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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수선소유적
여수시청에서 남쪽으로 약 600여m 떨어진 곳에 국가 사적 제 392호로 지정된 선소 유적지(여수시 시전동 708번지)가 있다.
1899-2012
전남 여수시 시전동708

2선소 마을 벅수
선소 마을에는 벅수가 6기, 계선주라 불리는 입석형의 선돌 1기가 있다. 그 중 마을 입구에 2기, 가장골이라 부르는 망마산 아래 밭 가운
데 2기가 마주 보고 있다.
1899-2012
전남 여수시 시전동708

3이순신공원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웅천 사업 지구 중앙에 이순신공원을 조성하였다. 2008년 12월 26일 공사가 시작되어.
2016년 6월 8일 준공되었으며, 공사 비용은 141억 원이 들었다. 이순신공원의 면적은 36만 6093㎡이다. 데크 산책길, 야외 무대, 장
미원 및 수생 식물원, 미로원, 어린이 조합 놀이대, 바닥 분수, 기념 상징물,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으
며 공원 정상부 바위산엔 봉화대와 산수 첨경원, 바위산 풍경원, 봉화 전망대, 성곽 등이 있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휴식 공간
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899-2012
여수시 신월로 168-1

4동화의거리
시전동 동화의거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낸 주민참여형 특화사업의 모범사례이다. 시전동과 시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시전3길 ~ 시전6길 일대에 동화의거리를 조성하여 어두운 골목과 담장을 꿈과 교훈이 살아 숨쉬
는 동화 학습장으로 탈바꿈하였다.
1899-2012
여수시 시전3길~시전6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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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전3길~시전6길 일원

5장도(예술의숲)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긴(�) 모양의 섬으로 본래는 무인도였으나 해방 후 웅천동에 사는 주민이 섬으로 이주해 오면서 사람이 사
는 유인도가 되었다. 웅천 천수공원의 예울마루에서 장도 섬까지 썰물 때에만 건널 수 있는 바닷길을 '노두'라 하였는데 지금은 양쪽 바
다를 막아 시멘트 바윗돌을 쌓은 방파제 길이 만들어져 있다. 예술의 섬으로 불리는 장도에는 다양한 조형물 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예술
가들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장도 전시관, 다도해 정원, 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있다.
1899-2012
여수시 예울마루로 83-47

6오충사
1847년(헌종 13)에 정재선이 세웠다. 선조인 정철(��)이 충무공 이순신을 따라 해전 중에 전사하자 국가에서 충절공이라는 시호를
내린 것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는데, 당초에는 가곡리에 건립하였다고 해서 가곡사(���)라 하였다. 그후에 충의공 정춘, 충숙공 정
린, 충정공 정대수 등 4위를 모셔 사충사(���)로 이름을 고쳤다. 1864년(고종 2)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해체되었다가 1921
년 이 지역 유림들이 현 위치에 복원하고 이순신을 주향으로 하여 오충신을 모심에 따라 이름을 오충사로 고쳤다. 그후 일제강점기인
1938년 무렵에 일부 철거되었다가 1962년 다시 복원하였다. 현재는 여수향교(전남문화재자료 124)와 이충무공 유적 영구보존회에서
음력 3월 16일과 9월 16일에 석제례를 올리고 있다.
1899-2012
여수시 웅천로 356

7이충무공 자당기거지
(이순신 어머니 사시던 곳) 임진왜란 중인 1592년부터 1597년까지 5년 동안 충무공 이순신의 어머니 변씨부인과 부인 방씨가 전란을
피하여 기거했던 곳이다. 현재 충무공의 모친이 사용하던 솥과 다듬잇돌, 절구통, 맷돌 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선소 병기의 인수
인계서인 반열책도 남아 있다.
1899-2012
여수시 웅천로 189

8웅천친수공원
도시민과 관광객이 청정해역인 가막만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웅천택지지구내 위치한 도시 근린공원이다.
청정해역인 가막만을 활용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여가 쉼터를 마련하고, 친수공간을 활용한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해변관광인프라 구
축을 위해서, 2010년 준공하였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공원의 이색적인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해수부에는 모래포설 및 목재데크시
설로 인공해변을 조성하였으며, 육지부는 송림, 산책로, 야영장, 화장실, 샤워실, 음수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친수공원은 여수시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관내 주요관광지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원 주변에 차량 39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
차장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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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1899-2012
여수시 예울마루로 37-26

9선소대교
여수 주요 도심 교통 분산을 위해 2018년 7월 착공한 웅천~소호 간 도로는 총 길이 1154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만들어졌으며, 2022
년 6월 20일에 임시개통되었다. 비대칭 곡선주탑 사장교인 '선소대교'가 총 550m, 진입도로가 604m, 총길이 1,154m에 달한다.
1899-2012
웅천동 ~ 소호동 사이 해상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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