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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수세계박람회장
2012. 5. 12 ~ 8. 12(93일간)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여 총 관람객 820만명이 다녀간 곳이다. 현
재 빅오, 스카이타워전망대, 기념관, 엑스포디지털갤러리,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전시/체험시설이 있다.
1577-2012
여수시 박람회길 1(덕충동)

2여수스카이타워 전망대
월드 기네스에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소리, 뱃고동 음색의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감상하면서 높이 67m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남해안
과 박람회장의 드넓은 조망 및 가슴이 뻥 뚫리는 짜릿함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061)659-2065
여수시 박람회길 1(덕충동)

3여수해양레일바이크
왕복 3.5Km에 이르는 탁트인 해안 철길 위에 설치되었으며, 터널구간 및 전구간 해안가 코스로 이용객들의 눈가지 즐거운 체험장소
　 　
061)652-7882
여수시 망양로 187(만흥동)

4충민사
여수 마래산 기슭에 자리한 충민사는 충무공 사액사당 제1호로, 통영 충렬사보다 62년, 아산 현충사보다 103년 먼저 지어졌다. 이순신
이 전사한 3년 뒤인 1601년, 영의정 오성 부원군 이항복이 왕명을 받고, 통제사 이시언이 건립한 이곳은 이순신 장군을 주향으로 하며,
의민공 이억기, 충현공 안흥국을 함께 모시고 있다. 1993년 사적 제381호로 지정되었다
061)659-4758
여수시 충민사길 52-23(덕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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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석천사
마래산(���) 중턱 충민사 서쪽에 위치한 석천사는 이충무공과 연관이 깊은 사찰이다. 정유재란이 끝난 3년 후(1600) 임란을 슬기롭
게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는 옥형 스님과 자운 스님이 충무공의 전선을 함께 타고 전쟁에 종군한 승장으로서 이충무공의
인격과 충절을 잊을 수 없어 충민사 곁에 공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암자를 건립하였다
061)662-1607
충민사길 52-21(덕충동,석천사)

6만성리해수욕장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남쪽으로 해송(��)과 해안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마래산을 뚫은 마래터널 근처의 층암절벽은
절경을 이룬다. 해변의 길이가 약 540ｍ, 폭 25ｍ정도로 아담하고 평균 수온이 25℃로 따뜻하다. 백사장이 검은 모래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여수시 만성리길 30선상(만흥동)

7모사금 해수욕장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고운 모래사장과 갯돌밭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한적하여
휴가철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많이 찾으며, 사계절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터와 청소년들의 수련장으로도 활용된다
　
여수시 오천동 908-11지선(오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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