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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관광지
할 인 내 역(원)

당 초 금 액 할 인 금 액
비　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스카이 플라이
여수 해양레일바이크

순천만 정원ㅣ자연생태공원

순천 낙안읍성

담양 소쇄원

담양 죽녹원

담양 메타세콰이아길

곡성기차마을

곡성도림사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보성 녹차밭(대한다원)

해남 땅끝마을 전망대

영암 KIC 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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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엑스포장

도  착   18:30 관람시간   2:10

ㅣ순천만 자연생태공원ㅣ
크고 작은 섬과 주변의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경관이 아름다운 순천만은 39.8km의 해안선에

둘러싸인 21.6㎢의 갯벌, 5.4㎢의 갈대밭 

등 27㎢의 하구 염습지와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짱뚱어와 철새의 서식지이다.

저녁

도  착   14:00 관람시간   2:00

ㅣ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ㅣ
장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억불산에 위치해

있으며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내뿜는 4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이 들어차 있다. 

목재문화체험관, 전통한옥 등 건축체험장, 

목공예체험장, 치유의 숲 체험장, 산야초 시험

포지 등을 갖추고 있다.

도  착   16:10 관람시간   1:30

ㅣ장흥 토요시장ㅣ
주5일 근무제에 맞춰 국내 최초로 매주

토요일 10시에 열리는 토요풍물시장은 먹을

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풍부한 

가족형 테마여행 코스다.

저녁

도  착   13:40 관람시간   1:00

ㅣ장흥 토요시장ㅣ
주5일 근무제에 맞춰 국내 최초로 매주

토요일 10시에 열리는 토요풍물시장은 먹을

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풍부한 

가족형 테마여행 코스다.

도  착   15:10 관람시간   1:00

ㅣ보성 녹차밭 ㅣ
보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CF, 드라마 등을

통해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갈 때마다 

가슴을 시원히 열어주는 곳이다. 잘 다듬어진 

녹차나무가 마치 녹색의 카펫을 깔아 놓은 

듯 하다.

도  착   17:00 관람시간   1:00

ㅣ낙안읍성ㅣ
조선시대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여 영화,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으로 280여

동의 초가집에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짚풀공예, 천연염색, 대장간 체험, 한지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운행 : 매일(단, 월요일 휴무)

도  착   11:40 관람시간   1:30

점심ㅣ태백산맥문학관ㅣ
4년여 준비기간과 6년의 집필기간으로 완결한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의 육필원고와

집필과정을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다. 

태백산맥 문학관은 건축가 김원 씨의 자연스럽고

절제된 건축 양식으로 탄생되었다.

순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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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지를 "광주/순천/목포" 선택 후 도착지를 "순환버스(코스명)" 선택

● 터미널 매표창구 : 광주유스퀘어, 순천터미널, 목포터미널
● 기차 여행센터 : 광주역, 송정역, 순천역, 목포역

콜센터 : 062-360-8502

e
On-Line

purchasing office

www.bustago.or.kr

www.korail.com

www.hanatour.com
도  착   9:15 관람시간   2:00

ㅣ순천만정원ㅣ
총 440만명이 다녀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순천만 정원으로 4월 20일부터 재개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수목원 구역, 습지센터 구역,

세계정원 구역, 습지 구역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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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할인 관광지, 음식점 정보는 ‘남도여행길잡이’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본 상품에 경유관광지 입장료 및 식사비용, 여행자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주간(9월25일~10월5일까지) 모든 노선이 매일 운행 합니다.
버스 내 금연, 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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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여수 엑스포장

도  착   13:25 관람시간   2:45

ㅣ여수 오동도ㅣ
섬 일대에 유달리 오동나무가 많아 오동도로
불리웠다는 오동도는 1968년12월 31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동백꽃
뿐만 아니라 418종의 아열대 식물의 자생 
군락지 로 알려져 있다.

도  착   16:55 관람시간   0:20

기념촬영ㅣ이순신대교ㅣ
이순신 대교는 임진왜란 당시 주요 해전 중
하나였던 노량해전이 펼쳐진 여수 묘도와
광양 금호동 사이의 바다 위에 건립되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2천260m에 이르며, 
기념사진 촬영 명소이다.

ㅣ목포 갓바위공원ㅣ
목포 팔경의 하나로 두 사람이 나란히 삿갓을
쓰고 있는 갓바위는 인위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고 오랜 세월 자연적인 과정에서 빚어진 풍화혈
(風化穴) 상태의 자연 조작품이다. 해상보행교가
설치되어 바다 위에서 갓바위를 조망할 수 있다. 

도  착   12:20 관람시간   1:00

점심ㅣ이순신광장ㅣ
진남관이 위치한 중앙동 일원에 역사·문화광장, 
상징 조형물, 야간조명시설 등이 조성됐다. 
바다로 향하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보도 
육교와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도 갖췄다.

선택
관광

도  착   9:40 관람시간   2:00

ㅣ순천만정원·자연생태공원ㅣ
순천만 정원은 4월 20일부터 재개장하였다.
수목원 구역, 습지센터 구역, 세계정원 구역,
습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만은 
21.6㎢의 갯벌, 5.4㎢의 갈대밭이 있으며 
짱뚱어와 철새의 서식지이다.

ㅣ장흥 토요시장ㅣ
주5일 근무제에 맞춰 국내 최초로 매주
토요일 10시에 열리는 토요풍물시장은 먹을
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풍부한 
가족형 테마여행 코스다.

도  착   16:35 관람시간   1:00

ㅣ국립나주박물관ㅣ
영산강 유역에 남아 있는 고고자료를 보존
하고 전시하며 호남지역 발굴매장 문화재에 
대한 광역수장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나주박물관은 도심이 아닌 전원
속에 자리 잡은 자연 속의 박물관이다.

도  착   8:55 관람시간   0:50

ㅣ다산초당ㅣ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천주교에 물든 죄인이라는 
죄명으로 강진으로 유배를 와서 18년의 유배생활 
중 10여 년을 보냈던 곳이다. 유배생활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권에 
달하는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하였던 곳이다.

도  착   14:55 관람시간   1:10

ㅣ영랑생가 시문학관ㅣ
1985년 강진군에서 매입하여 복원한 영랑생가
에는 시의 소재가 되었던 샘, 동백나무,장독대, 
감나무 등이 남아 있으며 모란이 많이 심어져 
있으며, ‘북의 소월 남의 영랑’이라 칭송되었던 
영랑의 시혼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도  착   10:25 관람시간   0:40

도  착   10:05 관람시간   0:30

ㅣ소쇄원ㅣ
‘맑고 깨끗하다’는 뜻을 가진 소쇄원은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능주로 유배된 후 사약을 받음에
제자였던 처사 양산보가 벼슬에 대한 꿈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고향에 지은
별서정원이다.

도  착   14:25 관람시간   1:30

ㅣ해남땅끝마을ㅣ
해남 땅끝 일대에는 땅끝탑, 땅끝송호해변,
사구미해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조각
공원, 모노레일카 등이 조성되어 있다. 땅끝에서
북평과 북일면을 잇는 해안도로도 전국 제일의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도  착   13:25 관람시간   0:30

ㅣ메타세콰이아길ㅣ
전국 제일의 가로수길로 설명되는 이 숲길은 
도로변을 터널처럼 장식하고 있어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마치 시원한 
숲속 동굴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영화 
<화려한 휴가> 등 드라마, CF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도  착   10:40 관람시간   0:30

ㅣ식영정ㅣ
송강 정철의 4대 가사 중 하나인 성산별곡이
탄생한 식영정은 주변경치가 아름다워 그림자도
쉬어 간다는 곳이다. 돌 계단을 하나, 둘 밟아
올라가다 보면 주변 경치에 푹 빠지게 된다.

도  착   11:30 관람시간   1:50

ㅣ죽녹원 ㅣ
관방제림과 영산강의 시원인 담양천을 끼고 
있는 향교의 왼편에 위치한 죽녹원은 부지 
303,228㎡에 산책로 및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분죽·  왕대 · 맹종죽 등 다양한 대나무를 
관람할 수 있다. 

도  착   11:45 관람시간   2:30

ㅣ해남 두륜산 케이블카ㅣ
한반도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높이 703m의
두륜산은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들이 숲을
이룬 산으로 억새밭이 무성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타면 서 · 남해안 곳곳의 
다도해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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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착   9:30 체험시간   1:30

ㅣ영암 KIC ㅣ
2010년부터 4년간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개최한 국제 공인 1등급 자동차 경주장 부지에
2012년 개장한 카트장은 총 1.222km로 카트
30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다.

카트장

선택관광

점심 점심

도  착   13:25 관람시간   2:45

선택관광:여수 오동도ㅣ여수 엑스포장ㅣ
820만 관람객이 다녀간 2012 여수세계
박람회장이 재개장했다. 수변공원 산책이 
가능하고,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하나뿐인 
멀티미디어 쇼 빅오를 다시 볼 수 있다.

도  착   16:45 관람시간   0:30

도  착   18:15 관람시간   0:30

ㅣ진도타워ㅣ
진도대교와 명량대첩의 울돌목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2013년 말 준공되어 지상 7층, 
높이 60m의 규모로 1층 진도군 홍보관, 2층 
역사관, 옛 사진관, 명량대첩 승전관, 3층 카페
테리아, 4층 다목적관, 7층에 전망대가 있다.

3 4 5 6

ㅣ장흥 토요시장ㅣ
주5일 근무제에 맞춰 국내 최초로 매주
토요일 10시에 열리는 토요풍물시장은 먹을
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풍부한 
가족형 테마여행 코스다.

도  착   11:45 관람시간   1:00

점심

도  착   14:40 관람시간   3:00

ㅣ곡성 기차마을 ·도림사ㅣ
곡성 기차마을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촬영
장소이며, 증기기관차가 전시되어 있으며, 레일
바이크도 즐길 수 있다. 도림사는 신라 무열왕
7년(660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는데, 도인이 
수없이 모여들었다 하여 도림사라 한다.

운행 : 주말(토, 일)

9:10 9:20

운행 : 주말(토, 일)

8:50 9:00

운행 : 매일(단, 월요일 휴무)

9:20 9:35

운행 : 주말(토, 일)

8:10 8:25

출발 출발 출발 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