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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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최고의 여름 휴가지

백운산은 지리산을 제외하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세가 깊으니 계곡

도 깊고 물도 유리처럼 맑고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다. 백운산에는 물이 가장 맑기

로 소문난 진상면의 어치계곡을 비롯하여 봉강면의 성불계곡, 옥룡면의 동곡계곡, 

다압면의 금천계곡 등 4대 계곡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치유해 준다. 어치

계곡은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폭포, 울창한 소나무 숲이 영혼까지 맑게 한다. 성불

계곡은 4대 계곡 중 가장 짧은 곳으로 평평한 바위에 누워 천국의 휴식을 맛볼 수 

있다. 동곡계곡은 학사대, 용소, 선유대 등 볼 곳이 많고 금천계곡은 평지에 수량이 

풍부해서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수다 삼매경에 빠져도 좋은 곳이다. 

백운산4대계곡

1•성불계곡 (봉강면 조령리)

2•동곡계곡 (옥룡면 동곡리)

3•금천계곡 (다압면 금천리)

4•어치계곡 (진상면 어치리)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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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촬영 명소

매난국죽(梅蘭菊竹) 사군자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매화는 고고한 선비정신을 상징

한다. 해마다 3월이면 섬진강 매화마을은 하얗게 피어난 매화로 눈 내린 겨울을 닮

은 눈부신 풍경을 그려낸다. 봄바람에 출렁이는 꽃물결과 함께 과하거나 넘침이 없

는 매화 향기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상춘객에게 가장 먼저 봄을 선물한다. 특히 

2,500여개의 전통 항아리와 왕대나무 숲, 섬진강을 배경으로 막힘없이 펼쳐진 경관

은 눈길 발길 가는 곳마다 매화로 가득하다. 

광양매화마을

1•매화마을 전경

2•매화마을 일출

3•매화마을 장독대

4•매화마을 전경

1 3

4

2

광양매화마을

A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55 

광양매화문화관

A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21

T  061-772-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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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원시림을 기반으로 삼나무 편백나무 수종의 인공림이 조화를 

이루며 입구부터 상쾌한 삼림욕 기운을 만끽하게 한다. 울창한 숲과 조화를 이루며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세미나실, 오토캠핑장, 야영장, 케빈하우스 등 숙박시설

까지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지다. 

특히 ‘치유의 숲’은 건강 증진을 위한 삼나무, 편백나무 숲에서 풍욕, 탁족 등을 즐기

는 외부 프로그램과 아로마테라피, 명상요가, 족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

램이 조화롭게 구성돼 있으며 계절, 날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목

재문화체험장은 나무의 결과 향기를 느끼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목공체험은 물론 친환경 목재장난감이 가득한 놀이터까지 갖춘 공간으

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공간이다.

백운산자연휴양림
1•야영장

2•캐빈하우스

3•산책로

4•치유의 숲 명상실

5•목재문화체험장

1 3

5

4

2

백운산자연휴양림

A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37

T  061-797-2655

백운산 치유의 숲

A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37

T  061-763-8675~6

목재문화체험장

A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74

T  061-762-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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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 오면 반드시 둘러보아야 할 필수코스

이순신대교는 총 연장 2,260m, 왕복 4차선 교량으로 국내 최장, 세계 7위이다.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는 1,545m이며, 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1545

년을 의미한다. 양쪽 주탑의 높이는 270m로 서울 남산, 63빌딩보다 높으며, 콘

크리트 주탑으로는 세계 최고 높이다. 드라이브 필수 코스이며 컨테이너 부두와 

광양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순신대교

1•이순신대교 전경

2•주탑에서 바라본 이순신대교

3•이순신대교홍보관

1 2

3

이순신대교홍보관

A 여수시 묘도7길 110

T  061-80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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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외국에 온듯한 이국적인 항구의 특별한 전망

광양만의 야경을 빼놓고 항구의 야경을 말하지 말라. 광양만 안에는 묘도(猫島)·송도(松

島)·장도(獐島) 등의 섬이 있으며, 해안에 따라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다. 송도와 장

도 사이로 물안개가 피어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향하는 배가 잠자던 물살을 깨운다. 

대형 선박들도 자유롭게 드나 드는 이곳 광양만은 여명의 감동과 노을의 여운이 모든 사

람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광양만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서단에 해당하여 해안의 자연 경

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노량해전을 비롯한 임진왜란 전승 유적지가 많아 관광지로

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  광양만은 여수·남해반도가 천연적인 방파제 기능을 해 줌으로

써 항상 물결이 잔잔하여 선박이 정박하기에 안전하고,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이 다니기

에 편리한 곳이다. 광양시 항만대로 755에 위치한 여수광양항홍보관에는 광양항의 현재 

시설과 미래 비전들을 잘 정리해 놓아 광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광양만 야경 1•가야산에서 바라본

    광양만 야경

2•이순신대교에서 바라본

    광양항 야경

3•해오름육교에서 바라본

    광양만 야경

4•무지개다리 야경

1 3

4

2

광양항홍보관

A 광양시 항만대로 465

T  061-79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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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와 쉼이 있는 수려한 풍경

전북 진안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를 흐르는 강이다. 우리

나라 5대강 중 가장 수질이 맑고 청정물고기의 대명사인 은어 떼가 몰려 다니고 재

첩과 실뱀장어가 대량으로 서식한다. 섬진강을 따라 강바람을 맞으며 달릴 수 있는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은 우리나라 자전거 라이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 

섬진강 최하구 망덕포구는 550리 섬진강이 그 유장한 흐름을 마무리하며 남해로 

흘러드는 곳이다. 망덕포구에는 백두대간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는 망덕산이 

있으며, 민족시인 윤동주 시집 유고를 보존했던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제341호)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2년 안심 관광지’인 배알도 섬 정원이 위치하고 있다.

섬진강 망덕포구
1•배알도 섬 정원

2•섬진강자전거길

3•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4•별헤는다리

1

4

2

섬진강 망덕포구

A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71

섬진강자전거길 유인인증센터

A 광양시 태인동 1632-19

T  061-791-9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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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된 천년이 넘은 숲

옥룡사지는 신라의 고승 도선국사가 중수한 사찰로 입적할 때까지 35년간 수백 

명의 제자를 양성한 곳이다. 중수할 당시 땅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심은 동백

나무 1만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되어 있다. 

바닷가 동백에 비해 늦은 3월 하순 꽃이 피며 내륙의 동백숲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옥룡사 동백나무숲
1•옥룡사 동백나무숲

2•내 손 가득 동백꽃

3•동백꽃 하트

4•가까이서 바라 본 동백나무    

1 3

4

2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

A 광양시 옥룡면 백계1길 7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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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0년 한국 야간관광 100선’

해발 473m의 구봉산에 설치한 전망대로 순천, 여수, 하동, 남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정상에는 9.4m의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일출·일몰 명소로 각광받고 있

다. 정상부 하단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전망대로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높아 

해마다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 야간에는 광양만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관

광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코스이다.  

구봉산전망대

1•메탈 아트 봉수대

2•망원경

3•구봉산 전경

4•구봉산에서 본 일출    

1 3

4

2

구봉산전망대

A 광양시 구봉산전망대길 155

T  061-79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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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흰쌀밥처럼 피는 이팝나무고목을 만날 수 있는 곳

버드나무 유와 연못 당의 뜻을 담은 유당공원은 조선시대에 광양읍성을 축조하고 

멀리 바다 쪽으로 읍성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었던 자리이다. 광양읍수와 이팝

나무는 1528년 광양현감 박세후가 조성한 유당공원에 있는 고령의 나무로 바닷바

람을 막아주는 역할과 바다에서 침입해오는 왜구로부터 민가를 숨기는 기능을 하

였다. 이팝나무 어원은 꽃이 필 때 나무 전체가 하얀꽃으로 뒤덮여 이밥, 즉 쌀밥과 

같다고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여름이 시작될 때인 입하에 꽃이 피어 ‘입하목’이라 

불리다가 지금의 이팝나무로 불리게 되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는 천연기념물 제

235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1-2•유당공원 전경

3-4•이팝나무

1

4

3

2

광양 유당공원

A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24



미(味)의 광양 9미

맛의 향연

▼

광양불고기

광양백운산고로쇠

광양섬진강재첩

망덕포구 가을전어

광양기정떡

광양매실차

광양닭숯불구이

광양곶감

광양숯불장어구이

29

맛의
향연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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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향연

맛의
향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전국 3대 불고기 중 최고의 맛, 청동화로 숯불 불고기

청동화로에 참숯을 피워 구리석쇠에 구워 낸 광양불고기는 전국 3대 불고기중 

하나로 손꼽힌다. 맛의 비결은 얇게 저민 쇠고기와 3대를 넘게 이어오는 각 숯

불구이 전문점의 특색 있는 양념에 숨어 있다. 매년 10월 경 아름다운 서천변

을 배경으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열린다.

광양불고기

1•광양불고기

2•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3•광양불고기 특화거리

1 2

3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A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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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향연

맛의
향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도선국사의 무릎을 펴게 한 전국 최고의 고로쇠

고로쇠는 풍수지리설의 대가 도선국사가 오랜 참선으로 무릎이 펴지지 않아 마셨

더니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골리수(骨利水)’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런 연유

로 광양백운산에서 채취하는 고로쇠를 전국 으뜸으로 손꼽았다. 고로쇠는 무기물과 

비타민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과 관절염, 신경통, 위장병 등에 효과가 있

다. 최신식 여과 및 자동 병입 설비를 갖추고 깨끗한 고로쇠를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다. 

광양백운산고로쇠

1•광양백운산고로쇠 수액 채취

2-3•광양백운산고로쇠 약수제

2

3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

영농조합법인

A 광양시 옥룡면 심원길 6

T  061-761-9944

광양시 산림소득과

T  061-797-35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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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향연

맛의
향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강에서 나는 천연강장제 조개류의 보약

재첩은 청정지역인 섬진강 하류에 서식하는 작은 조개로 갱조개라고도 불리며, 

그 국물 맛은 어떤 조개와도 비교할 수 없이 좋다. 재첩은 회나 덮밥, 부침으로 

만들어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다. 또한 간을 보호하고 해독하는 성분이 뛰어나 

애주가들의 아침 해장국으로 사랑 받는다. 더불어 재첩의 영양분은 악성 빈혈을 

예방하며 낮은 열량으로 비만인 사람에게도 부담이 적어 재첩을 맛보기 위해 많

은 사람이 섬진강변과 망덕포구를 찾는다.

광양섬진강재첩

1•재첩무침

2•섬진강 재첩잡이

3•시판중인 광양섬진강재첩국

4•재첩국

1

3

4

2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A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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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향연

맛의
향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어깨가 넓고 배가 볼록한 떡전어

전어는 가을철 뱃살 가득 기름이 차올랐을 때 맛의 절정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집 나간 며느리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라는 말이 생겼을까 싶게 고소함의 

극치이다. 전어는 구이, 회, 무침으로 즐길 수 있으며, 망덕포구는 가을전어의 본

고장으로 가장 먼저 전어요리를 특화시킨 곳이다. 회로 시작하여 무침, 회 비빔

밥, 바삭한 구이까지 넘치는 고소함을 만끽할 수 있다. 반찬으로 나오는 전어밤

젓은 특유의 감칠맛으로 여행객의 입맛을 한층 더 돋운다.

망덕포구 가을전어

1•가을전어

2•전어조형물

3•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

4•광양전어축제

1

2

4

3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A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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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향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38

내 입의
여행

무색소, 무방부제 건강떡

기정떡은 증편의 지역 방언으로 쌀과 막걸리를 발효시켜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독특한 맛이 일품인 여름철 간식이다. 또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가 잘 되어 

배탈이 나지 않는 것이 광양기정떡의 특징이다. 발효하여 만들어 무더운 여름에도 

떡이 쉽게 상하지 않아 언제든 먹을 수 있다. 

광양기정떡

1•광양기정떡

2•여러종류의 광양기정떡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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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향연

맛의
향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광양에 왔다면 꼭 맛 보아야할 푸른 보약

광양매실은 전국 최고의 일조량, 백운산과 섬진강의 맑은 물,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에서 생산되어 천연 구연산 함량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새콤달

콤한 맛의 매실은 각종 유기산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을 돕고 해독작용

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다. 매실청으로 만든 뒤 소화제로 활용하며, 각종 요리의 소스

는 물론이며 갈증 해소와 피로회복 음료로서도 인기가 높다. 또한 매화빵, 매실아이

스크림, 매실샌드위치, 매실초콜릿 등으로도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광양매실차

1•광양청매실

2•매실차

3•광양매실쿠키

4•광양매화빵

5•매실샌드위치

5•매실아이스크림

1 2

65

3 4

광양매화문화관

A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21

T  061-772-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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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향연

맛의
향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손질된 닭을 참숯불에 구워 먹는 광양지역만의 독특한 요리

숯불구이가 발달했던 광양지역 음식 중 닭숯불구이를 빼놓을 수 없다. 잘 손질한 

닭을 석쇠 위에 넓게 펼쳐 구워 먹는다. 강하지 않은 양념은 닭 특유의 단백하며 고

소한 맛을 배가시키고 숯불은 기름기를 싹 빠지게 한다. 백운산 4대 계곡의 산장과 

식당들이 산채 장아찌 등을 반찬으로 제공하여 식도락에 빠지게 한다. 

광양닭숯불구이

1•광양닭숯불구이

2•백운산4대계곡에서 맛보는 광양닭숯불구이

3•광양닭숯불구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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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향연

맛의
향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1•광양곶감 건조

2•광양곶감

3•광양곶감빵

2

3

다른 지역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는 광양곶감의 매력

백운산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밀시감과 대봉감을 까다롭게 선별하여 맑은 공기와 

햇볕으로 정성스럽게 건조한다. 최상품 대봉감으로 만든 곶감은 크기가 월등하며 

고운 빛깔과 높은 당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선물용 시장에서 급성장 하고 있다.

광양곶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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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향연

맛의
향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소화도 잘 되고 스태미너에도 좋은 그 맛

광양만은 섬진강과 남해가 합류되는 지역으로 예부터 <아나고>라 불리는 붕장어가 

유명했다. 장어에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허약 체질을 

개선하는데 최고의 식품이다. 광양에서 맛보는 장어구이는 숯불에 구워 맛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광양숯불장어구이

1-2•광양숯불장어구이

1

2



광양 9스팟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

축제 스팟

야경 스팟

캠핑 스팟

플라워 스팟

농촌체험 스팟

생활예술 스팟

먹방 스팟

자연힐링 스팟

역사&인물 스팟

49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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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인생 숙제하며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광양만큼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 도시가 또 있을까. 1년 내내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은 광양의 축제들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 

겨울을 이겨낸 매화를 만나려면 3월 광양매화축제로 떠나면 된다. 광양의 3월은 축

제의 달이라 해도 무방하다. 매화 축제를 포함해서 고로쇠 약수제, 금호동 벚꽃축제 

등이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4월에는 국사봉이 분홍빛으

로 물든 철쭉의 절경을 만날 수 있다. 입속에 축제를 펼치려면 9월에는 광양전어축

제, 10월에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를 만나면 좋다. 그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입안

의 천국을 느끼게 된다. 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를 즐기듯 살고 싶다면 광

양축제를 꼭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축제 스팟

1

3

4

광양매화축제

A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55 일원

백운산고로쇠 약수제

A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 일원

금호동 벚꽃축제

A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주택단지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

A 광양시 옥곡면민광장 및 국사봉 일원

광양전어축제

A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A 광양시 광양읍 서천공원 일원

2

1•광양매화축제

2•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

3•금호동 벚꽃축제

4•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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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빛나는 광양의 밤, 감성 낭만의 야경명소

해양공원~금호대교~이순신대교 9.4km 해안도로에 달빛해변, 키네틱 아트광장 

등 감성 콘텐츠를 확충해 매력적인 수변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광양해비치로 

사업은 기존에도 아름다웠던 야경명소 광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광양야경은 구간별로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된다. 이순신대교 접속부에서 길호대교

까지는 ‘달빛구간’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달을 모티브로 풍요와 신비로움이 표현되

고 마동IC 접속교에서 무지개다리까지는 ‘별빛구간’으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을 

표현해 아스라한 추억을 연출한다. 이순신대교에서 금호대교까지의 ‘불빛구간’은 

강렬하고 열정적인 불을 모티브로 변화와 도약을 나타내고 있다. 광양에 오면 꼭 

봐야 할 야경명소로 오색찬란한 음악 분수 쇼를 감상할 수 있는 마동유원지 음악분

수와 경관 육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하는 해오름육교 그리고 밤바다 오색 찬연

한 빛의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무지개다리 등이 유명하다.

야경 스팟

1•해오름육교 야경

2•무지개다리 야경

3•마동유원지음악분수

4•중마동 야경

1 3

2

4

해오름육교

A 광양시 마동체육공원

무지개다리

A 광양시 마동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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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함께 차박 캠핑하기 참 좋은 곳

차박과 캠핑이 유행이 된 요즘, 광양은 캠핑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핫플레이

스가 되고 있다.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차박할 명소가 많기 때문이다. 백운산자연휴

양림은 야영장 55면을 비롯한 자동차 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등 다양

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도시민의 치유 공간이다. 느랭이골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에서 글램핑 명소로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백운산 자락의 해발 약400m에 자리 잡

은 편백나무숲 캠핑장이다. 계절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밤에는 LED조명축제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봉강하조오토캠핑장은 전국 각지의 

캠핑마니아들이 찾는 명소이며, 여름에 물놀이 하기 좋은 캠핑장으로는 진틀펜션캠

핑장을 추천한다. 아트자전거와 작은미술관이 있는 섬진강별빛야영장은 가족과 여

유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캠핑 스팟

1•느랭이골자연휴양림

2•섬진강별빛야영장 아트자전거

3•백운산자연휴양림

4•봉강하조오토캠핑장

1 3

4

느랭이골자연휴양림

A 광양시 다압면 토끼재길 119-32

T  1588-2704

봉강하조오토캠핑장

A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1097

T  061-761-5566

진틀펜션캠핑장

A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678-54

T  010-2435-0960

섬진강별빛야영장

A 광양시 진월면 사평1길 23

T  061-772-5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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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꽃의 향기 가득한 곳

3월이면 광양매화축제로 대한민국 축제의 서막을 여는 광양은 사계절 꽃의 도시다. 

4월엔 서천과 금호동의 벚꽃, 오사리 유채꽃, 옥룡사 동백나무숲의 붉은 동백, 국사

봉 철쭉이 차례로 피어난다. 5월에는 500년을 굵은 이팝나무가 유당공원을 하얗게 

물들이고 도심 곳곳의 장미공원에서는 향긋한 장미가 꽃터널을 이룬다. 6월 사라실 

라벤더 치유정원은 보랏빛 향기로 물결치며 초록의 메타세콰이어와 어울려 이국적 

풍경을 연출한다. 전통숯불구이축제가 열리는 서천변의 가을은 하늘거리는 코스모

스로 출렁인다.

플라워 스팟

1•중동장미공원

2•라벤더치유정원

3•진월면 오사리 유채꽃밭

4•광양읍서천변 양귀비

1 3

4

사라실예술촌

A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201

T  061-761-2043

사라실 라벤더 마을

A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625

T  061-762-0723

중동장미공원

A 광양시 중동근린공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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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정취, 농촌의 정취를 오감으로 체험하자

광양은 산업도시, 관광도시이지만 예로부터 전통적인 시골 농촌 마을이기도 하다. 

광양시에는 곳곳에 사계절 언제나 농촌의 살아 있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오감체

험 마을이 많다. 그중에서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9곳 정도 된다. 그 9곳

을 광양시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

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를 활용해 농촌문화

체험과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체험과 연계한 숙박과 음식 등의 다

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 마을이다. 지역 내 9개소의 농촌체험휴양

마을에서는 감, 고구마 등 농산물 수확 체험, 쌀강정 등 전통 과자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손두부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내 고장 탐방과 같은 현장학

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체험 스팟

1 4

3

봉강햇살촌마을

T 061-762-7977

형제의병장마을

T 061-763-8277

하조산달뱅이마을

T 061-763-3954

도선국사마을

T 010-9947-5158

백운산마을

T 061-763-2622

백학동 권역마을

T061-772-8820

섬진강끝들마을

T 010-2605-1060 

메아리마을

T 061-772-3236

고사마을

T 010-3645-3869

2

1•감자수확체험

2•도선국사마을 염색체험

3•봉강햇살촌 물놀이체험

4•손두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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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의 예술 감수성을 만나는 문화명소

광양은 예술인의 혼이 깃든 도시이기도 하다. 그중에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

고, 광양와인동굴은 반드시 둘러보기를 권한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옛 광양역 자리에 

건립된 미술관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총면적 1만 1천 580㎡의 대형 미술관이다. 이

곳에는 전시관을 비롯 카페, 도서실, 휴게실, 멀티프로젝트홀, 관람객 참여형 교육공

간도 꼼꼼하게 갖추어져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옆에 있는 광양예술창고는 옛 광양역

사의 물류창고 역할을 했던 폐창고를 재생사업으로 살려낸 곳이다. 광양예술창고는 

미디어 영상실을 갖춘 미디어 A동과 키즈존을 중심으로 한 문화쉼터가 있는 소교동 

B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와인동굴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폐터널을 

활용한 동굴 속 어린이 체험공간도 갖추고 있다. 이 3곳은 LF스퀘어 광양테라스몰점

은 물론 서천공원과도 가까워서 광양읍권의 원스톱 볼거리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생활예술 스팟

1 5

32

4

1•전남도립미술관

2-3•광양예술창고

4•광양와인동굴

5•LF스퀘어 광양테라스몰점

전남도립미술관

A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0

T  061-760-3243

광양와인동굴

A 광양시 광양읍 강정길 33

T  061-794-7788

LF스퀘어 광양테라스몰점

A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T  061-8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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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맛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SNS에 조금 간지나는 먹방을 올리고 싶다면 광양은 꼭 방문하는 게 좋다. 광양에

는 그저 음식 사진만 찍어도 매력을 느낄 먹방의 명소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 

많은 곳 중에서 딱 3곳을 고른다면 이곳을 찾아보길 권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이다. 이순신대교를 배경으로 태어난 이곳 먹거리타운은 지

역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광양의 대표적인 특화거리다. 광양이 자랑하는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광양불고기 특화거리로 초대한

다. 광양에 오면 반드시 맛볼 광양불고기는 이곳 광양불고기 특화거리면 충분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망덕포구 먹거리타운으로 섬진강 재첩과 각종 자연산 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세 곳만 들러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먹방을 진

행할 수 있다. 남도의 맛을 보려면 광양은 꼭 들러야 하고, 광양에서는 이곳에 소개

된 특화거리만 들러봐도 충분하다.

먹방 스팟

1•고로쇠와 닭숯불구이

2•중마시장 잔치국수

3•중마시장 호떡

4•중마시장 회센터

1 3

4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A 광양시 중동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A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A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중마시장

A 광양시 중마중앙로 88 

광양5일시장

A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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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여행 배알도 섬 정원 

배알도라는 이름은 공원 건너편의 망덕산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알도에서 연결된 별헤는다리를 건너면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과 

윤동주 시 정원이 있는 망덕포구에 이른다. 배알도근린공원은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가 완성되는 곳이자 시작점이기도 한곳이다. 

한때 배알도해수욕장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해수욕을 금지

하고 캠핑장, 지압길, 조용한 산책길을 조성하여 해변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

운 일출명소로도 유명한 배알도근린공원에 연결된 해맞이다리를 건너면 배알도 섬 

정원에 닿는다. 배알도 섬 정원은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하여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안심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망덕산과 배알도근린공원 사이에 짚라인, 대규모 공원 조성 등이 완료되면 광

양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한층 더 인기를 끌 것이다.

자연힐링 스팟

1-4•배알도 섬 정원

1 3

2

4
배알도근린공원

A 광양시 태인동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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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시인의 옛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광양에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시인 윤동주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정병욱 가

옥이 있다. 윤동주 유고를 보존하였던 정병욱 가옥은 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정병

욱 교수의 옛 가옥으로 1925년에 건립되었다. 정병욱은 윤동주의 연희전문학교 2

년 후배이자 하숙방을 함께 쓴 사이로 1944년 학도병으로 끌려가기 전에 어머니께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을 보관하도록 부탁하였다. 정병욱 어머니는 일제 감시를 

피해 마룻바닥을 뜯어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보관했다고 한다. 가옥 내부에는 윤동

주 시인의 오랜 시집들과 느린우체통, 육필원고가 전시돼 있으며 창 밖으로는 망덕

포구의 운치도 함께 보인다. 정병욱 가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윤동주 시 정원

도 조성되어 있다. 이곳외에도 광양역사문화관을 비롯하여 매천황현생가 등 광양의 

역사를 느낄만 한 소중한 장소가 몇 군데 더 있다.

역사&인물 스팟

1 5

4

3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A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249

광양향교

A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67

T  061-763-0635

광양역사문화관

A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29

T  061-797-2305

2

1•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2•광양향교

3•윤동주 시 정원

4•광양역사문화관

5•매천황현 생가



광양 코스

내 삶의 쉼표

▼

백운산 권역

광양읍 권역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구봉산 권역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섬진강 권역

섬진강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1박2일 코스

반나절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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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6. 운암사 

동백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동양 최대 청동약사여래불이 있다.

4. 백운산자연휴양림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우거진 숲길에서 상쾌한 

삼림욕을 만끽 할 수 있으며, 종합 숙박동, 야

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매천야록>, <오하기문>, <동비기략> 등을 저술하였고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한 조선의 마지막 선

비로 추앙받는 우국지사 매천 황현선생의 생가이다.

5. 옥룡사지 동백나무숲

선각국사 도선이 35년간 머물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입적한 곳으로 땅의 

기운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은 동백나

무 숲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489호)

15km

3. 도선국사마을  

다도, 도자기, 염색, 손두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

촌 전통 테마마을이다.

백운산 도솔봉 아래 위치한 전남 유일 용화

종파 사찰로 창건 연대가 확실하지 않으나 

선각국사 도선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백운산 4대 계곡 중 하나로 봉강면 형제봉과 

도솔봉 사이에서 시작하며 여름 무더위에도 

시원한 계곡을 즐길 수 있다.

7. 중흥사 

중흥산성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각국사 도선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온다. 보물 제112호 중흥산성 

삼층석탑을 볼 수 있다.

자연 속에 숨 쉬는 역사 탐험

백운산 권역

Here!

광양백운산고로쇠

광양곶감

광양닭숯불구이

주변 맛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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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천 황현생가

2. 성불계곡

3. 성불사

13km

2.5km

5km

1km

1km

1km



전통과 현대의 만남

광양읍 권역

광양기정떡

광양숯불장어구이

광양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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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1. LF스퀘어 광양테라스몰점

330여개의 유명 패션 브랜드, 영화관, 식당, 문화·휴식 공간 등 

LG패션에서 선보이는 호남권 최대 복합쇼핑몰이다.  
3. 장도전수관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된 故박용기 옹과 박종군 

장도장의 혼이 담긴 장도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2.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서천변 공원

광양읍 서천변 일대에는 전국 3대 불고기중 하나이자  

‘천하일미(天下一味) 마로화적(馬老火炙)’ 광양불고기의 

명성에 어울리는 불고기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특

히 계절마다 다른 색깔로 일대를 물들이는 벚꽃, 장미, 

코스모스 등이 피어 꽃놀이를 즐기기엔 안성맞춤이다.

8. 마로산성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마로산성은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일부 유물이 출토되

었다. (사적 제492호)

주변 맛 추천!

← START!

1km

2km

5. 광양5일장

1964년 개장, 2012년 초가·기와·근대·현대식 

건물이 공존 하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건립되었

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으며 토요 야시장

도 열리고 있다.

6. 유당공원

1528년 광양현감 박세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천연기념

물 제235호인 광양읍수와 이

팝나무가 있다.

4. 광양역사문화관  

1943년 구 광양군청으로 준공되어 지난 70여 

년간 광양의 행정 중심지로 역사적·장소적 상

징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다.  

1km

1km

1km

500m

4km

7. 광양와인동굴 + 에코파크 

경전선 폐터널 구간을 활용한 광양와인동굴은 세계 

각국의 와인을 맛보며 와인의 역사 등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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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권역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광양불고기의 유래

조선 시대에 조정에서 벼슬하던 한 선비가 그 당시 유배지였던 광양으로 귀양을 왔다.

귀양 온 선비는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성 밖에 사는 주민의 아이들에게 천자

문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준 것에 감동해서 암소

를 잡아 대접하기로 하였고, 선비를 초대하여 화로에 숯을 피우고 쇠고기를 석쇠에 구

워 대접하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귀양이 풀린 선비는 한양으로 되돌아갔다. 어느날 

선비가 누각에 서서 광양에서 먹었던 불고기 맛을 잊지 못해 한마디 한다.

“천하일미(天下一味) 마로화적(馬老火炙)”이 세상 최고의 맛은 마로현의 불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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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26-3번지 일원 

천하일미 마로화적

天下一味  馬老火炙 

광양 불고기는 먼저 참숯의 향을 최대한

많이 쐬도록 고기를 석쇠 위에 조금씩,

활짝 펼쳐 올리고 붉은 핏기만 가실 

정도로 가볍게 익혀서 먹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구워야 담백한 고기의 맛, 달콤한

양념의 맛, 향긋한 참숯의 향이 어우러진

광양불고기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 2022. 4. 11. 기준

해동가든

오케이(OK)목장 서천점

미즈스테이션

유한회사 시내식당

서산마루

매실한우

세풍식당

삼대광양불고기집

이춘봉인생치킨 광양읍점(모아족욕카페)

요거프레소 서천점

GURU COFFEE(구루커피)

이마트24 광양서천마루점

제일냉면

청솔로9 광양서천점

지에스25 광양서천점

땡큐세계맥주바

미듬가 서천점

전통갈비촌

무진장먹방

떡꼬기&스테이크제트(고홈푸드)

광양지역자활센터(샐러드와)

자리(Zari)

서천회관

짬뽕매니아

BUBU커피숍(부부커피숍)

벌툰 광양본점

볏짚삼겹살

762-5417

763-9992

763-0360

763-0251

762-9178

762-4837

762-9250

763-1133

763-2883

761-5808

762-7999

761-2348

763-3681

762-1357

762-9896

070-4250-1780

광양대구볼테기

나능이능이버섯백숙

대갓집

시민국밥(소나무)

대나무향가득한집 광양점

황제삼계탕

광양토박이샤브샤브

행복한한우

이자카야마당

더착한닭갈비

청자다방(광양점)

호호냉면

서천숯불구이

진주명가

카페라벨르

이층카페

761-2882

761-0009

761-0039

762-9285

763-8111

763-7776

763-9110

763-2121

761-6270

761-8992

762-0080

761-7100

761-0601

761-8420

식육/숯불구이



환상적인 야경의 향연

구봉산 권역

중마시장

매실초콜릿

주변 맛 추천!

← START!

12km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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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5.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이순신대교가 개통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다양한 종류의 

식당가이다. 이순신대교와 광활한 

광양항을 전망하며 눈도 입도 즐거

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6. 와우생태호수공원 

와우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게 자연생태 관

찰로, 행운의 섬, 인공폭포, 포토존 등

을 설치해 자연 속의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하다.

4. 이순신대교  

광양과 여수를 잇는 현수교로 총 연장 

2,260m, 국내 최장 세계 7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이브 필수 코스이다.

1. 사라실 라벤더 마을

6월이면 사라실 일대는 라벤더가 온 마을을 보랏

빛향기로 가득 채운다. 지중해 연안 지역이 원산

지이며 남프랑스가 주산지로 유명한 라벤더향은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8. POSCO 광양제철소 

조강 생산량이 단일제철로는 세계최대규모의 제철소로서 철 구조물 등에  

쓰이는 열연,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냉연, 선박용 후판, 자동차 강판 등을

생산한다. 쇳물이 코일로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다.

3. 월드마린센터(광양항 홍보관)

광양항의 랜드마크로서 보다 효율적인 항만

물류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보관에서 한 눈에 들어오는 광양만을 감상

할 수 있다.

11.5km

4.4km

2.5km

10.5km

5km

2. 구봉산전망대

해발 473m의 구봉산에 설치한 전망대로 

순천, 여수, 하동, 남해까지 광양만의 장엄

한 파노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명

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7. 무지개다리 + 해오름육교 

중마동과 금호동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다리로, 야간

에는 무지개 색으로 조명이 바뀐다. 화려한 무지개 조명

아래 밤바다를 거닐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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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산 권역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1

오시는 길  

광양시 발섬6길(중동) 일원  ※ 2021. 4. 10. 기준

                                        한식류      일식·회종류      육류     기타

고을팥죽 795-5577

한솥도시락 동광양중동점 793 -9395

큰집설렁탕 793-0242

천하장사 791-3469

정가네맛집

꽃마름광양중동점 793-4955

매화향 793-3606

정인정 795-5805

옛고을그향기 010-5710-1280

학운정 794-5678

중마고향집 010-8709-9524

능이향 792-9242

행복한밥상 793-8001

지호한방삼계탕(광양점) 793-3663

불쟁이신쭈꾸미 794-0103

옹골찬 794-1822

황초갈비냉면 795-0092

참복집 794-3669

옥천냉면 794-9997

참일능이버섯백숙  010-5029-4160

맛집가온  791-2878

남부촌 794-3195

남가네설악추어탕 795-4200

한모둠설렁탕 795-4200

불타는바다  010-5060-5771

석암정 794-6114

미풍해장국 792-3210

남원보석추어탕 791-7550

세림식당  010-2599-5907

주문진생태탕 795-6002

사랑채 791-0011

안동국밥(광양중동점) 794-5880

자연추어탕&육해공 791-0341

동막골전집 795-8782

이대전원곱창 794-3344

싱싱참숯장어 791-9235

산삼삼계탕 791-3345

돼지여사  795-5622

고흥영숙흥갈비탕(중마점) 791-0033

황제능이버섯해신탕   010-8496-8911

황금명태본가 광양점  010-4020-8838

하면옥 795-3737

장가네항아리수제비 794-3579

생태한마리  794-1245

지리산오리마을 792-6506

하삼묵은감자탕 792-2332

지리산 우렁쌈밥 010-9471-0359

귀족족발 795-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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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100

101

104

111

110

112

29

34

35

50

51

52

54

55

64

50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은 이순신대교를 구경하고 광양 음식 맛을 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이순신대교가 개통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식당가이다. 광양시청이 있는 중마동 중심부

에 위치한 곳으로 중마동 버스터미널에 내리면 바로 입구가 있다. 횟집, 고기집, 일식, 중국집 등 다양

한 종류의 식당들이 70여개가 있어 식도락가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순신대교는 광양과 여수를 잇는 대교로 현수교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길며,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긴 

다리로 드라이브 필수 코스이다. 광양과 여수 간 운행시간을 10분정도로 단축시켰고, 웅장하고 아름

다운 H자 교각을 세워 주변 경관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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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산 권역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2

오시는 길  

광양시 발섬6길(중동) 일원 ※ 2021. 4. 10. 기준

                                        한식류      일식·회종류      육류     기타

신세계숯불구이 791-8286

단물곤물 광양점

철따라맛집 795-9289

열라불라연탄집 중마점 791-9998

수내닭꼬치 795-5335

더비핸즈 794-8989

소평부 주식회사 010-9614-4901

자담치킨(광양점) 792-9944

이차는여기서 792-4708

투모아(터미널점) 792-3045

홍도야 792-0990

요술나라 794-4171

모여라 5772 792-5772

반할집  010-5319-9197

모던차이나 793-5995

꼬치이야기(까치점) 792-4776

노는가맥 791-8875

다기야(중마점) 792-9977

오늘, 한잔  010-4179-7671

제이  010-4633-9252

룡제원 794-5888

치요남치킨 광양중마점 010-3915-2976

오뎅사케바&청춘족발상회 광양중마점

  010-4660-9445

술미(SUL美)  010-6601-8057

술애기

목로주점  010-8814-8032

사랑반점 794-5551

술광

가문의짬뽕 792-0889

창담동이춘자살롱(광양점) 792-4765

해물과조개구이 793-7682

교동짬뽕 광양본점 793-9279

면반장 793-1964

두찜  793-0102

올리브펍스 795-7708

2

38

4 76

40

5 79

47

6 80

56

7 83

72

8 84

32 103

23 127

39 106

25 90

55 137

30 95

68 138

11

71

18

115

118

20

24

27

31

33

53

62

63

65

67

69

61

66

73

75

10

77

21

81

36

99

37

105

41

109

43

51

54

109

117

134

122

139

59

으랏차차 791-3492

전주현대옥(광양점) 793-1102

불난집 791-0065

북어마을 794-0011

태유푸드(웅천한식뷔페 2호점) 795 -1777

평화정 792-5482

갯마을장어 791-7744

원조장동길가든 791-8295

전주순두부 793-1366

은성면옥 794-1245

콩시루(광양점) 795-0917

청송 791-5005

광양옛날곱창 792-9588

밀밭해물칼국수 795-5353

갈비애드림 광양1호점 794-6677

광평오리명가 010-6490-6100

도시어부 793-5660

련 791-7791

두원횟집 794-7173

대서양횟집

용천회초밥 794-7775

산해미활어회센타 793-9967

만푸장횟집 793-3181

토모에 793-0067

들물횟집 794-7749

광양만횟집 791-6889

갓바위회 795-8910

장군일식 791-8468

좌수영횟집  794-7522

광양초밥

풀하우스참치 765-5537

스시한 791-1456

순천양꼬치2호점 791-6438

왕금정 795-0809

장수토종꺼먹돼지 792-8788

웰빙대패삼겹살 793-9295

담양전통숯불갈비 793-2211

화동숯불갈비 792-1918

벼리벼리 794-0008

돼지명가 795-5553

우마니 791-8295

제주돈 793-9282

창평갈비

본토양꼬치 792-1688

돈먹자 793-0222

돈이요 동광양점 792-1425

도네누 광양점 793-6400

한우관 792-0123

동틀무렵 791-9211

한가족식육식당(중동) 794-0589

119

141

114

140

113

133

120

121

133

124

125

126

128

129

130

131



매화향과 윤동주의 ‘별’이 숨쉬는

섬진강 권역

← START!

5km

3km

83

내 삶의
쉼표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82

내 삶의
쉼표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광양매실차

망덕포구 가을전어

광양섬진강재첩

주변 맛 추천!

Here!

1. 김 시식지

우리나라 최초로 김을 양식한‘김여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제각이다. 김여익은 인조 18년(1640) 

광양 태인도에 들어와 최초로 해의(海衣)를 양식

하였다. 김여익의 성씨를 본따 해의를 김으로 부

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3. 섬진강 자전거길

광양시 태인동 명당지구 수변공원에서 다압면 하천리 

남도대교까지 총37.7km 구간으로 아름다운 섬진강 풍

경과 시원한 강바람을 느끼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2. 배알도근린공원(배알도 섬 정원)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태인동에 위치

하며 야영, 캠프를 즐기기에 적당한 곳이다. 

섬진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배알도를 배경으

로 한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거닐면

서 낭만을 즐길 수 있다.

2.3km

15.2km

13.5km

0.4km

0.4km

6. 느랭이골자연휴양림

편백나무 숲과 맥반석이 가득한 느랭이골은 

각종 테마정원과 트레킹 코스로 휴식을 제

공한다. 수많은 별들과 함께 형형색색 빛나

는 LED 조명의 불빛 향연은 보는 이를 동화

의 세계로 안내한다.

5.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정병욱 가옥은 1925년 망덕포구에 건립된 

점포형 주택으로 양조장과 주택을 겸용한 보

기 드문 구조의 건축물이며,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이 보존되었

던 곳으로 문학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등록문화재 제341호)

4. 섬진강 망덕포구  

550리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망덕산, 강변 산책로 등 빼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힐링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8. 금천계곡  
옥녀봉에서 발아래로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를 좌우로 두며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계곡 하류는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7. 광양매화마을·청매실농원

봄을 알리는 첫 동네, 섬진강 매화마을은 해매다 3월이면 하얗게 

피어난 매화로 눈 내린 겨울 풍경을 그려내며 전국 각지에서 찾

아온 상춘객에게 가장 먼저 봄을 선물한다.



84

내 삶의
쉼표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발길 따라 권역별 추천 코스

섬진강 권역 섬진강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오시는 길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82번지 일원 ※ 2021. 4. 12. 기준

                                        한식류      일식·회종류      육류     기타

배알도횟집 772-3798

백운횟집 772-3887

용궁횟집 772-0882

나루터횟집 772-2217

풍성복집 772-5455

청아수산 772-4696

금천회센타 772-5736

하나로횟집 772-3637

한려횟집 772-2073

하동해산물 772-0050

광양횟집 772-2005

광양수산

영진수산회타운 772-2241

망덕남해횟집 772-5281

부원수산 772-6268

망덕횟집 772-0625

태광수산 772-5999

가람횟집 772-1988

성윤횟집 772-2040

계림횟집 772-5900

성호횟집식당 772-2670

대,청마루식당 794-8586

진월섬진강재첩국 772-3436

향촌식당 772-9233

섬진식당 772-2289

진선 772-2117

정다운집 772-2317

선방재첩 772-6521

보물섬식당 772-4705

사계절식당 772-4747

청룡식당 772-2400

카페테라스 772-6661

사계절카페

11

29

23

22

3

24

4

25

5

27

6

28

32

30

34

31

7

15

2

33

8

16

9

17

10

18

11

11

12

20

14

21

2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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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 따라 테마별 추천 코스

1박 2일 광양의 잠 못 이루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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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날 | 둘째 날

7min

13min

25min

4min

1 12 2

4 4

5

5

3

3

6

중마동 관광안내소에서 출발!

광양의 이모저모, 여행 정보 알아보기

구봉산전망대에서 일출 보며 엽서 쓰기

미래의 나에게 하는 다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 전하기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서 
맛있는 점심

백운산자연휴양림 산책
숲 속 거닐며 지친마음 치유하기

정병욱 가옥 둘러보고 
 배알도 섬 정원 산책하기

윤동주 시 감상하며 섬 정원 산책

옥룡사 동백나무숲 거닐기

도선국사 천년의 숨결, 

그 긴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광양항 해양공원에서 달콤한 커피 한잔

포토존에서 이순신대교와 함께 인생샷 도전

산장에서 즐기는 닭숯불구이

느랭이골자연휴양림 별빛축제로
광양의 밤 즐기기

숲속의 글램핑 체험하며 힐링타임

매화마을에서 꽃길 따라, 물길 따라 거닐기

광양매화문화관, 청매실농원 둘러보기

사진속의 매화마을 포토존 찾아 인증샷!

도선국사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 

참여하며 일정 종료

두부, 강정, 보리떡 만들기 등 

취향 따라 함께하는 체험

2min 35min

8min

25min

14min



광양 더보기

모범음식점

남도음식명가

도민안심식당

최우수숙박업소

캠핑장

교통정보

취향 따라 테마별 추천 코스

반나절 오감만족! 체험과 쇼핑을 동시에!

10min

맞은편

5min

6min

5min

1 2

4

5

3

6

호남권 최대 복합쇼핑몰, 
LF스퀘어에서 쇼핑

LF스퀘어 관광안내에서 여행자료 받기

광양와인동굴에서 세계 각국 와인 맛보기

착시현상을 이용한 

트릭아트 구간에서 사진 촬영

광양역사문화관, 장도전수교육관 둘러보기

광양의 역사를 한 눈에! 

장도의 역사, 제조방법을 익혀보자

유당공원 산책하기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랑 함께 인증샷

서천변 무지개분수쇼 보며 일정 마무리

사전에 신청한 문구가 분수쇼에 

나오는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자

불고기특화거리 들려
광양 대표음식 불고기 맛보기

서천변 따라 공원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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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주소 대표음식 전화번호

한마당숯불생고기 광양시 중마용소6길 7-6 숯불고기 061-791-6688

원조고가네대구탕,

찜해물찜전문
광양시 오류로 114 찜요리 061-795-7175

꽃마름 광양중동점 광양시 중마로 560 샤브샤브 061-793-4955

매화향 광양시 중마로 562 퓨전한식 061-793-3606

돼지여사 광양시 발섬2길8(중동) 삼겹살 061-795-5622

옛고을그향기 광양시 발섬4길 17-6 연잎쌈밥 061-791-5134

만푸장횟집 광양시 발섬6길 36 생선회 061-793-3181

예슬가마솥국밥 광양시 눈소로 55 국밥 061-794-5959

고깃집진가 광양시 눈소로 68(마동) 숯불구이 061-791-4590

오복미역 광양점 광양시 눈소5길 55-14 미역국 061-793-5026

전주현대옥(광양점) 광양시 길호4길 9 숯불고기 061-793-1102

힘센장어타운 광양시 항만13로 7-6 장어구이 061-795-3256

생선공방 광양시 항만13로 7-8 연어요리 061-791-1088

화스시 광양시 항만13로 23-1 생선회, 초밥 061-795-7979

화가 광양시 항만13로 39 스테이크
0507-1314-

8193

샤브마니아광양점 광양시 항만9로 141 샤브샤브 061-792-9938

만리장성 광양시 광영로 28 코스요리 061-791-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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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유통㈜

섬진강(부산)휴게소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141 김치찌개 061-772-7986

(2021년 말 기준)

모범음식점

업소명 주소 대표음식 전화번호

쉐프의 부대찌개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35

(1층중 1층일부)
부대찌개 061-761-4520

백운뜰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877 숯불고기 061-763-9292

제주식당 광양읍 서북2길98 염소탕 061-763-0692

황금도끼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10 초밥(생선회류) 061-76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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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한우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46 숯불고기 061-762-9178

대갓집 광양시 광양읍 서천2길 27 돼지고기 061-761-0039

파라솔장어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55 장어구이 061-762-9222

지곡산장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59 닭숯불구이 061-763-3335

풍천장어1번지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195 장어구이 061-763-7799

장성금생초국밥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1 생초국밥 061-763-3875

모은정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23 재첩회, 서대회 061-763-0664

삼대광양불고기집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52 숯불고기 061-762-9250

소낭구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40 닭숯불구이 061-762-5676

유한회사 시내식당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38 숯불고기 061-763-0360

차도리가든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337 닭숯불구이 061-762-3065

영일관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5길 76 한정식 061-791-2231

대복삼계탕 광양시 시청로 82 삼계탕 061-793-9999

바우네나주곰탕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2(중동) 한식 061-791-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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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들녘식당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80 010-2481-4058

BHC치킨 광양중마점 광양시 길호1길 4 061-795-9582

명륜진사갈비 덕례점 광양시 광양읍 예구길 11 061-762-2880

원할머니보쌈족발 광양중마정 광양시 중마중앙로 5 061-792-5355

학운정 광양시 발섬4길 17-12 061-794-5678

광양불고기 금정 광양시 시청로 27 061-792-3000

송인정 광양시 사동로 211 061-793-5288

참일능이버섯백숙 광양시 발섬길 30 061-791-1117

ok목장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32 061-763-9992

광양대구볼테기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5 061-761-2882

은성면옥 광양시 길호4길 10 061-794-1245

삼대전주옥 전주콩나물해장국 광양시 길호1길 11 061-791-2888

정원 광양시 광장로 148-9 061-791-9935

명륜진사갈비 중동점 광양시 눈소로 16 061-791-8319

범표곱창 광양시 길호길 33 061-792-3330

고깃집진가 광양시 눈소로 68 061-791-4590

옛고을그향기 광양시 발섬4길 17-6 061-791-5134

돼지여사 광양시 발섬2길 8 061-795-5622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바우네나주곰탕 광양시 행정2길 2 061-791-0791

제주식당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98 061-763-0692

얌샘김밥 광양읍점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43-1 061-762-3378

바른치킨 칠성리점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108 061-761-5851

60계치킨 광양읍점 광양시 광양읍 서평10길 21 061-761-6066

김형제고기의철학 광양점 광양시 길호1길 5 061-761-6066

쉐프의부대찌개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35 061-761-4520

본죽 광양시 길호1길 1 061-792-6288

네네치킨 광양점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67 061-761-4492

두끼떡볶이 광양LF아울렛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893

국수나무 광양시 금호로 26 061-795-9442

김채원감자탕 광양시 금호로 26 061-791-8801

오미정 광양시 광양읍 와룡1길 10 061-763-5292

BHC치킨 용강점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21 061-761-5424

교촌치킨 중마2호점 광양시 광장로 149-1 061-795-9963

BHC치킨 중마2호점 광양시 진등3길 6 061-793-9993

BHC치킨 광양덕례점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6 061-762-6560

교촌치킨 광양읍2호점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75 061-795-1991

스쿨푸드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03

삼형제장어마트 광양시 동광2길 22 061 -792 -7792

손문대구막창갈매기살 광양시 사동로 69-1 0507-1418-3828

두성유통(주)섬진강 (순천)휴게소 광양시 진월면 신답길 24-14 061-772-7986

두성유통(주)섬진강 (부산)휴게소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141 061-772-7986

예슬가마솥국밥 광양시 눈소로 55 061-794-5959

오복미역광양점 광양시 눈소5길 55-14 061-793-5026

꽃마름광양중동점 광양시 중마로 560 061-793-4955

만푸장횟집 광양시 발섬6길 36 061-793-3181

유한회사 시내식당 광양시 서천1길 38 광양불고기 061-763-0360

차도리가든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337 닭숯불구이 061-762-3065

삼대광양불고기집 광양시 서천1길 52 광양불고기 061-762-9250

파라솔장어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55 장어구이 061-762-9222

매실한우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46 광양불고기 061-762-9178

백운뜰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877 광양불고기 061-763-9292

모은정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23 서대회 061-763-0664

지곡산장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59 닭숯불구이 061-761-3335

소낭구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40 닭숯불구이 061-762-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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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말 기준)

(2021년 말 기준)

남도음식명가

도민안심식당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도시농부덕례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04

서래마을서래식당 광양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16

북촌손만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15

육첩반상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12

선굼터 광양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10

용우동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22

미듬가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763-6564

아비꼬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33

종로할머니칼국수 광양LF스퀘어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28

JVL 부대찌개 LF스퀘어광양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23

벌교 밥집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15

서울깍두기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14

스시오블랙컨테이너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09

구슬함박(LF스퀘어광양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07

원조고가네대구탕, 찜전문 광양시 오류로 114 061-795-7175

단물곤물 광양점 광양시 길호3길 14 061-795-0470

매화향 광양시 중마로 562 061-793-3606

조선옥숯불갈비 광양시 광영로 22 061-792-8558

삼대광양불고기집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52 061-763-9250

설담가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66 061-763-8884

풍천장어1번지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195 061-763-7799

장성금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1 061-763-3875

유한회사 시내식당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38 061-763-0360

매실한우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46 061-762-9178

금목서 광양불고기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199 061-761-3300

진주명가 광양시 광양읍 서북3길 38 061-761-0601

용우동(광양점)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35 0507-1364-5543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장가네항아리수제비 광양시 발섬2길 18 061-794-3579

전주현대옥(광양점) 광양시 길호4길 9 061-793-1102

바다양푼이동태탕(중마점)  광양시 항만9로 142 061-792-0016

샤브마니아광양점 광양시 항만9로 141 061-792-9938

생선공방  광양시 항만13로 7-8 0507-1404-1088

힘센장어타운 광양시 항만13로 7-6 061-795-3256

화가 광양시 항만13로 39 061-791-8193

화스시 광양시 항만13로 23-1 061-795-7979

대복삼계탕 광양시 시청로 82 061-793-9999

한마당생고기 광양시 중마용소6길 7-6 061-791-6688

서리서리멸치국수전문점 광양점 광양시 사동로 179 0507-1492-3232

백운뜰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877 061-763-9292

코코샤브(광양LF스퀘어내)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835

하코야광양 엘에프스퀘어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883

황금도끼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10 061-761-1778

풍경있는공간 광양시 광양읍 와룡3길 13-9 061-913-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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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낭구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40 061-762-5676

대갓집 광양시 광양읍 서천2길 27 061-761-0039

지곡산장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59 061-761-3335

모은정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23 061-763-0664

파라솔장어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55 061-762-9222

차도리가든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337 061-762-3065

만리장성 광양시 광영로 28 061-791-0084

영일관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5길 76 061-791-2231

두성유통(주)섬진강 (부산)휴게소 우동코너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141 061-772-7986

북경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061-815-4900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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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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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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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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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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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모텔  광양읍 성북길 57-1 061-761-2410

(2020년 말 기준)

 우수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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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백운산자연휴양림 옥룡면 백계로 337 061-797-3910

느랭이골자연휴양림 다압면 신원리 산 125 061-772-8611

진틀펜션캠핑장 옥룡면 동곡리 973-2 010-2435-0960

섬진강별빛야영장 진월면 사평1길 23 061-772-5002

봉강하조오토캠핑장 봉강면 성불로 1097 010-9189-5699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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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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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양 간

4시간

여수공항~광양 간

30분

서울~광양 간

2시간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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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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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보

여수

진주
광양

대구

강릉

원주

서울

인천

대전

완주
전주

고흥

순천

광주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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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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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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