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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체험 > 여수 낭만버스 > 제1코스(향일암코스)제제11코스코스 ((향일암코스향일암코스 ))

온라인 예약 서비스 바로가기  안내안내  및및  예약문의예약문의  : (유)동서관광 061-692-0900, 0903

코스소개

낯선 도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 도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고 겪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 낭만 버스는 여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빼어난 완성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곳곳을

버스를 타고 돌며 유리창 너머로 혹은 관광지마다 내려서 만나는 유물·유적은 여수가 고대로부터 생생하게 이어져온 고도(古都)라는 역사성을 알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오동도 방파제를 지나면 음악분수가 경쾌하게 춤을 추며 여러분을 맞이한다. 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맨발공원, 시누대 터널, 오동도 등대, 전망대에 올라 검푸른 남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섬

전체가 온통 동백나무와 오동나무, 시누대, 후박나무로 이루어진 오동도를 걷다보면 이곳이 정말 섬일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목공예품을 만들 때 색을 칠하거나 표면을 가공할 때 사용되었

던 황칠나무를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진남관의 높은 계단에 올라서면 사진과 설명으로만 듣던 진남관의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에 이구동성으로 자아내는 탄성을 들을 수 있다. 이곳 진남관은 국보 제304호로써 현존하는 단

층 목조건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이다. 400 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과 3도수군통제영이었던 이곳은 최초로 거북선을 건조했던 장소이다. 통제문 옆에 서 있는 여수 석인상

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오래되어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도포자락까지 표현된 석공의 섬세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코스정보

엑스포역 오동도 임란유물전시관 해양수산과학관 향일암

수산시장 엑스포역

소요시간 : 6시간 50분 (둘째 월 휴무)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tour/leisure
/tour/leisure/city_tour
/tour/leisure/city_tour/course_01
https://www.yeosu.go.kr/newok/reservation/b65ae1b8-df6a-47d9-8aab-47b98653f437/09a055b9-4941-4455-8574-82bffbe9cdb9


여기까지 보고 나면 배가 고파진다. 이순신동상이 보이는 이순신광장 주변은 좌수영음식특화거리 어디를 찾아가도 맛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주는 맛집들이 즐비하다. 여수시를 대표하는 막

걸리식초로 버무린 서대회무침부터 간장게장, 장어탕, 오리탕, 백반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라면 진남관 바로 옆 골목의 피자나 스파게티도 골라 먹을 수 있다.

맛있는 점심식사 후 다시 버스에 올라 찾아간 곳은 해양수산과학관. 이곳에는 바다 밑 생물들의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잡아볼 수 있는

체험장이 있어 더 흥미롭다. 내치도, 외치도, 혈도, 죽도와 함께 남해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장관도 연출된다.

점심식사 후 쏟아지는 노곤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향일암을 보러가는 길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다. 야트막한 산과 들, 푸르게 자라고 있는 돌산갓으로 뒤덮인

밭들이 눈을 편안하게 만든다. 향일암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갓김치를 시식 할 수 있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일주문을 지나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자연석 그대로의 일주문인 석문을 통과하

고 비좁은 통로를 들어서기 위해 몸을 낮추고 허리를 구부리면 비로소 향일암에 발을 딛을 수 있다.

원효대사의 신비를 간직하고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다운 향일암은 거북이의 등처럼 갈라져 있는 바위가 있어 놀라움과 신기함으로 가득 찬 곳이다. 다행히 운이 좋다면 지는 노을을 그

대로 감상할 수 있으며 고개를 돌리면 바로 앞의 연리지의 사랑스러운 형태의 동백나무도 마주할 수 있다. 일출이 아름다운 향일암에 서면 왜 사람들이 열광하며 일출을 보기위해 이곳을 찾는

지를 바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향일암에서 돌아오는 길은 오른편으로 바다를 끼고 오는 길이다. 늘 바쁘게만 살아온 시간들을 되새겨보았던 시간이 돌아오는 동안 내내 다시 일할 수 있는 신선한 활력을 제공해준 것이 느껴

진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여수의 수산물이 모두 모아져있는 여수 수산시장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여수수산시장과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청결함과 신선함을 자랑한다. 이곳은 가족

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신선한 활어와 건어물, 돌산갓김치까지 여수의 특산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오랜만에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

낸 느낌이다. 미항 여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여수 낭만 버스를 적극 추천한다.

안내사항

예약안내 : (유)동서관광 061-692-0900

여수 낭만 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자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의 모든 책임은 이용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1코스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 휴무입니다.

2층 버스는 휠체어 탑승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예약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061-659-3872)

진남관은진남관은  현재현재  복원공사복원공사 (~2023년년  말말  예정예정 )중으로중으로  관람이관람이  불가능합니다불가능합니다 . 진남관진남관  부속부속  임란유물전시관임란유물전시관  관람으로관람으로  대체운영대체운영  중입니다중입니다 .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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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일정

이동시간이동시간 소요시간소요시간 (분분 ) 장소장소  및및  세부일정세부일정 비고비고

10:30 　 여수엑스포역 출발 　

10:30~10:40 10 여수엑스포역→오동도 이동 　

10:40~11:40 60 오동도 관람 　

11:40~11:50 10 오동도→진남관 이동 　

11:50~13:20 90 진남관 관람 및 중식 임란유물전시관 관람

13:20~13:40 20 이순신광장→해양수산과학관 　

13:40~14:10 30 해양수산과학관 관람 [입장료] 3,000원

14:10~14:35 25 해양수산과학관→향일암 이동 　

14:35~15:50 75 향일암 관람 [입장료] 2,500원

15:50~16:30 40 향일암→수산시장 이동 　

16:30~17:10 40 수산시장 관람 　

17:10~17:20 10 수산시장→여수엑스포역 이동 　

※ 진남관은진남관은  현재현재  복원공사복원공사 (~2023년년  말말  예정예정 )중으로중으로  관람이관람이  불가능합니다불가능합니다 . 진남관진남관  부속부속  임란유물전시관임란유물전시관  관람관람으로으로  대체운영대체운영  중입니다중입니다 .

※ 해양수산과학관은해양수산과학관은  매주매주  월요일에월요일에  휴관휴관으로으로  인하여인하여  코스에서코스에서  제외됩니다제외됩니다 .

요금정보

일반요금 10,000원 할인요금 5,000원

할인대상 : 여수시민, 초중고생, 65세 이상 경로, 국가유공자, 군인, 장애인 (상이 1급, 장애 1~3급의 경우 동반 1인 포함)

할인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신분증 등) 제시

중복할인 적용 불가

미취학아동 무료

요금에 중식, 관광시설 이용료는 미포함입니다.

인터넷 예약이 우선이며, 좌석 여유가 있을 시 현장에서 현금 결제 가능

※ 안내안내  및및  예약문의예약문의  : (유)동서관광 061-692-0900, 0903

담당부서 : 관광과, 위탁운영업체 : (유)동서관광 061-692-0900, 0903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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