거 바람을 타고 : 010-6607-9149

여수 팀 포르자 : 010-4640-1445

전국자전거여행가이드무료봉사[전자봉(여수)] 010-3620-2822

여수공영자전거 시스템 여수랑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녹색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하는 자전거 무인 대여제 입니다. 여수시 공영자전거시스템 구축을 통

하여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기술을 융합한 친환경 관광도시 구현을 실현합니다.

여수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https://www.yeosu.go.kr/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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