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섭 납해 주요 관광지 얀배 

름을비단금爛이라III꿔부력|하였다.맴승찌없회 

F검:1=헤뀔i권띤톨 
금샌해발705m운효펙해상국립공원 
Lij의유일한신익공원므로겼경이있므 

며온갖전설을담은기암괴석이금강산 
을뻐{ 짧LLI하여 소금앙혹은 냄 
금강이라불린다고려말태조O녕겨씨 
Of곳금f뻐써 백일7도를한뒤 조선을 
건국해|되어보븐혼때는뜻으로산01 

또한신라t뭔왕때원효대싸셔|웠다논보리암은금샌 기암절벽 영웹IXf2.1잡고있는우리L빠3 
대관읍기돼중융뻐|다 

@ 금산 등산로 입구 댐군상주면 댐대로 918-13 π 055-860공800) 
@ 복곡뾰쇄11작|징) ; 밟R굽이동면 보리암로2때π 0또-86마5800) 

o 램H문삼동면 독일로92 π 05!도860-3540) 

·u원벼턴꾀버~ 
“때빼|션정한한쾌뻐꼭 

71헥야할곳3위’ 

드매|브 코스로 각광받는 남면 해안 
관광도로 최님맨의 가천 다랭이마을 
은 푸른 바다를 접한 산벼틸을 일군 
좁고 긴 계단 형태의 다랑이논(명승 
제15.획이 있는 마을로 섬 특유의 정 

顧醫빼 
60~70년대 경제발전에 헌신한 독일 
교포들의 정착촌으로 of을의 보든 주 
택이 독일식으로 지어져 미국적 풍경 
을 xlO배고 있으며 탬뻐독전시관 
에서는 표묶광부·죠렐써 삶의 혼적 
을느낄수있다 

l톨l!JI미|뽑혹l 
독일마을 옆에 위치한 원예예술촌은 
꽃과 나무들 소재로 한 테마 관광지 
로 of름답고 개성적인 21개소의 주 
택과정원이 니라별 이미지와 터|마를 
살려조성되어있다 

F휠{댐퍼낸웹탠렐l 

l짧웰훌멜l 
2천여 그팩 방홍림으로 조성된 울 
창한 수림01 초승달 모뿔 그러며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숲과 어 
우러진 몽돌해안은 남해 바다의 정 
취가 물씬 풍기는 독특함을 자랑한 

다(천연기념물제150회 요트학교는 천혀|익 X땐환경을 버i탕으로 대한요트협회의 인증을 받은전 
운요트교육기관이다 

@ 밟많건리 방조어부림 . 님빼군삼동연 동부대로1떠0번길 59 
@ 댐군요트학교 : 댐군삼동면 동빼로1030번길 42-26 (T.0또-867-2떼 

_11 f1.• 

톨E합콰1센j꾀임l 

님때메서 가장 빼어난 풍경을 가진 
해수욕장으로빽시장 길이 1.5k따 폭 
120m) 부채꼴 모양의 해안 백사장， 
눈앞메 펼쳐진 작은 섬들은 바다를 
호수 모양E로 감싸고 있므며 파도가 
잔ξ녕f고 수온이 띠뜻하여 가족단위 
의피서지로일품이다 

톨활텔별i콰l 
상주은모래비치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송정솔바료폐변은 
특색 있는 남국의 정취를 지닌 환경적 
으로 완벽한 해수욕장이다 부드러운 
액시장과 송림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연경표삐 수려하다 

o 해문 미조면 미솔로.483번킬 4-69 π 055-860-3374) 

역A띤|현장이다; 

o 뱀굽고현면 뱀대로 3829 (T. 0:딸860~뾰8에 

_.:'c' I "'I~- )，1'T' ••• ___" ‘__, ........... -.’l 는관~낼갖.SJ\l • 
• 111단죄F즈~.~. 

O싼뺀뿔은충무공빠신장뭔| 
노링빼머써왜구의활뻐|맞아순국 
~I신 후 혐”가처음육지에 내려진곳 
으로빠신장군01순국핸성지이자 

I 뜰點섬 l 
(서포 김E품선생 유허!I 

노도에서 바라보는 금산의 절경과 앵 
강만의 용광 못지없| 구운몽과 사씨 
남정기의 작가서포 김E뽕선생이 % 
셰의 일기로 유형의 삶을 마감했던 곳 
으로 유명하다 서포문학관， 작가창작 

실 야외전시장등을조성하고있다 빽련마을에서 노토룰운행하는도선 이용) 

잉 댐군상주면 노도길 저-34 π 055-860-863히 

잉 님빼군냄옵님해대로 낀~5π.05도860-888잉 

o 밝뻐이동면 램H대로2씨2 π.0댔-864구625) 

현재 망운시로부르고있다 

톨괜} ifUi뽑월톨 
국내 최초 및최대 큐옆| 유배문학관 
으로 유배와빼맴학에 관한종합잭 
인정보뚫을위한공맨|다주쩌|벌 
전시관을통해 유배 문빼| 대한체계 
적인 이해와 다양한체험전시， 학습프 

로그램을 통해 관림객이 흥띠를 느낄 
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믿침}투일|념셈닐↓~ I탁캘 
국내외에서 발간된 공연 랜 자짧 
세계 각국의 탈이 전시되어 있고실험 
극행|서는주말에 수시로 공연과영 
상상영이 맴쩌진다 해 섬어린이 
공연예술져1(5월)와 남해섬공연예술 
제(H월)가개최된다. 

믿웹꽤휠띄U활웹I 

해발 786m의 망앞은 남혜에서 가 
장 높은 산으로 5월에는 철쭉이 정상 
에 가득 피어 많은 달!객이 찾고 있 
다 충무공 이순신장군과함깨 임진왜 
란 때 순국한징병들의 영혼을모시고 
쩌|샤를 지냈던 호국 사칠이다 망운사 
는 고려 진각국사혜심이 창건한 밍운 
g애12007년 독립된 시칠로 인정되어 

@ 화방사 ’ 남해군 고현면 회병샤길 128핍 π.0또-863-5011) 
@ 망운사 는빼문 남해읍 남서대로2240번길 708 π 0또-863-309히 

톨휩짧뭔필톨 
남해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 
구산(해발 622m)은 호랑이가 누워 
있는모습이며 댐에서 7땀크고오 
래된 절인 용문A까 자리 잡고 있다. 
신라 원효대사가금산을 잦에}와셰웠 
다는 보광시를 1660년 이곳에 이건 
하였다 

잉 용문사 님꽤문 이동면 용문Àf킬 166-11 π'. 05.5-862-4425) 

@ 댐문삼동연 금암로닮8π 1588-325이 

흩해괜뻐심꾀E펀펀l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1960년대에 
조림된 편백 및 삼나무틀이 울칭벤 
숲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경관이 수려 
하여 산림옥휴식꽁f으로 힐링을 즐 
킬수 있는획적의 장소이다. 

@ 댐군삼동면 동부대로 995 π 055-867애1706) 

l펌탐렘魔훌. 
은점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 
에 위치한해오릅예술촌은 옛 추억을 
팀은 전시장과 다양한분야의 주제전 
이 열리는 갤러리， 작가들의 작업 곰 
간， 전통문화체험공방， 가족 나틀이 
장소로꾸며져있다 

댐디운뼈가한눈에내려다보0는남 
해빼뽑쩌써는앓O깨며콸|와 
귀여운앙그러고다잉한동물들과교감 
을 나돼 행복한항171의 하루들즐킬 
수있다 ‘3 뱀앙떼목장앙모리학교 . 램군설천면 설천로재번길 256뀌(T. 055-862-8933) 

@ 댐상없뼈|목장편백슐 : 뱀군설천면 설천로.775번길 364 (T. 055-862-5300) 
잉 빼양떼목장뼈르뜨언덕 ’ 빼군삼통면 금앙로1껴-45 (T. 이0-85π'-22뼈) 

o 해군이동맨|국{빨길 6 (T. 05!도860-361에 

o 댐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44-1 π 0또-862-!또57) 

l-..ut꾀뜯톨l 
쩨미한인교포들이 댐군에 보금자 
리를 옮겨 제2의 고향으로 터전을잡 
고 있논 곳이다 미국형 전통 건축양 
식인 고급 민박형 엔션과전원주거가 
결합된 주댁을 건립하여 특색 있는 
관많l프라를구축하고있다. 

톨괜{비터1뿜뻐j많톨 
폐쇄되어 방치됐던 구 평산보건진료 
소가 직뭔|술관으로 재탄생했다. 남 
해뻐ß길 작은미술관은 님뻐킬 1코스 
다랭이지갯길의 출발점에 위치해 트 
래킹을 시작하논 팀방객들이 잠시 머 
물렀다가는험터로활용되고있다 

lE핸톨웹~:빼 
총연장 3.4km어101르는 창선·삼천포 
대교는 햄 최초로 섬과섬을 연결하 
는교량으로 뱀 창선토와삼천포사 
이 3개의 섭을연결하는 5개의 교링QI 
다리박웰을 방불커| 핸 장관을연 
출를}는 세계적으로 보71 드문 관광명 
소이다. 

잉 창선관짧f내소 : 해문창선면 동밖H로2964번길 49-10 π 0웠67~23에 

o 냄군설천면 노량리 350 π 0돼-862-284이 

l톨괜빔촌잉톨l 
1598년 11월 19일 총무공 이순신 장 
군이 관음포메서 전샤한후시신을잠 
시 모셨던 자리에 사당인 충렬시를서| 
웠다 이순신 장군이 잠시 초빈되었던 
콧에 가묘를 조성했으며 우암 송시열 
이 짓고 송준길이 쓴 이충무곰묘비가 
셰워져 있다.μ|적 제233.회 

F힘1넘:~꾀훌를걷닙1삐 
댐뻐교는 길이 660m, 높0 1 80m의 
현수교로 1973년 개통된 지 40여 년 
이 지난지금도우리나E뻐|서 기장아 
릅댄 다리로 일컬머지고 있다 노량 
대교는 해대교를 대체힐 교량으로 
2018년 9월 13일에 개통되었다 길이 
논 남해대교보다 1.5배 긴 990m메 01 

르oj 놀이는 1뼈5m로써 최초로경사주탑과3채 케이블방식의 첨단기술이 적용되었다 

@ 노흥때교홍보관 : 경남하동문노뿜16경4 π 1588-3415) 

lE뭘뭘톨. 
비디와 어우러지는 18홀 코스의 골프 
장온 지종해를 연상시키는 쪽빛 비다 
틀 배경으로 펼쳐지는 푸밝 그런의 
경관이 환상적이다 150객실 스위트 
룸 리조트와 20개의 그랜드 빌라는 
골프장과 바다를 버빠보는 포근한 휴 
식을저|곰힌다 

잉 혜군 남면 남서대물11껴번길 40까09 (T. O또-860-이0이 

잉 님폐군창선면 릉선로1돼5π 1644-0280) 

잉 님폐군남면빛담촌길 

ll캠휠l띠뱉S뚱뭘l 
2013년 12월에 오혼한 대한민국 최 
고의 리조트로 18흘의 콜프 라운딩도 
O뼈 뼈y10분 TEHJFF로 절정의 리 
O난식 해안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눈 
가까이 조망하면서 여유롭게 플레이 
할수있는힐링골프를구현하고있다 

l톨괜1뽑뜯톨l 
밤”군 남쪽 가친다램이마을 인근 
뼈뻐| 위치하고있는 남해빛담촌은 
빼i경관이샘한꽂이다 빛딩촌주변 

• .. 에몽돌해뺑해수욕장이있으며 응봉 
산등뾰와빼길이X틴다캘철바 

‘ 다일출과일몰이 01름다운곳으로수많 
써 은관웹이했t오는01을이다 

lm피괜i원페l 
나비생태공원의 냐비생태관은 나비 
의 묵양을 본 딴 거대한조형물로 나 
비의 알， 매벌러l 번떼기뿐 만 아니라 
배|의 우화산란 괴정 등을 생생하 
게 관찰할수 있다.또실외에는L버 1， 
곤충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비 사육실과 먹이식물 채 

배하우스등이 조성되어 있어 방밝들의 많은사랑을 받고있다 

@ 님때군삼동면 급암로562경π 0또-860-328낀 

톨똥캡뭘f꽉‘톨 
설활K해발때2m문 남면 선궈|써 
응밟M해발4피매을거쳐 오르는코 
씌남면홍현·챈어써오르는코스 
가있다.돔쪽멀는맹김만남쪽으로 
는망망빼를뻐뾰t뺑을즐길 
수 있머 각광받고 있으며， 인랜| 가 
천E뱀0 1댐이상룹과있다 

@ 가전관굉E뻐소 · 밝뻐 남면 남면로702 η. 05.5-863-3893) 

빨 
o 넘때문삼동면 죽방로 24π 0:55-86마8631) 

잉 남해군삼동면 글암로되9-4 π 010-7542-303씨 

o 님해문 이동면 남서대로 198-' (T. 0또-862-970에 

F힘}ι뱉j닫훌펀흰톨 
월시성01 그대로살아있는축빙렴은길 
이 10m 정돼 침니무로된 말목을 갯 
벌에빅아]째|어| 대나끓주럼처럼 
엮어 만든 어업 도구이다 물의 조류가 
활{오는 빙향을헬~V자형으로 벌려 
고기틀잡는죽뱀은 님때 I혜협에 
ì3ìμ가냄f있다맴승져m회 

li섬웰꾀짧톨 
a뺨흔빼|술관은 삼동연 니빠저휴| 
언덕 위에 위치한ÀI립미술관으로 평 
면미웰과쯤치범미술관으로운영 
되며 기부카메와01트삽개인 및E벼| 
미술체힘을이용할수있다 

l흩웰빨톨. 
며|교를 교육문화시설로 탈바꿈한 공 
간으로전시회 공연기획， 11 1솔교원경 
남 재능기부기관)등의 문호냄간으로 
활용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