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온해변 (와온공원)

화포해변(일출일몰 전망대)

송광사

선암사

고인돌공원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순천드라마촬영장

66번 순천대 ▶ 종합버스터미널 ▶ 순천역  ▶ 순천만습지

670번 순천드라마촬영장 ▶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순천만국가정원

100번 제일고 ▶ NC백화점 ▶ 팔마경기장 ▶ 순천만국가정원

101번 제일고 ▶ 순천대 ▶ 중앙시장 ▶ 청암대 ▶ 순천만국가정원

1번 팔마경기장 ▶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순천대 ▶ 서면 ▶ 승주읍 ▶ 선암사

16번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순천대 ▶ 서면 ▶ 승주읍 ▶ 선암사

63번 순천대 ▶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청암대 ▶ 낙안읍성 ▶ 송광사(복편)

111번 팔마경기장 ▶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순천대 ▶ 승주읍 ▶ 주암면 ▶ 송광사

77번 순천대 ▶ 종합버스터미널 ▶ 순천역 ▶ 이수중 ▶ 순천드라마촬영장

777번 청암대 ▶ 제일대 ▶ 남산중 ▶ 부영3차 ▶ 순천드라마촬영장

670번 순천만국가정원 ▶ 종합버스터미널 ▶ 순천역 ▶ 순천드라마촬영장

97번 제일고 ▶ 순천대 ▶ 중앙시장 ▶ 버스터미널 ▶ 순천역 ▶ 해룡면사무소 ▶ 와온

98번 제일고 ▶ 순천대 ▶ 중앙시장 ▶ 버스터미널 ▶ 순천역 ▶ 해룡면사무소 ▶ 와온

81번  제일고 ▶ 순천대 ▶ 중앙시장 ▶ 시청 ▶ 순천역 ▶ 버스터미널 ▶ 청암대 ▶ 효천고 ▶ 

 장산 ▶ 화포

82번 제일고 ▶ 순천대 ▶ 중앙시장 ▶ 시청 ▶ 순천역 ▶ 버스터미널 ▶ 청암대 ▶ 효천고 ▶ 

 별량중 ▶ 화포

16번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순천대 ▶ 승주읍 ▶ 낙안읍성

61번 순천대 ▶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청암대 ▶ 낙안읍성

63번 순천대 ▶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청암대 ▶ 낙안읍성 ▶ 고인돌공원

68번 팔마경기장 ▶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청암대 ▶ 낙안읍성

63번 순천대 ▶ 순천역 ▶ 종합버스터미널 ▶ 청암대 ▶ 낙안읍성 ▶ 송광면 ▶ 고인돌공원

▶ 종합버스터미널 ▶ 순천역 ▶ 청암대 ▶ 순천만습지

순천만 국가정원권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나눌터 팔마1길 4(연향동) 726-0536 도토리요리

순천복집
팔마2길 26,1~2층
(연향동)

724-8300 복요리

탐라일,한정식 팔마2길 48(연향동) 725-7787 일식

순천만외식1번가 덕월길 110 (덕월동) 746-3388 갈비

청해 한정식 순천만길 31(덕월동) 74 2-17 1 7 일식

지리산순한한우
명품관순천만점

순천만길 67(오천동) 751-3700 고기

청향당자연밥상 우석로 7(덕월동)  743-5445 한정식

미주농원 상사호길 120(덕월동) 744-5292 고기

재첩전문점
섬진강 愛재첩

팔마5길 74(연향동) 723-2939 재첩요리

진달래식당 백강로 18(연향동) 721-2350 뷔페

불난대구네 덕월길 8(덕월동) 751-7 7 74 대구찜

가곡동 외식공간 가곡3길 20(가곡동) 751-2300 장어구이

금빈회관 장명4길 8(장천동) 744-5553 백반

금성면옥 삼산로 15-1(석현동) 751-4054 냉면

남흥회관 장명2길 4(장천동) 744-9736 소고기

효동회관 장천2길 20-14(장천동) 745-5559 쇠고기

일품명가 중앙로 475(가곡동) 745-4018 소고기구이

다민정 둑실2길 47(조곡동) 752-3814 돼지고기

대원 장천2길 30-29(장천동) 744-3582 한정식

순천장어명가 장천2길 10(장천동) 741-2000 장어요리

정락회관 장천2길 7(장천동) 744-6369 영양솥밥

청정횟집 연자로 42(동외동) 755-2030 회

해강 장명4길 12(장천동) 742-8803 한정식,게장

명궁관 중앙2길 7(장천동) 741-2020 한정식

순광식당 중앙5길 31(장천동) 745-6331 산낙지비빔밥

순천보리밥뷔페 중앙로 305(가곡동) 752-3802 보리밥뷔페

참살이촌 원가곡길 34 (가곡동) 751-0101 생선구이

원할머니보쌈족발
박가부대찌개
용당점

삼산로 113 (용당동) 755-5353
보쌈,족발,
부대찌개

어우림㈜ 조비1길 7(석현동)  752-3480
홍삼오리
구절판

요리하는남자
(순천대점)

중앙로 238.3층(석현동) 811-0888 양식

봉화산장 자경3길 71 (조곡동) 743-2522 닭요리

전원가든 율전2길 65(조곡동) 743-1230 닭요리

다비다회관
장평안길 84, 1~2층
(남정동)

741-8292 고기

고향회식당 하풍동길 16(풍덕동) 742-9921 탕반류

싸목싸목 해파랑
하풍동길 21 (풍덕동, 오션
팰리스 101-103호)

742-3939 한정식

통뼈연가 하풍동길 27(풍덕동) 746-2223 감자탕

신대지구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스시명가 진 해룡면 매안2길 13 725-3636 초밥

열무밭애 해룡면 항매1길 15-14 724-2785 쌈밥

해당일식 해룡면 매안로 135 723-1 01 0 활어회

정씨부엌 해룡면 향매로 130 727-8188 족발

정원 해룡면 매안로 137 721-2180 한일정식

성연 해룡면 매안리 97 722-3892 소고기

장가계 해룡면 향매2길 3-12 727-4545 중화식

별이향 해룡면 상성길 322 724-6200 샤브샤브

산들담은 해룡면 정채봉길 30 753-0018 떡갈비

상원가든 해룡면 삼동길 1 721-9297 고기

돌깨마을
맷돌순두부

해룡면 매안5길 19-2 725-9001 순두부

북경반점
해룡면
율촌산단4로 77-8

726-0063 자장면

매안정 해룡면 매안2길 15-3 725-2165 소고기

다래성 해룡면 상대석길 24 723-8042 중식

조선화로집 순천점 순천시 충효로 139(왕지동) 741-7733 소갈비

드라마·호수정원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향토정 남신월4길 13-26(조례동) 726-6692 한정식

진땡이법원점 왕지4길 3-22 (왕지동) 724-3009 명태조림

전복마을 남신월 2길 12(조례동) 725-8687 전복구이

다미원 비봉2길 7-19(조례동) 725-5711 중식
고력당

순천시 왕지 3길 18-28

(왕지동)
727-0013 염소고기

웰미가
순천법조타운점 왕지1길 3-19(왕지동) 726-1009 콩나물국밥

왕창국밥 장선배기길 17(조례동) 723-6542 국밥

왕조가든 왕지로 224(왕지동) 725-0818 닭요리

시몽관 유동1길 10(조례동) 753-5555 한정식

수궁횟집 남신월길 33(조례동) 723-0001 횟집

예미원 조례신대앞길 31(조례동) 725-3599 고기

숯불구이
전문점꽃담

조례못등1길 4-2(조례동) 722-7304 고기

자금성 충효로 133(조례동)  743-8776 중화요리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왕지5길4,3층 301호
(왕지동)

727-0681 양식

일성곱창 조례원님길 43(조례동) 723-4288 곱창

일성곱창왕지점 백연길 97(조례동)  723-4289 곱창

무공해옹기
곱창막창구이

조례못등2길 3-20
(조례동)

723-8345 곱창

샤브향왕지점 백강로 336(조례동) 727-0055 샤브샤브

참치다컴 봉화2길 15(조례동) 725-4737 참치

한사발 남신월1길 9(조례동) 721-8583 횟집

팔마오리랑 봉화2길 102(조례동) 721-5271 오리고기

몽돌해물탕 남신월길 35(조례동) 721-5222 해물탕

백운가든 웨딩홀 봉화3길 14-28(조례동) 722-5252 한정식

무안갯뻘낙지 장선배기길12(조례동) 722-2422 낙지요리

백송금당점 장선배기길 6-4(조례동) 727-4001 고기

나주곰탕 염대감 장선배기2길 13(조례동)  724-9995

725-57 1 1

곰탕

다미원 비봉2길 7-19(조례동) 중식

거북선횟집 봉화2길 11 (조례동) 727-4737 회

고산아구찜 지봉로 626-6(조례동) 724-0000 아구찜

도리 왕지4길 4-9(왕지동) 723-6615 닭요리

맷돌순두부 법원점 왕지4길 3(왕지동) 721-2677 순두부요리

서울복집 왕지3길 18-24(왕지동) 752-5693 복요리

신도심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까치섬횟집 연향번영2길 15(연향동) 721-5920 회

다도해 장자보 2길 100(연향동) 723-4156 일식

대마도정벌 대석3길 12-11(연향동) 727-1004 한정식

독도는우리땅 상대석길 69(연향동) 722-9009 일식

등뼈 충효로 95(연향동) 744-6066 감자탕

명가촌 연향 2로 17-10(연향동) 724-1501 추어탕

명지원 연향상가길 31(연향동) 724-2392 고기

생선굽는 마을 대석3길 50-10(연향동) 723-2001 생선구이

순천갈대장어 연향번영1길 23(연향동) 741-9595 장어요리

한정식 신화정 구암길 26(연향동) 741-4300 한정식

아네스 연향3로 11(연향동) 722-7176 양식

오대옥천냉면 대석초등길 73, 1층 725-5538 냉면

용전갈치회 덕연로 64(연향동) 742-1045 갈치조림

우리집호반점 도장길 18(연향동) 725-2276 오리고기

일품매우 대석3길 3-26(연향동)  724-5455 고기

자산어보 순천점 대석1길 27(연향동) 725-8989 일식

장군초밥 연향상가1길 3(연향동) 753-7448 일식

정주간 상대석1길 15(연향동)  727-2662 한정식

정호네감자탕 장자보 1길 77(연향동) 721-9618 감자탕

제주갈치고등어
전문점

대석3길 36(연향동) 722-2767 생선구이

태화정 상대석1길 29(연향동) 722-6408
불고기정식,
굴비정식

통뼈예찬금당점
기적의도서관길 30
(연향동)

721-0007 감자탕

함흥냉면 하대석길 2(연향동) 727-5900 냉면

해담뜰
기적의도서관1길 86
(연향동)

723-9779 감자탕

기타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수련산방 월등면 농곡길 1-4   754-0035 연잎밥정식

남창식당 황전면 용림천변길 42 782-3705 탕류

관광호텔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주)베네치아 관광호텔  팔마2길 13(연향동) 729-6000

파인힐스관광호텔 주암면 송광사길99 750-9200

로얄관광호텔  장천4길 15-17 (장천동) 746-0001

에코그라드호텔  백강로 234 (조례동) 811-0000

유심천스포츠 관광호텔  중앙로 306 (가곡동) 755-5001

주식회사 레이크힐스
순천 관광호텔

 주암면 행정1길 77 729-8889(2018 모범 업소 지정 업소)

대대선창집 순천만길 542(대대동) 741-3157 장어

향미정 순천만길 312(대대동) 725-3885 장어

순천만일번가 순천만길 520(대대동) 745-2100 꼬막정식

순천만 습지권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갈대촌 순천만길 314(대대동) 741-2009 꼬막

강변장어 순천만길 436(대대동) 742-4233 장어구이

순천만가든

들마루

업소명

선비촌

청사뜰

업소명

길상대중음식점

송광사식당

벌교대중음식점

태능대중음식점

장원식당

길상식당

순천만길 576(대대동) 741-4489 장어구이

순천만길 496(대대동) 741-5233 꼬막게장정식

낙안읍성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낙안면 삼일로 51 754-2525 백반

낙안면 삼일로 5 755-8289 백반

송광사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송광면 송광사안길 123 755-2173 산채정식

송광면 외송길 14 755-2213 산채정식

송광면 송광사안길 125 755-2305 산채정식

선암사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승주읍 승암교길 17 754-6329 산채정식

승주읍 승암교길 14 754-5811 백반

승주읍 선암사길 19 754-5385 고기

승주읍 승암교길 17 754-6362 산채정식

승주읍 승암교길 8 754-5599 산채정식

업소명

수정식당

초원대중

아랫장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장평로 65(인제동) 752-0900 국밥

문화의 거리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금곡길 26(행동) 755-4910 낙지

원도심

소재지 연락처 061) 주메뉴

업소명

건봉국밥

업소명

원조동경낙지

업소명

순천만국가정원 주변(연향3지구)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Hotel 여기어때 순천점  팔마2길 25 (연향동) 722-5601

순천만에스호텔  팔마2길 61 (연향동) 904-6500

써니모텔  팔마3길 10 (연향동) 727-3344

아우디모텔  팔마2길 38 (연향동) 727-4333

이바마모텔  팔마2길 65 (연향동) 723-1414

카라모텔  팔마2길 29 (연향동) 722-2200

캣츠모텔  팔마2길 21 (연향동) 721-5532

애니호텔  팔마2길6 (연향동) 727-7779

다빈치호텔  팔마로320 (연향동) 741-3000

신도심(팔마체육관, 조례호일원 등 인근)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그리스모텔  봉화2길 85 (조례동) 725-9500

다이아몬드모텔  신월길 95 (조례동, 721-7900

V7호텔  봉화2길84(조례동) 723-3200

보보스모텔  남신월2길 15 (조례동) 723-8151

스카이호텔  봉화2길 82 (조례동) 723-5566

아이비  신월길 8 (조례동) 724-7878

에쿠스호텔  봉화2길 72 (조례동) 722-3644

오페라모텔  신월길 97 (조례동) 724-5858

카프리모텔  장선배기1길 6-19 (조례동) 725-9335

칼튼모텔  장선배기2길 18 (조례동) 722-1785

http://www.suncheon.go.kr/tour

순천숙박 https://main.suncheon.go.kr/stay

http://www.suncheon.go.kr/tour

 순천대 67번

http://www.suncheon.go.kr/yeyak

순천관광택시

밀라노모텔  장선배기2길 5-15 (조례동) 723-4207

원도심(순천대학교, 순천역 등 인근)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061)

피닉스모텔  안신기3길 4 (가곡동) 755-3232

하얏트모텔  안신기4길 24 (가곡동) 755-2110

썬프라자  안신기4길22(가곡동) 755-8711

잉글랜드모텔  북부시장길17(동외동) 752-7002

순천모텔  강남로126(동외동) 752-7711

럭셔리모텔  역전길 47 (조곡동) 743-3347

미라클모텔  역전1길 17 (조곡동) 743-1843

샵모텔  역전길 63 (조곡동) 741-0502

호텔 아이엠  역전광장1길6(조곡동) 744-1571

발리모텔  역전길 23 (조곡동) 741-2200

브라운호텔  상풍길 33 (풍덕동) 070-4255-2376

사모아모텔  장천2길 30, 1~6층 (장천동) 745-0100

예스모텔  장천1길13(장천동) 742-8484

엠버서더호텔  상사호길 130 (덕월동) 745-4422

투앤포모텔  장선배기1길 10-8 (조례동) 724-2434

필모텔  장선배기1길 6-16 (조례동) 723-2159

노블레스호텔  장선배기2길 12 (조례동) 722-7730

샤인호텔  남신월길 4 (조례동) 906-1400

더 많은 숙박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https://main.suncheon.go.kr/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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