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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후기

여수관광정보를여수관광정보를  공유하는공유하는  관광후기관광후기  페이지입니다페이지입니다 .

불편사항은불편사항은  불편신고불편신고  접수접수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 불편신고불편신고  바로가기바로가기

페이지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이나 특정 사업체에 대한 홍보, 허위사실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현재  IE 브라우저에서브라우저에서  실명인증이실명인증이  정상적으로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이루어지지  않고않고  있습니다.있습니다.  엣지엣지 , 크롬크롬  등등  다다

른른  브라우저를브라우저를  이용하여이용하여  실명인증하여실명인증하여  주시기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

최신순 추천도순 후기쓰기전체 64건

여수여수  예술렌드에예술렌드에  뜨거운뜨거운  것것  다다  모았다모았다관광지예술렌드기간2022.08.13 ~ 2022.08.22

"여수 예술렌드에 뜨거운 것 다 모았다“ 풍경 좋은 리조트/야외조각공원/마이다스의손/커피숍/전시공간/인공동
굴/스카이워크/미디어아트/공중그네/3D트릭아트/ 등등 마감 시간에 입박하여 티켓팅..

추천28

채영숙채영숙  해설사님께해설사님께  감사의감사의  마음마음  전하고전하고  싶습니다싶습니다관광지항일암 오동도 예울마루 흥국사 여수 섬섬길 브리지기간2022.11.18  ~ 2022.11.19

여수여행에서 만난 여수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아름다운 여수에서 살고 계시니 마음도 아름다운가 봅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 2순위가 여수였는데, 또 가고 싶은 곳, 1순위가 되었습니다. ..

추천22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tour/my_tour
/tour/my_tour/travel_review
/tour/my_tour/travel_review/travel_review
/tour/my_tour/travel_review/travel_review/tour_epilogue
/tour/my_tour/travel_review/travel_review/tour_epilogue
http://www.yeosu.go.kr/tour/my_tour/singo
/tour/my_tour/travel_review/travel_review/tour_epilogue?mode=list
/tour/my_tour/travel_review/travel_review/tour_epilogue?mode=list&sort=recommend
/tour/operation_guide/myname_check?return_url=/tour/my_tour/travel_review/travel_review/tour_epilogue
/tour/my_tour/travel_review/travel_review/tour_epilogue?idx=11928&mode=view
/tour/my_tour/travel_review/travel_review/tour_epilogue?idx=11928&mode=view
/tour/my_tour/travel_review/travel_review/tour_epilogue?idx=11990&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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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박  6일간의일간의  거문도여행거문도여행관광지여수교동 여수거문도기간2022.10.24 ~ 2024.02.06

거문도 5박 6일간의 여행이 인상적이었다. 거문도는 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파라다이스호'를 타고 뱃길을
따라 2시간 20분 정도 가면 닿는다. 멀다면 멀지만 가는 내내 다도해 국립공원의 아..

추천21

예술의예술의  섬섬  장도에서장도에서  만난만난  피아노치는피아노치는  바리스타바리스타관광지장도기간2022.09.14 ~ 2022.09.27

예술의 섬 장도에서 만난 피아노치는 바리스타/장도아트카페 제가 [남도에서 한달여행하기(여수)]에 공모하여
선정된 후에 여수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중에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예술의 섬 장도 였..

추천20

뚜벅이뚜벅이  모녀의모녀의  13박박  14일일  여수여행여수여행관광지거문도 금오도 하화도 장도 오동도 낭만포차기간2022.11.13 ~ 2022.11.26

7월부터 한달살기를 하면서 영주,제천,순천,군산 등등을 혼자 다니면서 엄마와 함께하지 못한점이 매우 아쉬웠
는데 남도 한 달 여행하기 지원을 통해 여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추천19

행복한행복한  여수여수  야행야행관광지진남관 이순신광장기간2022.10.16 ~ 2022.10.16

가족들과 즐거운 야행을 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알차고 아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장차 커서 이순신 장군님
이 될거랍니다 여수에 진남관과 밤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추천16

[전라남도전라남도  여수여수  여행여행 ] '하멜하멜  전시관전시관 '에서에서  '헨드릭헨드릭  하멜하멜 '을을  만나다만나다 .관광지하멜전시관기간2021.12.04 ~ 2021.12.04

'하멜 전시관'에 다녀온 여행 수기입니다. https ://blog.naver.com/gamjic82/222586472098(링크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추천16

20대대  우정여행으로우정여행으로  딱딱  좋았던좋았던  여수여수관광지고소동벽화마을 오동도 이순신광장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여수레일바이크기간2023.05.18  ~ 2023.05.24

남도한달살기 지원을 받아 6박 7일간 여수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20대 여자 둘이 떠나는 우정 여행이었는데, 여
수는 정말 최고의 여행지였어요!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멋진 바다..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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