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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가서 이런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내 눈이 즐거운 광양으로 간다.

광양, 내 눈의 휴식

광양 관광가이드북

PART 1

 한눈에 보는 광양의 9경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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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계곡

 광양읍 봉강면 조령리 

동곡계곡

 광양읍 옥룡면 동곡리

어치계곡

 진상면 어치리

금천계곡 

 다압면 금천리

백운산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세가 깊

으니 계곡도 깊고 물도 유리처럼 맑고 손이 시릴 정

도로 차갑다. 백운산에는 가장 물이 맑기로 소문난 진

상면의 어치계곡을 비롯하여 봉강면의 성불계곡, 옥

룡면의 동곡계곡, 다압면의 금천계곡 등 4대 계곡이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의 심신을 치유해 준다. 맑은 

물, 맑은 공기,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만으로도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치계곡은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폭포, 울창한 소나무 숲이 영

혼까지 맑게 한다. 성불계곡은 4대 계곡 중 가장 짧은 

곳으로 평평한 바위에 누워 천국의 휴식을 맛볼 수 

있다. 동곡계곡은 학사대, 용소, 선유대 등 볼 곳이 많

다. 백운산 휴양타운은 물이 얕아 아이들이 놀기에 좋

다. 금천계곡은 평지에 수량이 풍부해서 가족들이 텐

트를 치고 수다 삼매경에 빠져도 좋은 곳이다. 4대 계

곡 모두 물이 너무 맑아 바닥이 다 보이고 가끔 고동

을 잡을 수도 있다.  

백운산 4대 
계곡

더위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최고의 여름 휴가지

백운산 4대 계곡을 여름에만 찾는 건 옛날 방식이다. 자연의 비경을 담

은 이 4대 계곡은 4계절 모두 즐길 최고의 힐링 코스다. 주변에서 가족

들과 별을 보며 차박 오토캠핑을 즐겨도 좋다. 광양시는 ‘백운산 4대 계

곡 관광명소화 사업’의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어치 생태탐방로를 조

성했는데 이 길은 빼어난 자연 풍광을 즐기며 사색과 산책의 즐거움에 

빠지기 좋은 곳이다.

사색과 자연생태를 

즐기는 어치 생태 

탐방로

TIP
여행 꿀팁

 ➊ 성불계곡 ➋ 동곡계곡  ➌ 어치계곡  ➍ 금천계곡 

01경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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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얼음이 녹고, 아지랑이가 흙의 겨드랑이를 간지

럽히며 올라오는 계절에 사진기 하나 들고 떠나기 좋

은 곳이 바로 광양의 그 유명한 매화마을이다. 광양의 

매화축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해서 국제매화축제

로 확대되기도 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광

양시 다압면 섬진마을 일원에 심어진 10만 그루 이상

의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면서 그 서막을 연다. 광양의 

매화축제는 매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꽃축제로는 전국

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린다. 매실농원 뒤안길의 청

보리밭 길을 지나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매화 장

관을 볼 수 있다. 광양의 매화축제를 보게 되면 지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매화의 풍경을 보러 수많은 사람

들이 모여들어 같은 표정으로 넋을 잃고 정지 화면이 

되어 있을 것이다. 홍매화, 청매화 등 겨울을 뚫고 화

사하게 세상을 물들이는 매화의 그 고운 자태는 오직 

광양에서만 그 절정의 가치를 만날 수 있다.

광양
매화마을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촬영 명소

매화마을의 포토존은 

어디일까?

TIP
여행 꿀팁

우선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먼저 가 보자. 그들이 선택했다면 분명

한 이유가 있는 법. 드라마 다모를 촬영했던 곳도 표지판으로 친절하

게 설명해 놓았다. 청매실 농원을 따라 걷는 그 길도 촬영의 명소다. 새

벽에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 어느 예술가도 그려내기 힘든 풍경

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통 여행인증 사진을 많이 찍는데 광양 매화마

을은 그저 풍경을 담기에도 바쁘다. 청매실 농원의 매화 산책길 정상

에 올라서면 매화꽃천지를 이룬 농원 전경과 섬진강 건너 하동쪽 지리

산이 산수화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➊ 매화마을 전경  ➋ 매화마을 야경  ➌ 매실아이스크림  ➍ 매화마을 내 한옥집  

광양매화마을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55 일원

광양매화문화관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21

 061-772-4066

02경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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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자연휴양림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37

 061-797-2655

 bwmt.gwangyang.go.kr

 입장료 무료

백운산 치유의 숲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37

 061-763-8675~6

 월요일 휴무

 산림치유프로그램 신청료

     5,000원 

※ 예약 : 홈페이지, 전화로는  

                단체예약만 가능

도시인의 스트레스를 치유하는데 이곳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 그냥 숲이 아니라 잘 정돈된 단아한 숲을 만나

는 그곳, 한번 이곳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두세 번 

이상 다시 찾게 된다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으로 떠난다. 

치유의 숲센터에 가면 건강측정실, 요가명상실, 피톤치

드 북카페, 족욕장, 아로마 테라피실, 일광욕 테라스 등 

꼼꼼하게 잘 갖춰진 시설들이 눈에 띈다. 치유의 숲센터

에서 건강 체험을 하고 백운산 자연휴양림으로 산책을 

간다. 죽죽 뻗은 나무들 사이에서 삶을 헤쳐나갈 에너지

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숙박

시설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1~2 야영장, 카라반, 자동차 

야영장, 그리고 실내형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과 캐빈하

우스가 운영중이다. 캐빈하우스는 복층 구조라 가족단

위로 이용하기에 좋다. 숙박동은 아기자기 하게 잘 꾸며

져 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는 목재체험관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

끼면서 목공 제작을 할 수 있다. 친환경 목재 장난감이 

구비된 놀이터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백운산 자연
휴양림 /  
치유의 숲

한번 경험하면 
반드시 두 번 이상 
찾게 되는 곳

숲캉스 최고 인기 

코스, 캠핑족들의  

핫 플레이스

TIP 백운산은 광양시 전체 면적 중 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산이다. 이 

산과 그 둘레만 꼼꼼히 둘러봐도 광양의 모든 것을 본 것이나 다름없

을 정도다. 편백나무, 삼나무 사이에 조성된 캠핑장은 자연 속 캠핑

의 진수를 전한다. 백운산 캠핑장은 피크닉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어른과 아이들 모두를 힐링시킨다. 오토캠핑장, 카라반 

캠핑장 등 캠핑 시설도 다양하다. 

➊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➋ 캐빈하우스  ➌ 산책로  ➍ 치유의숲 센터 명상실  ➎ 목재문화체험장

여행 꿀팁

03경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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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의 

장관을 보려면 여수 

묘도휴게소로!

TIP
여행 꿀팁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는 어느덧 광양을 넘

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물이 되었다. 국내 최장, 세계 

7위 현수교라는 그 스펙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느

껴진다. 자신이 살던 곳을 벗어나야 자신의 살던 곳

의 가치가 느껴지듯 이순신대교의 가치를 느끼려면 

광양을 벗어나 여수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절경이

다. 여수시 묘도에서 바라보는 광양항의 야경과 이

순신대교의 모습은 그 어떤 화가도 그려 내기 힘든 

작품을 완성한다. 총 연장 2,260m 주탑과 주탑 사

이는 1545m이다. 1545라는 숫자는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1545년을 의미한다. 주탑의 높이 270m는 서

울 남산은 물론이고 여의도 63빌딩보다 높다. 콘크

리트 주탑으로는 세계 최고다. 연인, 가족과 함께 드

라이브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이순신대교 는 해수

면에서 상판까지의 높이 역시 80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 굳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순신대교홍보관

 여수시 묘도7길 110

 061-807-2020

 매일 10:00 - 17:00 

월요일 휴관

이순신대교

광양에 오면 
반드시 둘러보아야 할 
필수코스

광양에서 여수로 넘어가는 이순신 대교 끝자락에 묘도 휴게소가 있다. 

그곳에 ‘이순신대교 홍보관’이 마치 거북선이 산자락에서 바다를 향

해나갈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 홍보관은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여유로운 데크길, 역사적인 다리를 건립하게 된 자세한 배경 이야기와  

기술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하기 

참 좋은 코스다. 걸어서 20분 정도 올라가면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이 나온다.  

➊➋ 이순신대교 야경  ➌ 이순신대교 전경  ➍ 이순신대교홍보관

04경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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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의 야경을 빼놓고 항구의 야경을 말하지 말라. 광

양의 진수를 만나려면 조금 부지런하거나 조금 게을러야 

한다. 광양만 안에는 묘도(猫島)·송도(松島)·장도(獐島) 

등의 섬이 있으며, 해안에 따라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다. 송도와 장도 사이로 물안개가 피어나고 포스코 광

양제철소로 향하는 배가 잠자던 물살을 깨운다. 대형 선

박들도 자유롭게 드나 드는 이곳 광양만은 여명의 감동

과 노을의 여운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광양

만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서단에 해당하여 해안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노량해전을 비롯한 임진

왜란 전승 유적지가 많아 관광지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

다.  광양만은 여수·남해반도가 천연적인 방파제 기능을 

해 줌으로써 항상 물결이 잔잔하여 선박이 정박하기에 

안전하고,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이 다니기에 편리한 곳

이다. 광양시 항만대로 755에 위치한 여수광양항홍보관

에는 광양항의 현재 시설과 미래 비전들을 잘 정리해 놓

아 광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광양항홍보관

 광양시 항만대로 755

광양만

마치 외국에 온듯한 
이국적인 항구의 
특별한 전망

이름이 달리 해오름이겠는가. 광양만의 일출을 보기 참 좋은 장소. 해오름

육교는 가야산을 향해 힘차게 용틀임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새벽 일출 때 

금빛 물결을 가르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통통배는 그 자체로 명화라 할 수 

있다. 광양 해오름육교는 전망대와 휴게공간을 갖춘 경관보도교로 이순신

대교, 광양만, 광양제철소, 시가지 등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➊ 광양만 야경  ➋ 광양항 야경  ➌ 광양항해양공원  ➍ 광양항 해바라기  ➎ 무지개다리

해오름육교에서 

바라보는 광양만의 

일출

TIP
여행 꿀팁

05경

1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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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이치는 섬진강 물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섬

진강 맛집 군락지인 망덕포구가 나온다. 망덕포구는 

소설가 김훈이 극찬했던 ‘섬진강자전거길’의 육지부 

시작점이자 종점이다. 망덕포구에서 꼭 맛 봐야할 벚

굴의 명칭은 벚꽃이 필 때 가장 알이 굵고 맛있다고 해

서 정해졌다. 이곳 벚굴은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잠

수부가 일일이 채취해야 한다. 그래서 더 귀하고 인기

가 많다. 망덕포구 벚굴의 에너지를 받고 바로 우리나

라 자전거 라이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진강 종주 자

전거길을 달려보자. 제5코스인 광양 구간은 남도대교

~매화마을~배알도근린공원에 이르는 37.7km 길이. 페

달을 밟을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가 따라온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길이라 힘든 

줄도 모르고 이 길을 지나버리게 된다. 섬진강 자전거

길은 총 154km로 다른 강 자전거 길과는 달리 하구둑

(한강은 하구둑을 세우지 못한다)이 없으며, 하구라고 

한다면 망덕포구가 하구일 것이다.

섬진강망덕포구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71

섬진강자전거길 유인인증센터

 광양시 태인동 1632-19

 061-791-9023

섬진강  
망덕포구 /  
자전거길

망덕포구의 벚굴을 
맛보고 자전거로 
만나는 섬진강의 
수려한 풍경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의 도착점이자 출발점인 배알도 근린공원은  

광양 유일의 해변 야영장으로 캠핑족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윤동주

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극적으로 보존한 정병욱 가옥과 31

편의 시비(詩碑)가 세워진 ‘윤동주 시 정원’도 숨을 고르기에 좋은 장소

이다. 섬진강 끝들마을에서는 연인, 가족이 즐길 아트자전거도 체험할 

수 있다.

➊ 섬진강자전거길  ➋ 섬진강자전거길 갈대쉼터  ➌ 망덕포구에서 맛보는 회  ➍ 해운정에서 바라본 망덕포구  

멋을 것, 볼 것 많은 

섬진강자전거길

TIP
여행 꿀팁

06경

1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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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간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곳, 광

양 옥룡사지에 가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천년

이 넘은 동백나무숲을 만나게 된다. 이 숲은 풍수

의 대가인 선각도사 도선이 옥룡사 땅기운을 보강

하고자 동백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엄청난 동

백나무 군락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천년고찰 옥룡사는 안타깝게도  

1878년(고종 15년)에 불이 나서 현재는 절터만 남

아있다. 겨울을 이겨낸 붉은색 동백꽃의 당당함은 

주차장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바로 만날 수 있다. 절

터를 중심으로 7천 그루 이상의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다. 도선국사 참선 길을 느긋한 마음으로 지나면 

호위무사처럼 절터를 지키며 빽빽하게 서 있는 동

백나무들을 만나게 된다. 절의 주춧돌만 남은 옥룡

사가 빨간색 동백나무 꽃 군락으로 조금은 그 황량

함을 채워주는 것 같다.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광양시 옥룡면 백계1길 71 일원

옥룡사
동백나무 숲

천연기념물 
489호로 지정된 
천년이 넘은 숲

동백꽃의 꽃말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이다. 동백나무 숲길

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 동백꽃으로 하트를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마시고 대통령에 당선된 샘물도 있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공존상을 받은 곳답게 여기저기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너무 많다. 동백나무 숲 길은 부부가 손을 잡고 데이트

를 하기에 참 좋은 코스다.

➊ 옥룡사 동백나무 숲  ➋ 내 손 가득 동백꽃  ➌ 동백꽃 하트  ➍ 가까이서 바라 본 동백나무    

07경

사진 찍기 참 좋은 

아름다운 숲과 대통령 

당선시킨 샘물

TIP
여행 꿀팁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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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삼월 구봉산 가는 길은 그야말로 봄꽃 천지다. 봄에 

꽃놀이 나들이 코스로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다. ‘한

국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답게 어둠이 깔린 구

봉산 가는 길도 벚꽃이 조명이 되어 그 운치를 더해준

다. 구봉산은 해발 473m의 야트막한 산이다. 이곳에 

서면 360˚조망이 가능하여 백운산, 지리산은 물론 광

양 시내와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 등 광양의 명물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다. 일출과 일몰도 한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남해안 최고의 전망 명소로 소문이 난 곳

이다. 구봉산전망대 하부 주차장에는 희양숲이라는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다. 광양은 예전에 희양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었다. 차를 끌고 구봉산전망대 상부 주

차장에만 올라와도 광양만이 내려다 보인다. 전망대

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철쭉나무가 심어져 있어 4

월에 이곳을 여행하면 더욱 강렬한 풍경을 만날 수 있

다. 전망대에 서면 하동, 남해, 여수까지 다 보일 정도

로 전망이 시원하며 길가의 연분홍 진달래꽃들도 마

음을 밝게 해준다.

구봉산 전망대

 광양시 구봉산전망대길 155

 061-791-7627

구봉산 
전망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0년 한국 
야간관광 100선’

구봉산에 가면 꼭 사진 한 장 찍고 올 곳이 매화와 봉화를 동시에 이미

지화한 메탈 아트 봉수대다. 이 봉수대의 12개 꽃잎은 12지간과 광양

의 12개 읍면동을 표현한다. 높이 940cm는 광양이라는 지명이 역사

에 처음 등장한 940년(고려 태조 23년)의 역사성을 상징한다. 광양의 

미래를 찬란하게 밝히는 눈부신 랜드마크라 할 수 있다. 메탈 아트 봉

수대는 낮보다는 밤의 경관이 더 아름답다.

➊ 메탈 아트 봉수대  ➋ 망원경  ➌ 구봉산요정숲  ➍ 구봉산에서 본 일출

08경

광양의 빛과 생명을 

표현한 메탈 아트 

봉수대

TIP
여행 꿀팁

1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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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면 마치 흰쌀밥처럼 보인다는 이팝나무. 높이 

18m, 가슴둘레 3.1m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대

략 400년에서 500년 정도의 세월을 담은 고목을 만나

러 광양 유당공원으로 간다. 이 이팝나무는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235호로 지정되었다. 

한국에서 자라는 이팝나무 중 균형 잡힌 수세와 수형

이 첫째로 꼽힌다. 버드나무 유와 연못 당의 뜻을 담은 

유당공원(柳塘公園)은 조선시대에 광양읍성을 축조하

고, 멀리 바다 쪽에서 읍성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

었던 자리이다. 1528년 조선 중종 때 왜구의 침략이 잦

아지자 광양현감 박세후가 읍성이 보이지 않도록 팽나

무, 느티나무 등으로 숲을 만들었다. 유당공원의 양쪽

에는 푸조나무가 호위무사처럼 서 있다. 가족들의 산

책, 나들이, 체험, 소풍 코스로 참 좋은 곳이다. 광양시

는 유당공원을 400∼500년 묵은 팽나무·느티나무 등 

고목들과 연못이 어우러진 한국 고유의 정원으로 정

비·복원하였다. 

광양 유당공원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24

광양
유당공원

5월, 흰쌀밥처럼 피는 
이팝나무고목을 
만날 수 있는 곳

09경

➊ 유당공원  ➋ 유당공원 입구  ➌ 이팝나무  ➍ 유당공원의 봄

1

유당공원에 가면 유일한 노거수인 이팝나무 사진은 꼭 찍어야 한다.  

이팝나무의 꽃 말은 영원한 사랑, 사진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담아보

자. 멀리서 찍든 가까이서 찍든 최고의 사진 작품을 건질 수 있다. 이팝

나무는 입하 전후에 꽃이 핀다. 그래서 입하가 이팝으로 발음이 바뀌었

다는 설도 있다. 이팝나무의 학명은 하얀 눈꽃이다. 5월에 눈꽃을 만날 

수 있다. 어린 잎은 나물로 식용이 가능하다.

최고의 포토그래퍼로 

인정받을 이팝나무 

풍경사진

TIP
여행 꿀팁

2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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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관광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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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행복한 9미경험

내 입에 천국을 담으니

온 세상이 다 천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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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 맛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면 오산. 광

양불고기를 맛보고 다시 광양을 찾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뭔가 특별함이 숨어져 있는 것 아닐까. 일

단 광양불고기는 미리 재어 놓은 고기가 아닌, 주

문 즉시 조물조물 양념되어 나온다. 불고기는 전골

판이 아니라 청동화로에 참숯을 피워 구리 석쇠에 

구워 먹는 것으로 굽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다. 

양념이 강하지 않은 얇은 고기로 야들야들 숯 향을 

입어 말 그대로 입에서 녹는다. 광양불고기는 보통 

소고기와는 달리 느끼함이 전혀 없다. 백반 기행에

서 허영만 작가가 칭찬할만하다. 고기뿐만 아니라 

명이나물, 파김치, 백김치 등 반찬도 남도답게 예

사롭지 않다. 광양불고기는 광양 향토요리로 얇게 

저민 소고기에 갖은 양념을 더해 석쇠에 굽는데 그 

맛을 본 사람은 꼭 다시 찾게 되는 광양의 명물이

다. 
광양불고기특화거리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44

광양 
숯불고기

전국 3대 불고기 중 
최고의 맛, 청동화로 
숯불 불고기

광양숯불구이는 쇠고기를 청동화로 석쇠에 놓아 백운산 참숯에 구워 먹

는 재래식 고기구이라서 고기의 맛이 고소하고 연하여 그 맛이 일품이

다. 우리나라 3대 불고기중에서도 으뜸으로 친다. 조선시대 김해 김씨 성

을 가진 부부가 광양에 들어와 천민, 귀양온 선비들에게 암소를 잡아 갖

은 양념을 하여 참 숯불을 피우고 구리 석쇠에 고기를 구워 접대를 했다. 

그 선비들 중  다시 관직에 복귀하여 한양에 가서도 광양에서 맛본 그 고

기 맛을 못 잊어 그리워했다고 한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광양숯불구이의 유래

TIP
여행 꿀팁

01미

➊ 광양불고기  ➋ 광양불고기특화거리  ➌ 광양숯불구이축제

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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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국사가 광양 백운산에서 도를 깨치고 일어서려

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일어서려는데 그만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수

액이 뚝뚝 떨어졌다. 그 수액을 받아먹은 도선국사

는 바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한다. 도선국사는 이 나

무를 뼈에 좋다는 의미로 골리수라 했는데 그 이름

이 음운변화를 거쳐 고로쇠가 되었다. 신라와의 전

투에서 패전한 백제군도 화살이 박힌 고로쇠나무에

서 떨어지는 수액을 먹고 원기를 회복했다는 전설

이 전해진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그 맛과 효

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고로쇠 명소가 되

었으며 광양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다. 고로쇠 물

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망간, 철 등 천연 미네랄

이 풍부하다. 5리터 이상 한꺼번에 많이 마셔도 체

내 흡수가 빠르고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광양 

백운산의 고로쇠 수액은 성인병에도 좋고 항암효과

도 탁월하다.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 

영농조합법인

 광양시 옥룡면 심원길 6

 061-761-9944

광양시 산림소득과

 061-797-3573

광양백운산
고로쇠

도선국사의 무릎을 
펴게 한 전국 최고의 
고로쇠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약수 제단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로, 

백운산고로쇠약수를 소재로 하여 고장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

례 등이 행해진다. 광양시가 주관하고 광양 백운산 약수제 추진위원회

가 주최한다. 1981년부터 매년 경칩절(3월 5일 또는 3월 6일)에 개최

된다. 기념식, 약수제례, 국악 한마당, 약수 시음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백운산고로쇠

축제도 있어요

TIP
여행 꿀팁

02미

1

1호 22,000원
500ml×10개 (5L) 

2호 60,000원
500ml×30개 (15L) 

6호 30,000원
4.5L×2개 (9L) 

7호 60,000원
4.5L×4개 (18L) 

8호 28,000원
9L (대포장) 

9호 55,000원
18L (대포장) 

3호 30,000원
1.5L×6개 (9L) 

4호 45,000원
1.5L×9개 (13.5L) 

500ml 1.5L 대용량4.5L
5호 60,000원
1.5L×12개 (18L) 

➊ 광양백운산고로쇠 수액 채취  ➋➌ 광양백운산고로쇠 약수제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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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의 풍경만큼

이나 입안에 새로운 천국을 맛보게 할 섬진강 재첩

국, 2009년 강호동과 1박2일 팀도 그 맛에 반해서 

돌아갔다. 섬진강의 진객인 재첩을 만날 수 있는 유

일한 곳이 바로 섬진강 하구다. 이곳에서는 재첩을 

채취하는 풍경뿐 아니라 신선한 재첩으로 만든 다

양한 재첩요리를 맛볼 수 있다. 재첩은 강조개에서 

유래해 갱조개, 가막조개라고도 부른다. 가막조개는 

'까만 아기조개'란 뜻으로 재첩의 생김새를 보고 지

은 이름이다. 재첩은 모래가 많은 진흙바닥에서 서

식하는 민물조개로 물 맑은 1급수에서 산다. 또 번식

력이 왕성해 하룻밤 사이에 3대손을 볼 정도로 첩을 

많이 거느린다 하여 재첩이라 불린다는 우스갯소리

도 있다. 재첩은 7~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 

채취가 이뤄진다. 섬진강에 인접한 마을에서는 대부

분 재첩을 채취하는데, 각 마을마다 채취하는 구역

이 각각 나뉘어 있다.

광양섬진강재첩 산지

 광양시 섬진강 일대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광양섬진강 
재첩

강에서 나는 천연강장제
조개류의 보약

➊ 재첩국  ➋ 재첩무침  ➌ 가정에서 맛 볼수 있는 광양섬진강재첩  ➍ 섬진강 재첩잡이

03미

재첩은 어디가서 먹는 게 맛있을까? 섬진강 변 어디든 재첩 맛집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광양에서는 망덕포구 먹거리타운을 추천한다. 재첩

국, 재첩회무침, 재첩전 등 다양한 재첩음식은 물론 참게장도 맛볼 수 

있다. 전망좋은 횟집들이 즐비한 망덕포구 횟집에서는 전국에서 유일

하게 전어 풀코스 요리를 만나게 된다. 식사 후에는 운치있는 테라스  

카페에서 바다 같은 망덕포구의 강 전망을 누릴 수 있다.

TIP
여행 꿀팁

재첩을 맛 볼 수 있는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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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사람들은 망덕포구 가을전어를 떡전어라고 부른

다. 망덕포구에서 전어 떼가 뛰어 오르는 모습이 한자

의 ‘德’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덕전어라고 불렀는데 시

간이 흐르면서 떡전어가 되었다. 망덕포구 가을전어는 

8월부터 회 맛이 오른다. 9월 말로 접어들면 뼈가 세지

고 기름기가 많아 회보다는 구이가 더 좋다. 망덕포구 

가을전어는 생육환경과 고소한 맛 때문에 한국에서 가

장 이상적인 전어맛으로 평가받는다. 섬진강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잡히기 때문에 고소하고 감칠

맛이 난다. 날이 서늘해지면 전어는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살점이 보드랍고 달콤해진다. 그 맛을 풀코스

로 맛볼 수 있는 곳이 망덕포구다. 전어의 활어유통 시

대를 연 본산지라서 망덕포구를 한국 전어의 메카라고 

부른다. 이곳 전어는 추석을 기점으로 15일 전후가 가장 

맛있다고 한다. 광양의 가을이 특별한 이유는 은빛 찬

란한 전어 만찬 때문일 것이다. 전어를 좋아하는 사람

이라면 광양 망덕포구는 필수코스다.

망덕포구
가을전어

어깨가 넓고 배가 
볼록한 떡전어

➊ 산지에서 맛보는 가을전어  ➋ 전어조형물  ➌ 전어잡이소리  ➍ 전어축제

04미

축제의 도시 광양답게 전어도 축제의 주인공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8월 말이면 망덕포구 무접섬 광장 등지에서 광양전어 특유의 맛을 느

낄 수 있는 광양전어축제가 열린다. 망덕포구에는 전어를 맛볼 다양한 

식당, 횟집들이 있다. 각각 독특한 서비스와 맛을 자랑한다. 광양 횟집 

먹거리타운은 광양시와 포스코가 조성한 먹거리 특화타운이다. 

망덕포구 무접섬 

광장에서 열리는 

광양전어축제

TIP
여행 꿀팁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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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지고 포근포근한 식감, 물 없이 먹어도 목이 메

지 않는 한끼 대용 건강식을 찾는다면 광양기정떡

을 추천한다. 광양기정떡은 자연 발효 천연 효소로 

생성되며 전통방식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만든다. 기정떡은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고 숙성시킨 

찐 떡이다. 말 그대로 술떡이다. 막걸리로 발효했기 

때문에 여름에도 잘 쉬지 않는다. 광양기정떡은 백

미, 흑미, 쑥 세 가지 종류로 만든다. 광양 9미 중 5

미에 해당하는 광양기정떡은 이미 전국각지에서 택

배 주문을 통해 많이들 찾는다. 이 떡은 16시간의 발

효와 제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 이틀 전에 주

문해야 더욱 맛있는 떡을 맛볼 수 있다. 실온에서는 

1-2일 정도가 최상의 맛이며 택배로 받으면 냉동 보

관 후 먹으면 된다. 술떡이지만 발효 과정에서 알코

올 성분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어린이나 임산부가 

먹어도 좋다.

광양기정떡

무색소 , 무방부제 
건강떡

05미

광양기정떡을 만나려면 광양시 중마동과 광양읍 등을 둘러보면 된다. 

수십 개의 가게가 성업 중이며, 2대·3대 째 광양기정떡의 명성을 유지

하는 집이 많다. 그 곳에는 사시사철 기정떡을 사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광양기정떡의 명성은 옆 도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성행하

고 있다. 요즘은 전국 어디서든 택배로 맛있는 광양기정떡을 맛볼 수 

있다.

2대·3대째

기정떡집을 운영하는 

곳을 만나보자

TIP
여행 꿀팁

➊ 광양기정떡  ➋ 여러종류의 광양기정떡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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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점점 짙어지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6월이 되면 광양특산품인 매실이 그 진가를 드러낸

다. 매실은 삼국지의 조조가 여름 행군을 하는 병사

들의 갈증을 풀어준 그 과일이다. 그래서 망매해갈

(望梅解渴)이라는 말이 나왔다. 병사들은 그 과일 말

만 듣고도 입에 침이 고였다고 한다. 광양은 우리나

라 매실 최대 산지다. 발길 닿는 곳마다 그야말로 매

실 밭 천지다. 6월만 되면 광양사람들은 매실을 따느

라 다들 매실 밭 안에서 비지땀을 흘린다. 일손이 부

족할 정도로 바쁘다. 푸른 보약이라 불리는 매실은 

가정상비약이자 국민 조미료로 자리 잡았다. 광양매

실은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 경영협회가 뽑은 소비

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5년 연속으로 뽑혔다. 매실 최

대 산지다 보니 매실로 만든 제품도 다양하다. 매실 

아이스크림, 매실 쿠키도 있고 광양매화빵과 매실 초

콜릿도 인기가 높다. 

광양매실

광양에 왔다면 꼭 맛 
보아야할 푸른 보약

➊ 광양청매실  ➋ 광양매실쿠키  ➌ 광양매화빵  ➍ 매실샌드위치  ➎ 매실차

매실 고장답게 광양에는 광양매화문화관도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광

양매실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청매실농

원 관련 자료들도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청매실 농원에 가면 매실장아

찌, 매실 잼, 매실농축액, 매실 막걸리 등을 판매한다. 광양에 오면 청매

실 갓김치, 포기김치, 총각김치도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다. 언택트 시

대답게 광양매실 관련 제품은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매실 관련 제품은 

어디서 구매하면 

될까?

TIP
여행 꿀팁

광양매화문화관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21

 061-772-4066

06미

2 3 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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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닭숯불구이는 여름에 즐겨먹는 먹거리이다. 광양

지역만의 레시피로 독특하게 요리되어 맵지 않아 더 

인기다. 백운산 4대 계곡 인근에 닭숯불구이 맛집들

이 저마다의 솜씨를 뽐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광

양 어디서든 닭 숯불구이를 시키면 양념 된 닭이 나

온다. 이 닭을 숯불 위에 노릇노릇 뒤집어 가며 먹으

면 일반 닭고기에서 맛볼 수 없는 살살 녹는 감칠맛에 

반하게 된다. 닭 숯불구이는 닭 다리 살과 닭 몸통 살

로 나누어져 있다. 광양의 닭숯불구이는 먼저 껍질 부

분을 구워야 맛있다. 광양은 닭만 맛있게 요리하는 게 

아니라 감장아찌나 백운산 산나물 등 밑반찬도 맛을 

돋군다.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 고기를 먹고 나면 죽을 

내준다. 숯불에 구워 먹는 닭고기라 은은한 향도 같이 

느낄 수 있다. 광양에 와서 닭 숯불구이를 먹어 본 사

람은 반드시 한 번 더 찾게 되는 광양의 음식 명물이

다.

광양 
닭숯불구이

손질된 닭을 참숯불에 
구워 먹는 광양지역만의 
독특한 요리

07미

광양 닭숯불구이는 별도로 먹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 없이 전문 음식점

에서 손질해서 나오는 대로 하나씩 구워 먹으면 된다. 광양 닭숯불구이 

전문 음식점에 가면 잘 손질된 닭을 굽기 쉽게 얇게 저며 광양 특유의 

특별한 양념에 재운다. 그렇게 재운 고기가 나오면 참숯불 구리 석쇠 

위에 올려서 굽는다. 숯불에 익힌 닭고기는 껍질은 바삭하고 살은 촉촉

해서 아이들 먹기도 좋다. 

TIP
여행 꿀팁

광양 닭숯불구이

맛있게 먹는 방법

➊➋ 광양닭숯불구이  ➌ 백운산4대계곡에서 맛보는 광양닭숯불구이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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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이 매실만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오

산. 광양에는 우리의 입을 행복하게 할 광양만의 

독특한 맛이 참 많다. 그중에 광양곶감과 곶감빵은 

맛본 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광양은 대봉

감이 맛나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광양의 일조량은 

다른 곳보다 많아서 수확시기가 늦은 만큼 더 달콤

하고 맛이 좋다. 광양곶감은 당도가 높고 씨가 적

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광양곶감은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먹어 본 사람은 거

의 없을 정도이며 그 맛의 매력이 엄청나다. 그렇

게 유명한 광양곶감으로 만든 빵이 바로 곶감빵이

다. 광양 곶감빵은 100% 우리 밀과 품질 좋은 광

양 곶감을 사용한다. 빵 속에 작게 자른 곶감이 젤

리처럼 씹힌다. 빵 자체는 카스테라보다 밀도가 높

고 부드럽다. 버터 풍미가 조금 나면서 달고 맛있

다.

광양곶감

다른 지역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는
광양곶감의 매력

08미

➊➋ 광양곶감  ➌ 광양곶감빵

광양곶감으로 빵을 만드는 집이 있다. 매실로 쿠키를 만들고, 곶감으로 

빵을 만든다. 광양 인서리 <행복한 빵집>에 가면 그 두 가지 명물 맛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 곶감은 광양 봉강에서 생산한 것을 직접 가져다 

쓴다. 그 곶감을 잘게 썰어 반죽기에 넣고 오븐에 구우면 곶감 빵이 만들

어진다. 빵과 쿠키로 광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행복한 

빵집>은 광양시의 6차산업 수익모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

광양특산품인 

곶감빵과 

매실쿠키를 개발한 곳

TIP
여행 꿀팁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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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9미의 마지막은 지친 우리에게 힘찬 에너지를 

주는 광양숯불장어구이다. 광양만은 섬진강과 남해

가 합류되는 지역으로 예부터 '아나고'라 불리는 붕

장어가 유명했다. 광양의 숯불장어구이는 민물장어

는 안 쓰고 오로지 붕장어만 쓴다. 붕장어는 예민한 

생선이라 양식이 불가능해 100% 자연산밖에 없다. 

광양은 숯불의 도시다. 장어 뿐만 아니라 불고기, 

닭고기도 전부 숯불에 굽는다. 장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타민A, 칼슘, 철분 등이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장어의 불포화지방산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며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 성인병 예방에 도움

을 주며 허약체질 개선에 좋다. 광양에서 맛보는 장

어구이는 숯불에 구워 맛이 좋아 많은 사람이 찾는

다. 장어 살점이 얼마나 도톰한지 씹을수록 담백함

과 신선함이 배가되면서 입 안이 황홀해진다. 붕장

어구이는 여름 7-8월이 제격이다. 광양은 식당에 따

라 민물장어를 숯불에 구워주는 곳도 있다. 민물장

어도 숯불에 구워 먹으면 그 맛이 다르다.

광양숯불 
장어구이

소화도 잘 되고 
스태미너에도  
좋은 그 맛

09미

➊➋ 광양숯불장어구이  ➌ 초남마을 해안길 전경

요즘은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친다. 그럴 때는 훌쩍 광양으로 떠나보

자. 당신의 원기를 충전할 스태미너식이 준비되어 있다. 섬진강이 바다

와 만나는 광양만의 장어구이 역시 불포화지방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여름 보양식으로 손

꼽힌다. 광양지역은 백운산의 풍부한 참숯 덕분에 장어구이를 비롯해 

다양한 구이음식이 발달했다.

여수 순천에서도 

맛보러 온다는 

광양숯불장어구이

TIP
여행 꿀팁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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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트렌디한 광양의 9추천지

축제도 즐기고, 야경도 보고, 캠핑도 하고...

광양은 어디를 가도 핫스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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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광양매화축제 : 꽃 향기에 취하고, 시에 취하고, 맛에 취하는 광양축제의 진수

3월 ) 백운산고로쇠 약수제 : 하늘과 땅이 내린 신비의 생명수를 맛보는 절호의 기회

3월 ) 금호동벚꽃축제 : 벚꽃 속에서 펼쳐지는 야경의 특별한 경험

4월 ) 백운산국사봉철쭉축제 : 국사봉 일대에 분홍빛 자태를 뽐내는 철쭉 천국

6월 ) 사라실라벤더축제 : 보랏빛 라벤더가 선사하는 힐링의 시간, 한적한 정원 산책

9월 ) 광양전어축제 : 해산물 천국 망덕포구에 울려 퍼지는 신명나는 전어잡이 노래

10월 ) 광양숯불구이축제 : 얇게 저민 고기를 참숯불에 구어서 먹는 광양의 먹거리 축제

365일 축제의 도시, 

광양의 즐거움에 

빠져보십시오  

TIP
여행 꿀팁

축제 스팟

인생 숙제하며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광양매화축제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55 일원

백운산고로쇠 약수제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 일원

금호동벚꽃축제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주택단지

광양국사봉철쭉축제

 광양시 옥곡면민광장 및 

국사봉 일원 

사라실라벤더축제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625

광양전어축제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

광양숯불구이축제

 광양시 광양읍 서천공원 일원

➊ 금호동벚꽃축제  ➋ 매화축제  ➌ 라벤더 축제  ➍ 국사봉 철쭉 축제

1

2 3 4

01추천지

광양만큼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 도시가 또 있을까.  

1년 내내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은 광양의 축제들은 이

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

다. 겨울을 이겨낸 매화를 만나려면 3월 광양매화축

제로 떠나면 된다.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축제가 되었다. 광양의 3월

은 축제의 달이라 해도 무방하다. 매화 축제를 포함해

서 고로쇠 약수제, 금호동 벚꽃축제 등이 겨우내 움츠

렸던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4월에는 국사봉이 

분홍빛으로 물든 철쭉의 절경을 만날 수 있다. 작은 축

제지만 6월에는 보랏빛 라벤더 축제의 특별한 경험도 

놓칠 수 없다. 입속에 축제를 펼치려면 9월에는 광양

전어축제, 10월에는 광양숯불구이축제를 만나면 좋다. 

그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입안의 천국을 느끼게 된다. 

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를 즐기듯 살고 싶다

면 광양축제를 꼭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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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원~금호대교~이순신대교 9.4km 해안도로에 달

빛해변, 키네틱 아트광장 등 감성 콘텐츠를 확충해 매

력적인 수변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광양해비치로 

사업은 기존에도 아름다웠던 야경명소 광양을 더욱 아

름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광양야경은 구간별로 독

특한 스타일로 표현된다. 이순신대교 접속부에서 길호

대교까지는 ‘달빛구간’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달을 모

티브로 풍요와 신비로움이 표현되고 마동IC 접속교에

서 무지개다리까지는 ‘별빛구간’으로 아름답게 반짝이

는 별을 표현해 아스라한 추억을 연출한다. 이순신대

교에서 금호대교까지의 ‘불빛구간’은 강렬하고 열정적

인 불을 모티브로 변화와 도약을 나타내고 있다. 광양

에 오면 꼭 봐야 할 야경명소로 오색찬란한 음악 분수 

쇼를 감상할 수 있는 마동유원지 음악분수와 경관 육

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하는 해오름육교 그리고 밤

바다 오색 찬연한 빛의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무지개다

리 등이 유명하다. 전망좋은 곳에서 조용한 데이트를 

원한다면 해오름육교와 무지개다리를 추천한다.

야경 스팟

빛나는 광양의 밤, 
감성낭만의 야경명소

광양해비치로 조성사업은 해양공원~금호대교~이순신대교 9.4km 해

안도로에 달빛해변, 키네틱 아트광장 등 25개 감성 콘텐츠를 구축해 

시민이 일상에서 여가를 향유하고 관광객이 만족하는 매력적인 수변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시 관광 역점사업이다. 광양해비치로 

사업의 핵심인 경관조명이 완성되면 광양의 밤은 더 밝고 아름답게 변

모되면서 경쟁력 있는 국내 야경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비치로 사업으로 

더 아름다워질 

광양의 야경

TIP
여행 꿀팁

해오름육교

 광양시 마동체육공원

무지개다리

 광양시 마동 1301

➊ 해오름육교  ➋ 무지개다리  ➌ 마동유원지음악분수  ➍ 중마동 야경

1

432

02추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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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과 캠핑이 유행이 된 요즘, 광양은 캠핑족들 사이

에서 가장 인기있는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광양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여유롭게 차박할 명소

가 참 많다. 특히 느랭이골 캠핑장은 전라남도에서 글

램핑 명소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백운산 자락, 천

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느랭이골은 해발 약 400m에 

자리 잡은 편백나무 숲 캠핑장이다. 일단 규모나 시설

에서 압도적이라 가족이 여름 겨울 상관없이 편안하

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밤에는 LED 조명축제도 즐

길 수 있다. 이밖에 봉강하조오토캠핑장은 전국 각지

의 캠핑 마니아들이 찾는 명소이다. 광양 서천변은 가

족들과 여유롭게 캠핑을 즐기기 좋다. 여름에 물놀이 

하기 좋은 캠핑장으로 진들펜션캠핑장을 추천한다. 

이곳 계곡물 수영장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

사할 것이다. 잠시 시간의 속도에서 벗어나 느림의 행

복을 즐기려면 광양에서 하룻밤 캠핑을 하면 어떨까?

캠핑 스팟

가족들과 함께 
차박 캠핑하기
참 좋은 곳

광양에는 다양한 형태의 캠핑장이 많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족단위 혹은 

친구들끼리 캠핑을 떠난다면 광양 한곳만 콕 집어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오토갬핑을 

원한다면 백운산휴양림 오토캠핑장을 권하며 배알도 해수욕장의 캠핑은 친구 연인

들이 즐기기에 참 좋다. 2018년 8월에 개장한 끝들마을 캠핑장은 조용히 가족끼리 쉬

러 오는 공간으로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소문난 곳이다. 캠핑과 데크시설이 잘 되

어 있어 캠핑을 위해 꾸준히 찾는 명소가 되었다. 캠핑은 물론 각종 체험시설도 잘 되

어 있어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취향에 따라, 계절별로 

캠핑이 가능한 

대한민국 캠핑천국

TIP
여행 꿀팁

느랭이골글램핑장

 광양시 다압면 토끼재길 119-32

 1588-2704

하조오토캠핑장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1097

 061-761-5566

진틀펜션캠핑장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678-54

 010-2435-0960

➊ 느랭이골글램핑장  ➋ 느랭이골LED축제  ➌ 끝들마을캠핑장  ➍ 봉강하조오토캠핑장

1

2 3 4

03추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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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 오면 6월에는 사라실 라벤더 마을을 꼭 들러

보자. 벽화도 유명한 라벤더 마을은 어느덧 광양을 대

표하는 예술 도시로 변모하였다. 마로산성 입구에 위

치한 억만마을은 벽화마을로 유명하다. 폐교된 초등

학교를 고쳐서 2016년 12월에 문을 연 사라실 예술촌

은 광양 예술인들의 창작과 전시공간이자 시민들의 

체험공간이 되었다. 남녀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흥미를 끈다. 지중해 연안이 원

산지인 허브의 여왕 라벤더는 본정마을 라벤더 마을

에서 만날 수 있다. 6월 본정마을의 라벤더 마을 꽃축

제는 전국 셀카 마니아들의 필수코스가 되고 있다. 농

원에서는 라벤더 관련 제품도 구매가 가능하다. 사라

실 라벤더팜에서는 라벤더 수분세럼, 면역력 스프레

이, 티테라피, 허브족욕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도 운영중에 있으며 라벤더 관련 제품도 별도로 판매

하고 있다.

라벤더 스팟

지중해도 부럽지 않은 
보랏빛 여왕이 사는 
나라

5월, 광양에 오면 꼭 

들러야 할 장미공원

두 곳

TIP
여행 꿀팁

사라실예술촌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201

 061-761-2043

사라실 라벤더 마을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625

 061-762-0723

중동 장미공원

 광양시 중동근린공원

➊ 사라실 라벤더   ➋ 억만마을  ➌➍ 장미공원

1

2 3 4

04추천지

장미의 계절 5월에 광양을 방문했다면 장미향 가득한 공원 두 곳은 꼭 

들러보자. 먼저 도심 속에 위치한 중동장미공원은 산책길과 장미터널 

등으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수만 송이의 장미를 종류별로 만

날 수 있다. 광양공설운동장과 매화마을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대 서

천 장미공원은 광양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오는 

가족,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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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은 산업도시, 관광도시이지만 예로부터 전통적

인 시골 농촌 마을이기도 하다. 광양시에는 곳곳에 

사계절 언제나 농촌의 살아 있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오감체험 마을이 많다. 그중에서 외지인들이 가

장 많이 찾는 곳이 9곳 정도 된다. 그 9곳을 광양시에

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여 관광객들에게 색

다른 체험을 선사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

을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를 활용해 농촌문화체험

과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체험과 연

계한 숙박과 음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 마을이다. 지역 내 9개소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는 감, 고구마 등 농산물 수확 체험, 쌀

강정 등 전통 과자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손두부 만

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내 고장 탐방과 

같은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 9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마을이 

바로 도선국사마을이다. 

농촌
체험 스팟

시골의 정취, 
농촌의 정취를 
오감으로 체험하자

전통체험을

즐길 수 있는 

도선국사마을

TIP
여행 꿀팁

봉강햇살촌

 061-762-7977

형제의병장마을

 061-763-8277

하조산달뱅이마을

 061-763-3954

도선국사마을

 010-9947-5158

백운산마을

 061-763-2622

백학동마을

 061-772-8820

섬진강끝들마을

 010-2605-1060 

메아리마을

 061-772-3236

고사마을

 010-3645-3869

신라시대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이 35년간 머물렀던 옥룡사가 자리 잡

았던 도선국사마을은 수령 1천200여 년의 동백나무 7천 그루로 이뤄진 동

백림이 장관이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사또약수가 있는데, 예로부터 항

상 맑고 변함없이 맛이 좋아 대대로 원님들의 식수로 전용됐다는 마을 약

수터다.마을의 주요 체험거리는 천연염색, 도자기공예, 손두부 만들기, 광

양 매실 향토음식 만들기 등이 있다.

➊ 감자수확 체험  ➋ 도선국사마을 염색 체험 ➌ 봉강햇살촌 물놀이 체험  ➍ 끝들마을 요리체험

1

3 4

05추천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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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은 예술인의 혼이 깃든 도시이기도 하다. 그중

에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광양와인동굴

은 반드시 둘러보기를 권한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옛 

광양역 자리에 건립된 미술관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총면적 1만 1천 580㎡의 대형 미술관이다. 이곳에

는 전시관을 비롯 카페, 도서실, 휴게실, 멀티프로젝

트홀, 관람객 참여형 교육공간도 꼼꼼하게 갖추어져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옆에 있는 광양예술창고는 옛 

광양역사의 물류창고 역할을 했던 폐창고를 재생사

업으로 살려낸 곳이다. 광양예술창고는 미디어 영상

실을 갖춘 미디어 A동과 키즈존을 중심으로 한 문

화쉼터가 있는 소교동 B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

에는 관광해설사가 상주해서 안내를 도와준다. 광양

와인동굴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폐터

널을 활용한 동굴 속 어린이 체험공간도 갖추고 있

다. 이 3곳은 LF스퀘어는 물론 서천공원과도 가까

워서 광양읍권의 원스톱 볼거리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생활
예술 스팟

광양의 
예술 감수성을 
만나는 문화명소

06추천지

이곳 광양 LF스퀘어 테라스몰을 방문한 사람들은 광양에도 이렇게나 큰 

쇼핑몰이 있었나 하며 놀랄 것이다.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에 위치한 

LF스퀘어는 호남권 최대 복합쇼핑몰로 국내 최초로 테라스형으로 기획

되었다. 총 매장수는 285개로 의류매장, 푸드점,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

어 광양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쇼핑 및 생활명소가 되었다. 다양한 젊

은이들의 맛집은 물론 CGV까지 있어 데이트 명소로도 유명하다.

호남권 최대 

복합쇼핑몰을 가 보자

TIP
여행 꿀팁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0

 061-760-3243

 매일 10:00 - 18:00

     월요일휴무

 성인 1,000원 / 어린이 700원 

광양와인동굴

 광양시 광양읍 강정길 33

 061-794-7788

 매일 10:00 - 18:30

 성인 5,000원 / 어린이 3,000원

광양LF스퀘어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500

➊➋ 광양예술창고  ➌ 전남도립미술관  ➍ 광양와인동굴  ➎➏ LF스퀘어 테라스몰

1

2 4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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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조금 간지나는 먹방을 올리고 싶다면 광양은 꼭 

방문하는 게 좋다. 광양에는 그저 음식 사진만 찍어도 

매력을 느낄 먹방의 명소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 

많은 곳 중에서 딱 3곳을 고른다면 이곳을 찾아보길 권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이순신대교먹거리타운이

다. 이순신대교를 배경으로 태어난 이곳 먹거리타운은 

지역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광양의 대표적인 

특화거리다. 광양이 자랑하는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광양불고기특화거리로 초대한

다. 광양에 오면 반드시 맛볼 광양불고기는 이곳 광양

불고기특화거리면 충분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망덕포

구먹거리타운으로 섬진강 재첩과 각종 자연산 회를 맛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세 곳만 들러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먹방을 진행할 수 있다. 남도의 맛

을 보려면 광양은 꼭 들러야 하고, 광양에서는 이곳에 

소개된 특화거리만 들러봐도 충분하다.

먹방 스팟

새로운 맛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07추천지

그 지역의 맛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전통시장을 가야 한다. 광양에는 

5일장이 열리는 광양장, 옥곡장과 같은 시민들의 정이 담긴 전통시

장들이 특유의 먹거리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옥곡시장의 씨앗 

호떡도 특별한 맛이다. 싱싱한 회를 먹고 싶다면 중마시장으로 가면 

된다. 중마시장은 먹거리와 장보기 모두 만족시켜주는 시장이다. 중

마시장은 중마터미널과 가까운 상설시장이라 꼭 들러볼만 하다.

광양 전통시장

먹거리 투어

TIP
여행 꿀팁

이순신대교먹거리타운

 광양시 중동 

광양불고기특화거리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44

망덕포구먹거리타운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중마시장

 광양시 중마중앙로 88 

 연중무휴

광양5일시장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3

 매월 1 , 6일 장날

➊ 산지에서 맛보는 고로쇠와 닭숯불구이  ➋ 중마시장 회센터  ➌ 전통시장 잔치국수  ➍ 전통시장 호떡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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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광양에는 자연명소가 그 어느 곳보다 많지만 섬진

강 550리 여정을 마무리하는 배알도근린공원만큼

은 광양방문 인증샷으로 권하는 곳이다. 하동 바로 

옆 섬진강 하구에 있는 배알도근린공원은 백사장

이 섬 주변을 둘러 싸고 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바다낚시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한때 배알도해수

욕장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해수욕을 금지하고 해변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

알도근린공원은 새로운 일출명소로도 유명하다. 썰

물 때 이곳 광양 망덕포구에서 배알도를 가려면 길

이 275m, 폭 3m의 현수교식 해상보도교로 건너야 

한다.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 사이에 짚라인이 

완공되면 이곳은 광양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외지인

들에게 더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 공원에는 몸

에 좋은 지압길과 조용한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

다. 넓은 잔디구장에는 골대도 설치되어 있어 아이

들이 공놀이 하기도 좋다. 물안개가 낀 날 강변의 나

룻배를 바라보면 한편의 수묵화가 다름 없다. 

자연힐링
스팟

삶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광양이 힐링 해준다.

08추천지

광양시에는 배알도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배알도 섬정원 사업을 추진했다. 

정원조성을 위해 수목정비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배알도에 쉼터 및 디자인 난

간을 설치했다. 또, 보도교와 섬을 연결하는 입구에는 정원을 조성하고, 정상부 

진입로 둘레길을 정비했다. 배알도는 망덕산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으로 바다 

위 보도교를 건너 닿을 수 있는 광양 유일의 섬이다. 섬진강과 남해바다를 한눈

에 내려보며 걷는 해안데크길은 낭만적인 산책길로 사진 찍기에도 좋다.

배알도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배알도 섬정원 사업

TIP
여행 꿀팁

배알도근린공원

 광양시 태인동 1632-13

➊ 배알도해상보도교  ➋➌ 배알도섬정원  ➍ 배알도 야경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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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관광가이드북 PART 3 - 가장 트렌디한 광양의 9추천지

광양에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의 시인 윤동주의 흔

적을 만날 수 있는 정병욱 가옥이 있는 곳이다. 윤동주 

유고를 보존하였던 정병욱 가옥은 전 서울대학교 국

문학과 정병욱 교수의 옛 가옥으로 1925년에 건립되었

다. 정병욱은 윤동주의 연희전문학교 2년 후배이자 하

숙방을 함께 쓴 사이로 1944년 학도병으로 끌려가기 

전에 어머니께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을 보관하도록 

부탁하였다. 정병욱 어머니는 일제 감시를 피해 마룻

바닥을 뜯어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보관했다고 한다. 

가옥 내부에는 윤동주 시인의 오랜 시집들과 느린우체

통, 육필원고가 전시돼 있으며 창 밖으로 망덕포구의 

운치 있는 강물도 함께 보인다. 정병욱 가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윤동주 시정원도 조성되어 있다. 광양

에는 이곳 이외에 역사탐방 코스가 몇 군데 더 있다. 광

양역사관을 비롯하여 매천황현생가 등도 광양의 역사

를 느낄만한 소중한 장소다. 

09추천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249

광양향교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67

 061-763-0635

광양역사문화관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29

 061-797-2305

 매일 10:00 - 18:00

역사&인물
스팟

윤동주 시인의 옛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광양역사문화관은 해방 직전인 1943년에 완공되었다. 광양의 기록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광양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이다. 죽음으로 경술국치에 항거한 시인인 매천황현과 광양읍성지의 

흔적도 만날 수 있다. 광양역사관에서 1km 떨어진 곳에는 광양향교가 

위치해 있다. 광양향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111호로 지정되었다. 

광양 4대산성은 광양의 필수 역사코스다.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광양역사문화관

TIP
여행 꿀팁

➊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➋ 윤동주 시정원  ➌ 광양향교  ➍ 광양역사문화관  ➎ 매천황현생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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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관광가이드북 부록 - 카페/음식점/숙박업소/교통정보

  핫플카페

업소명 소재지 주메뉴 전화번호

구루커피  광양시 광양읍 서천2길 4 오늘의 커피 061-763-2883

스타벅스커피 

전남 광양 DT점
 광양시 중마중앙로 143 (중동, 1층,2층,3층 전부) 카페아메리카노 1522-3232

cafe 7011 광양시 다압면 원동길 70-11 (2층중 1층 전부) 딸기와플 010-5840-2377

머물다  광양시 광양읍 서평4길 45 (5층중 1층 전부) 민트아인슈페너 0507-1406-7625

POSH CAFE  광양시 오류2길 5 (중동, 2층중 1층 일부) 아메리카노 0507-1412-9590

ㅇㅕㄴㅎㅗㅇ(연홍)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19 (2층중 1층 일부) 카페라떼 0507-1441-7886

브레드1947 광양시 광양읍 와룡4길 2 (2층중 1층 일부) 백운산마늘바게트 061-763-1947

휘게(HYGGE) 광양시 발섬1길 1, 1층중 1층 전부 (중동) 크로플 0507-1329-9995

바닐라케이크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26, 1층중 1층일부 2호 수제케이크/마카롱 0507-1319-2679

4월의마카롱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15-12, 2층중 1층 일부 마카롱 0507-1311-7187

위에  광양시 발섬4길 17-12, 3층중 2층일부 (중동) 크로플 0507-1345-0884

달달마녀의오븐  광양시 중마중앙로 106, 3층중 1층일부 (중동) 아메리카노 010-9881-4942

양와당  광양시 중마청룡길 10, 5층중 1층전부 (중동) 양갱 061-791-5567

카페리브가  광양시 사동로 253-3, 4층중 2층전부 (마동) 스누피와플 061-793-2225

삼십일커피  광양시 중마청룡길 31, 3층중 1층일부 (중동) 아메리카노 0507-1345-0727

돌담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146, 2층중 1,2층전부 달고나라떼 0507-1350-6599

비사이드유  광양시 오류로 68, 3층중1층일부 (중동) 바닐라라떼 0507-1384-0930

더베이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33-25, 2층중 2층전부 아메리카노 0507-1490-7748

리버무드  광양시 광장1길 33, 3층중 1층 일부 (중동) 리버파르페 010-5395-6675

모어댄이매진  광양시 중마중앙로 48-1, 5층중 1층 일부 (중동) 어글리쿠키 0507-1338-5037

카페오버랩 

광양 중마점
 광양시 눈소로 86, 2층중 1층 전부 (마동) 오버랩라떼 0507-1363-2924

프루션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15, 1층중 1층 일부 그릭요거트 061-763-3657

업소명 소재지 주메뉴 전화번호

스프링 엣 다압  광양시 다압면 목길 11-6, 1층중 1층 일부 월드콘라떼 0507-1486-3224

엔딜카페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42-1, 4층중1층 전부 아인슈페너 070-8285-1991

카페용두 광양시 광양읍 용두1길 21, 2층중 1,2층 전부 유기농꽃차 010-3402-2645

봄카페 광양시 항만13로 7-8 아메리카노 061-792-3633

카페산마루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69-40 크로플 0507-1331-0451

카페테라스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91 과일주스 061-772-6661

공이일오 광양시 항만9로 144 아몬드크림라떼 0507-1440-7992

카페오월 광양시 눈소5길 23 에그타르트 0507-1351-5336

인마치 광양시 다압면 원동길 70-18 카페라떼 0507-1420-8622

5547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554-7 홍콩와플 061-761-5547

더리틀포트 광양시 항만 9로 120 오지라떼 010-8550-1014

mate 광양시 광양읍 서평10길 27 수제케이크 061-763-9194

유어어텀 광양시 광양읍 남등1길 121 어텀라떼 0507-1353-9010

비밀정원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21
패션프루트

히비스커스 에이드
0507-1350-7762

바라봄 광양시 다압면 원동길 4 달고나라떼 061-772-5916

모드니라운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22 시금치플랫브레드 0507-1394-5890

하임즈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29 오믈렛하임즈브런치 061-761-2883

이층카페 광양시 광양읍 서북3길 26
새우에그토스트

/ 과일요거트 
010-5025-1696

두근두근테이블 광양시 눈소1길 3-7 마카롱 0507-1428-1060

카페테이크 광양시 눈소5길 24  1층 아인슈페너 0507-1418-1443

휴가저택 광양시 용지1길 8 바닐라빈라떼 061-913-1257

(2021. 8. 네이버블로그 후기 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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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관광가이드북 부록 - 카페/음식점/숙박업소/교통정보

  모범음식점

업소명 주소 대표음식 전화번호

백운뜰 광양읍 인덕로 877 숯불고기 061-763-9292

숯불고기 광양읍 서북1길 4 숯불고기 061-762-5678

마로현목장 광양읍 인덕로 922 숯불고기 061-762-9290

황금도끼 광양읍 갈티로 10 초밥(생선회류) 061-761-1778

갯마을장어구이 광양읍 매일시장길 31-4 장어구이 061-762-1402

대복삼계탕 시청로 82 삼계탕 061-793-9999

한마당숯불생고기 중마용소6길 7-6 숯불고기 061-791-6688

화가 항만13로 39 스테이크
0507-1314-

8193

생선공방 항만13로 7-8 초밥(연어) 061-791-1088

샤브마니아광양점 항만9로 141 소고기 샤브샤브 061-792-9938

매실한우 광양읍 서천1길 46 숯불고기 061-762-9178

혼고기바 광양읍 예구6길 29 스테이크
0507-1303-

0271

대갓집 광양읍 서천2길 27 돼지고기 061-761-0039

파라솔장어 광양읍 서평로 55 장어구이 061-762-9222

금목서 광양불고기 광양읍 읍성길 199 숯불고기 061-761-3300

지곡산장 광양읍 서북로 59 닭숯불구이 061-763-3335

풍천장어1번지 광양읍 희양현로 195 장어구이 061-763-7799

장성금생초국밥 광양읍 인덕로 971 생초국밥 061-763-3875

모은정 광양읍 서북로 23 재첩회, 서대회 061-763-0664

업소명 주소 대표음식 전화번호

진주명가 광양읍 서북3길 38 냉면, 갈비탕 061-761-0601

삼대광양불고기집 광양읍 서천1길 52 숯불고기 061-762-9250

소낭구 광양읍 서평로 40 닭숯불구이 061-762-5676

유한회사 시내식당 광양읍 서천1길 38 숯불고기 061-763-0360

차도리가든 옥룡면 신재로 337 닭숯불구이 061-762-3065

원조고가네대구탕,찜
해물찜전문

오류로 114 찜요리 061-795-7175

꽃마름 광양중동점 중마로 560 샤브샤브 061-793-4955

매화향 중마로 562 퓨전한식 061-793-3606

만푸장횟집 발섬6길 36 생선회 061-793-3181

오복미역 광양점 눈소5길 55-14 미역국 061-793-5026

예슬가마솥국밥 눈소로 55 국밥 061-794-5959

전주현대옥(광양점) 길호4길 9 국밥 061-793-1102

바다양푼이동태탕 
(중마점)

항만9로 142 동태탕 061-792-0016

화스시 항만13로 23-1 생선회, 초밥 061-795-7979

힘센장어타운 항만13로 7-6 장어구이 061-795-3256

만리장성 광영로 28 코스요리 061-791-0084

조선옥숯불갈비 광영로 22 (광영동) 숯불갈비 061-792-8559

영일관 옥곡면 신금산단5길 76 한정식 061-791-2231

두성유통㈜섬진강 
(부산)휴게소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141 재첩비빔밥 061-772-7986

(202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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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관광가이드북 부록 - 카페/음식점/숙박업소/교통정보

업소명 소재지 주메뉴 연락처

예랑 항만9로 140(중동) 한방오리 061-795-0772

매화향 중마로 562(중동) 매화정식/해물갈비찜 061-793-3606

풍천장어1번지 광양읍 희양현로 195 민물/바다 장어구이 061-763-7799

설담가 봉강면 매천로 666 설담가 정식 061-763-8884

단물곤물 광양점 길호3길 14, 1층 중 1층 일부(중동) 찜닭 0507-1334-0470

조선옥숯불갈비 광영로 22(광영동) 한우광양불고기 061-792-8558

진주명가 광양읍 서북3길 38 ((1층)) 물냉면/갈비탕 061-761-0601

원조고가네대구탕,  

찜전문
오류로 114 (중동, 1층중1층전부) 대구탕뚝배기 061-795-7175

유한회사 시내식당 광양읍 서천1길 38, 1.2층 광양불고기 061-763-0360

매실한우 광양읍 서천1길 46(3층중 1,2층) 한우광양불고기 0507-1405-9178

서리서리멸치국수 

전문점 광양점
사동로 179, 4층 중 1층 일부(마동) 멸치국수 0507-1492-3232

업소명 소재지 주메뉴 연락처

매실한우 광양읍 서천1길 46 광양불고기 762-9178

금목서 광양불고기 광양읍 읍성길 199 광양불고기 761-3300

삼대광양불고기집 광양읍 서천1길 52 광양불고기 762-9250

유한회사 시내식당 광양읍 서천1길 38 숯불고기 763-0360

차도리가든 옥룡면 신재로 337 닭숯불구이 762-3065

조선옥숯불갈비 광영로 22(광영동) 광양불고기 792-8559

파라솔장어 광양읍 서평로 55 장어구이 762-9222

  남도음식명가

  도민안심식당

업소명 소재지 주메뉴 연락처

장가네항아리수제비 발섬2길 18 1층 항아리수제비 0507-1365-0417

삼대광양불고기집 광양읍 서천1길 52 한우불고기 061-763-9250

마로현목장 광양읍 인덕로 922, 4층중2층전부 돼지양념갈비 061-762-9290

종로할머니칼국수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28GH 종로칼국수 061-815-4928

미듬가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1층 코다리찜 061-763-6564

벌교 밥집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3층중 1층 일부 꼬막비빔밥정식 061-815-4915

용우동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22호 우동+돈까스세트

선굼터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11호 고등어구이 설담가

JVL 부대찌개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23호 JVL부대찌개 061-815-4923

아비꼬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12호 카레라이스 061-815-4933

육첩반상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13호 삼겹반상

광양한우촌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14호 한우육회비빔밥 061-815-4913

서울깍두기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15호 설렁탕 061-815-4914

북촌손만두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16호 북촌피만두

서래마을서래식당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17호 꼬막비빔밥정식

스시오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10호 일반런치 061-815-4909

구슬함박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08호 오리지널함박 061-815-4907

도시농부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05호 순두부찌개

북경 광양읍 순광로 466, 광양LF스퀘어 C-101호 탕수육

장성금국밥 광양읍 인덕로 971 (번지 963-3번지) 머리고기국밥 061-763-3875

대호불고기 광양읍 서북1길 4 등심불고기 061-762-5678

금목서 광양불고기 광양읍 읍성길 199 한우불고기 061-761-3300

(2020년 말 기준)

(202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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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관광가이드북 부록 - 카페/음식점/숙박업소/교통정보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good day(굿데이)  오류5길 58 061-794-8877

코리아나모텔  새미골1길 6 061-793-3655

CCK모텔  광양읍 예구10길 65 061-762-8345

벤츠모텔  광양읍 갈티로 30 061-762-9678

애니텔모텔  광양읍 갈티로 32 061-763-8500

세븐브릭스호텔  광양읍 회암길 28

모리스호텔  광영로 118-1 061-792-6496

에프엠시 하루  광양읍 갈티로 24 061-762-4380

그무인텔  나룻길 19 061-792-6767

J무인텔  광양읍 예구10길 61 061-910-3333

W-모텔  광양읍 갈티로 29 061-762-5100

티파니모텔  광양읍 예구10길 55 061-762-3833

비치모텔  진월면 백운1로 389 061-772-7727

베스틴모텔  오류3길 19 061-791-8891

헐리우드 모텔  광양읍 갈티로 35 061-762-2105

피카소모텔  광양읍 갈티로 31 061-762-5387

마틴모텔  새미골길 8-5 061-793-2212

호텔어반  광양읍 덕산1길 8 061-762-9322

라곰디자인호텔  오류4길 30 061-791-1357

맨하탄모텔  중마청룡길 4 061-791-8451

  최우수숙박업소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리베라모텔  시청로 69 061-791-8889

초이스모텔  등논1길 7-3 061-792-9680

초이스2모텔  등논1길 3-4 061-793-9933

별무인텔  광양읍 대림4길 19 061-763-4512

호텔자바  중동로 98 061-795-1700

하루 무인텔  광양읍 갈티로 18 061-762-2626

W1모텔  오류4길 34 061-792-0030

라온호텔  행정3길 7 061-791-9223

리츠호텔  오류6길 20 061-791-8833

닉스모텔  항만12로 11 061-795-3900

하버브릿지호텔  항만12로 15 061-797-0900

쉼무인텔  광양읍 대림1길 26 061-761-2722

명품무인텔  항만9로 103-14 061-795-8711

주식회사 호텔락희 광양지점  항만9로 97 061-913-5000

J2 모텔  광양읍 매천로 899

놀호텔  광장로 148-7 061-791-0002

바나나무인호텔  광양읍 대림2길 23

호텔 여기어때  항만12로 14

일번지무인호텔  항만12로 8

(202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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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마리나모텔  광양읍 갈티1길 19 061-763-5663

대산모텔  광양읍 인서1길 63 061-762-8050

에이모텔(A모텔)  오류4길 31 061-793-8171

정오모텔  광양읍 인서1길 53 061-762-2265

유니콘모텔  옥곡면 신금로 10 061-772-0091

디오스모텔  새미골1길 5 061-793-2228

블랑쉬모텔  광양읍 칠성로 72-1 061-761-8585

벨뷰  광영로 118 061-793-5560

럭셔리모텔  새미골길 8-2 061-793-8878

하이야트모텔  구마1길 7 061-791-7900

스카이모텔  오류3길 16 061-793-9200

그린피아모텔  나룻길 45 061-792-0020

CF모텔  새미골길 8-3 061-793-7600

케이모텔  중마청룡길 12-5 061-791-5501

서라벌모텔  구마1길 15 061-794-4300

블루밍 모텔  오류4길 22 061-793-3381

국제모텔  광양읍 서천변로 28 061-761-6651

와이모텔  광양읍 갈티로 16 061-763-9481

다이아모텔  진월면 망덕길 442 061-772-8898

  우수숙박업소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진틀펜션캠핑장 옥룡면 신재로 1678-54 010-2435-0960

느랭이골자연휴양림 다압면 토끼재길 119-32 1588-2704

봉강하조오토캠핑장 봉강면 성불로 1097 061-761-5566

백운산 자연휴양림 옥룡면 백계로 337 061-797-2655

  캠핑장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타워모텔  광양읍 성북길 57-1 061-761-2410

드림모텔  나룻길 30 061-793-3773

쎄느모텔  행정2길 8 061-793-8400

로얄모텔  광영로 64 061-792-6500

귀빈장모텔  광포3길 9 061-795-0873

굿타임  광양읍 덕산1길 28 061-761-8833

휴무인텔  나룻길 20 061-793-0708

디바인호텔 광양점  항만12로 24 061-793-2456

M무인텔  광양읍 덕산1길 27 061-761-1633

S무인텔  광양읍 대림2길 17-1 061-761-3988

(주)필관광하우스  옥룡면 묵방길 10 061-762-9200

매화랜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997 061-772-1300

(202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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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카페/음식점/숙박업소/교통정보

서울~광양 간

4 시간

여수공항~광양 간

30 분

부산

울산

여수
고흥

순천

목포

광양 진주

강릉

원주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완주
(전주)

광주

서울~광양 간

2 시간 25 분

서울  333km  4시간

대전  205km  2시간 30분

대구  186km  2시간 25분

부산  158km  2시간

울산  206km  2시간 40분

전주  125km  1시간 30분

목포  150km  1시간 50분

강릉  475km  5시간 30분

원주  353km  4시간 30분

광주  107km  1시간 20분

버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광양 (1시간 20분)     

  교통정보

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광양터미널 (3시간 40분)

 동서울종합터미널 → 광양터미널 (4시간 10분)

기차	용산역 → 순천역 (2시간 45분-KTX기준)

 버스 또는 택시 이용 (30분)

항공	김포공항 → 여수공항 (55분)

서울

광주

버스 부산서부터미널 → 광양 (2시간 10분)

	기차 부전역 → 광양역 (3시간 40분-무궁화호 기준)      

부산

횟수
기점 발

(광양읍 매화@)

종점 착

(여수시청)

종점 발

(여수시청)

기점 착

(광양읍 매화@)

   1           07:20           08:20           08:40           09:40

   2           10:20           11:20           11:40           12:40

   3           13:40           14:40           15:00           16:00

   4           16:50           17:50           18:10           19:10

   5           19:40           20:40           20:50           21:50

횟수
기점 발

(둔덕)

종점 착

(광양시청)

종점 발

(광양시청)

기점 착

(둔덕)

   1           06:40           08:30           08:30           10:20

   2           10:00           11:50           11:50           13:40

   3           13:20           15:10           15:10           17:00

   4           16:40           18:30           18:30           20:20

   5           18:40           20:30           20:30           22:20

  광양 / 여수 / 순천  3市  광역시내버스  운행

광양 - 여수 시내버스

여수 - 광양 시내버스

광양270번 광양읍 매화@(기점)-진아리채2차@-강남병원-이순신대교전망대-석창사거리-여수시청(종점)

여수610번 둔덕@(기점)-시외버스터미널-서시장-여천역-이순신대교전망대-강남병원-광양시청(종점)

광양 시티투어 (061)797-3716
광양시 관광안내소 (061)797-3333
문화관광 해설사 예약안내 (061)797-1987
광양시외버스터미널 (061)-761-3002
중마버스터미널 1688-8309
섬진강휴게소환승터미널 061-772-7986
광양역 1544-7788
광양택시매화콜 (061)762-0000

운행시간 및 횟수는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 및 횟수는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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