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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목포火여수水순천木나주金광양

만성리해수욕장만흥동에 있으며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배경지다 국내에서유일한검은모래로도유

명하다 모래찜질을하면신경통등에효과가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접근로도 4차선으로확포장됐다

방죽포해수욕장돌산읍 죽포리에 있다 소나무 숲

이 울창하며 입자가 고운 모래로 1970년대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길이 150미터 폭 30미터로 아담한 규모의

해수욕장이지만수심과경사도가낮아여수시민이나가족

단위이용객이많이찾는다

사도해수욕장여수항에서 서남쪽으로 27km 화양

면남쪽해안에서 5km거리에있는화정면낭도리에있다

모래가곱고바닷물이맑으며주위경관이수려하다 물이

빠지면낙지해삼개불고동등갯것을줍는재미도있다

낭도해수욕장경사가완만하고맑은물을자랑하는

해수욕장으로 사도해수욕장과 마주 보이는 곳에 있다 오

염되지 않은 깨끗한 해변과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의 맑은

바다가일품이다 파도가거의없고모래가부드러워남녀

노소물놀이장소로적합하다

손죽해수욕장거문도에서 40km 떨어진 섬인 손죽

도에 있다 길이 1km 면적 3400의 소규모 해수욕장이

며 찾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덕분에 한적한 피서를 즐

기기에제격이다 곳곳에갯바위낚시터가있으며 주변민

박시설도있다

대동해수욕장여수에서 남서쪽 해상으로 77km 거

문도에서북쪽해상으로 18km 떨어진섬인초도의북서쪽

대동마을에자리잡고있다 원래지역주민만이용하던곳

으로 최근초도를찾는관광객이많아지면서유명세를치

르고있다 편의시설도제대로들어서있다

정강해수욕장초도에있는또다른해수욕장으로규

모는 작지만 고운 모래와 소나무 소사나무 대나무 등이

어우러져멋진풍경을선사한다 갯바위가주변에많고 소

라와 고동 거북손 등을 풍부하게 채취할 수 있어 아이들

체험학습장소겸가족피서지로적합하다

유림해수욕장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2시간을

가면거문도대표유림해수욕장을만날수있다 거문도해

수욕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때묻지 않은 원시적 자연환경

과맑은바닷물이일품이다 밤하늘에촘촘하게박힌별과

함께하는환상적인밤바다는덤이다

서도해수욕장거문도 서도에 있으며 수심이 얕고

모래가곱다 파도도잔잔하다 4000로모래사장은넓지

않지만모래입자가매우고운것이특징이다 수온이적당

하고 물이 맑아 해수욕장으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

다

장등해수욕장화양면 장수리 장등마을에 있으며

탁트인다도해의광활한바다를조망할수있다 리조트와

펜션 각종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모래가 곱고 주변

경치도 수려하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어린이들이

놀기에제격이다

신덕해수욕장신덕동에있으며파도가잔잔하고수

심이얕은데다모래입자도곱다 백사장넓이는 3000로

낚시하기에좋은곳이다 조개류와고동 게 등도 많다 백

사장왼편에는기암절벽으로이뤄진섬과해변이있다

모사금해수욕장오천동모사금마을에있다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모래사장과 갯돌밭이

어우러져있다 주변경관이아름답고한적해휴가철가족

단위의피서객이많이찾는다 사계절바다낚시를즐길수

있는낚시터와청소년수련장도있다

무슬목해수욕장돌산 평사리에 있는 해변유원지로

폭이 100m 밖에되지않는다 임진왜란때이순신 장군의

전승지로알려져있다향일암용월사와함께돌산의유명

한해돋이장소다 해송숲과아기자기한몽돌로이뤄진몽

돌밭이 700여m에걸쳐펼쳐져있다

안도해수욕장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금오

도 동남쪽 안도에 있다 바닷물이 맑고 모래찜질 장소로

제격이다 해변이아늑하고경관이수려해매년많은피서

객이 찾는다 인근 바닷가에서 계절 낚시를 즐길 수 있고

동고지해수욕장과도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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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절정기다푹푹찌는무더위에열대야까지뜨겁고도

시원한해수욕장이그립다

대한민국을대표하는해양관광도시여수로여름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 내 14개 해수욕장은본격적인휴

가철을맞아연일관광객들의발길이끊이지않고있다

이에따라여수시는지난달만성리해수욕장을시작으로여수지

역14개해수욕장이일제히개장하고관광객맞이에나서고있다

다도해 365개의아기자기한섬으로둘러싸인여수는가막만의

완만한모래사장과잔잔한파도등천혜의자연조건을갖추고있

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다 특히 해안가 섬 어귀

발길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해수욕장은 마치 외국 유명 해양관

광지에온듯한착각이들정도다

여수가보유한주요해수욕장을소개한다

마음껏 즐겨라

낮엔Hot하게

밤엔Cool하게

만성리 여수밤바다배경지낭만만끽

사 도 물빠지면해삼고동줍는재미

낭 도 깨끗한해변투명한바다일품

유 림 밤하늘촘촘한별과함께힐링

안 도 해수욕에낚시까지일석이조

남해안지상낙원여수해수욕장으로여름피서떠나요 유림해수욕장

만성리해수욕장

장등해수욕장

모사금해수욕장

방죽포해수욕장

사도해수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