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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벅수골
옛날부터 세워져 있던 벅수는 1970년대 초반 도로확장 공사로 매몰해 버렸고, 지금의 벅수는 1984년 5월에 여수청년회의소 회원들
이‘우리얼 찾기 운동’사업으로 복원하였으며, 벅수골의‘골’은 봉강동 서당산과 예암산 사이의 골짜기에서 나온 말로 벅수가 있는 골짜기
를 말한다.　　　
　
여수시 봉산동 9738번지 인근(3통11반)

2한산사
고려시대에는 보광사로 불리다가 조선시대 한산사로 개칭하였으며 조선 고종 17년(1880) 정집원(���)이 쓴「한산사중창서」에 의하
면“고려 명종 24년(1194)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팔각지붕 다포계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인 대웅전, 맞배
지붕의 다포계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칠성각 육모 지붕의 다포계 정자 용왕각, 요사채 2동, 범종각 등이 있다.　
061-642-6333
여수시 구봉산길 114

3돌게장 골목
2000년경 봉산동 268번지 일원으로 돌게장 식당이 형성되면서 방송과 메스컴에 여수의 명물 돌게로 만든 게장이 SBS 런닝맨, KBS
1박2일 등에 방송 홍보되면서 관광객들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현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서 관
광객이 찾는 필수 코스가 되었으며 봉산동에만 수십개 이상의 식당 및 판매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및 관광객 들의 입소문으로 여
수의 명물 게장 골목이 되었다.
　
여수시 봉산동 26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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