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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남도여행을즐기세요

광주전남지자체시티투어버스가남

도를누빈다 시티투어버스의장점은남

도의 명품 코스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

다는점이다 물론가격도저렴해가족

커플여행으로안성마춤이다

25일전남도에따르면도는광주를기

점으로 전남 23개 시군의 관광지 5

7개를 경유하는 광역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목

포여수순천나주광양고흥강진

해남등 8개시군이지역관광지를운행

하는 시티투어 19개 코스를 광주시도

시내주요관광지를연결하는순환형시

티투어를운행하고있다

남도한바퀴는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에맞게코스를개편화금요일매일2

개 코스 토일요일 각 9개 코스를 운행

하고있다 섬탐방코스로여수금오도

고흥 연홍도 거금도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코스 여름날 야경을 즐기는 야경

코스 1박2일 투어 등 다양한 여행의 묘

미를제공하고있다

남도한바퀴는올들어 7월23일까지총

484회를 운영해 1만5928명이 이용했다

1대당 평균 탐승인원은 329명으로 지

난해(217명)보다 11명늘어났다

가장인기있는곳은주말진도코스였

다 올들어 운행횟수 38회에 1553명이

이용 평균 탑승인원은 409명에 달했

다 이어신안다이아몬드(1494명) 여수

금오도(1485명) 해남완도(1425명) 강

진장흥(1260명) 순이었다

지자체 시티투어버스도 휴가철 특수

를대비하고있다

목포 시티투어는 주간과 야간 2개 코

스로 운행된다 주간코스는 유달산 삼

학도 갓바위 등 야경코스는 북항회센

터 빛의거리 춤추는바다분수등이다

여수 낭만버스는 6개 코스로 운영된

다 천장이개방된 2층버스가주간과야

간 코스로 운영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고 이외에도주요관광지를순회하는

2개 토요유적 야경코스가있다

순천 시티투어는 선암사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를 운행하

는선암사코스 송광사 낙안읍성 순천

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를운행하는 송

광사 코스 도심을 순회하는 도심순환

코스(1일 10회)로운영된다

광양 시티투어는 토요일에 무지개다

리 구봉산전망대 느랭이골별빛축제장

을경유하는야경투어코스가운행되고

나주는 토요일에 국립나주박물관 황포

돛배 불회사 천연염색박물관을 운행

한다

고흥시티투어는 토일요일 순천역을

출발해거금도김일기념체육관녹동항

등을경유하며 강진은토요일에마량놀

토시장청자판매장등을운행하는청자

코스와일요일에다산초당 가우도등을

운행하는다산코스가운영된다

해남 시티투어는 토요일에 고산윤선

도유적지 두륜산케이블 땅끝관광지

우수영관광지 우항리공룡화석지를 운

행한다

광주시도 매주 토 일요일 주요 관광

지를 1일 9회순환하는빛고을시티투어

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투어코스는 국

립518민주묘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등이다

최성진 전남도 관광과장은 시티 투

어버스 코스가 광주와 전남 구석구석을

둘러보는코스로운행되고있다며 올

여름휴가는광주전남에서문화관광해

설사가 안내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

해 알찬 휴가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운영 코스 운행일정 도착(경유) 이용요금(원) 탑승예약

광주광역시 순환형 토일(일9회 08:30) 광주송정역 3000 062) 2333399

전라남도 21개코스
화금(일1회 2개코스)

토일(일1회 9개코스)

유스퀘어

광주송정역

9900

(섬코스17900

25000)

062) 3608502

목포시

주간
화일

(일1회 09:3015:40)
목포역 5000 061) 2453088

야간
화토

(일1회 19:3022:40)

여수시

1코스

월일

(일1회10:3017:20)

※둘째주월요일휴무

여수

엑스포역

9000

061) 6920900

2코스
월금일

(일1회 09:3017:00)

유적코스 토(일1회 09:3016:45)

야경
월일

(일1회 19:3021:40)

2층버스

(주간)

월일(일7회 10:30)

※첫째셋째월요일휴무
5000

2층버스

(야간)

월일

(일1회 19:3022:00)

※첫째셋째월요일휴무

10000

순천시

선암사코스
수금일

(일1회 09:4019:00)

팔마체육관

15700

061) 7425200
송광사코스

화목토

(일1회 09:4019:00)
16500

도심순환 화일(일10회 09:00) 3000

나주시
코스1 토(일1회 09:3017:50)

※2개코스격주운행

유스퀘어

(나주역)
4000 062) 5267700

코스2

광양시 야경투어
토(일1회 15:2021:50)

※2017 8 26까지운행
순천역 3000 061) 7612000

고흥군 시티투어 토일(일1회 10:1018:30) 순천역 10000 061) 8305244

강진군
청자코스 토(일1회 09:2018:20)

광주송정역 9000 062) 3733322
다산코스 일(일1회 09:2018:20)

해남군
1코스 토(일1회 08:00 19:00)

※2개코스격주운행

유스퀘어

(광주송정역)
8000 061) 5737979

2코스

광주전남시티투어운영현황광주전남잇는 남도 한바퀴 휴가철맞아코스개편

저렴한비용명품 코스운행으로관광객들에게각광

남도여행을즐기려는관광객들이광

주 유스퀘어에서 남도 명품 코스를 운

행하는 남도한바퀴 순환버스에 탑승

하고있다 전남도제공

시티투어버스로

남도여행편하게즐겨요

정읍시가정읍복숭아홍보에공을들

이고있다

정읍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농

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정읍 복

숭아 시식 행사를 서울을 비롯 경기 고

양시와익산정읍등에서펼친다

정읍시는정읍로컬푸드매장과 하나로

마트매장(서울 창동점 고양시 삼송점

익산시본점 부안군본점 정읍시본점)

등 6개 판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정읍

복숭아를선보인다는계획이다

정읍에서는 67 농가가 57ha에 걸쳐

복숭아를생산하고있다

정읍기술센터도 정읍복숭아연구회에

친환경농자재와생력재배농자재등 1

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parkks@

달고 맛있는정읍복숭아드세요

농업기술센터 29일까지서울경기등서홍보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최근 영광

군의회에서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정

기회의를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6개 시군의

회의장등 12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지

방자치발전을위한공동협력방안등을

논의했다이들은특히 영산강 4단계사

업 조기완공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

택 국회와정부에전달키로했다

건의문은 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

대표 발의로 매년 가뭄으로 피해를 겪

고 있는 무안 신안 함평 영광 등 4개

지역논과밭 1만7000여ha의농경지에

영산강 물을 공급하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영산강 4단계 사

업의 경우 지난 2001년 착공 이후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4개

지역농민들의 가뭄피해가되풀이되고

있다고주장했다

/영광=김민석기자mskim@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완공촉구

시군의회정기회회의

120여명 만장일치채택

남원시의회가 24일 국회를 찾아 서남

대폐교반대와정상화를요청했다

서남대를 인수할 재정기여자로 서울

시립대와 삼육대가 추천됐지만 교육부

가두대학의재정기여계획에대한보완

을 요구하는 등 폐교 절차를 밟으려는

움직임이있다는판단에서다

남원시의원들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

장을 만나 사학비리로 고통받는 서남

대 정상화를 위해 국회 노력이 필요하

다고말했다

이들은 또유성엽국회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등을 찾아 인재양성의 역

할을해야하는만큼 전북도민과남원시

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남대 정상화가

이뤄져야한다는입장을전했다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이날부터 세종

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천막 릴레이시위

에들어갔다

남원백선기자bs8787@

서남대 정상화국회가나서야

남원시의회 대책 마련요청

교육부청사앞천막시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