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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찾아보기

위 치 도

고속도로

국도

학교/대학교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호텔/콘도미니엄

명승고적

사찰

산

35 해수욕장

시장

골프장

오토캠핑장

케이블카

박물관

휴게소

관광안내소

14

유 도

바다휴게소

통영휴게소

학섬휴게소

장막산편백숲

흙내음 글램핑

광 도 면

도 산 면

고 성 군

거 제 시

용 남 면

산 양 읍

한 산 면

미륵도관광특구

죽 림 지 구

한산도

좌 도

추봉도
소장재도

대장재도
가마섬

쑥 섬

소장군도

곤리도

태 도

오비도월명도

장 도
목 도

거제대교

해간연육교

신거제대교

지 도

해간도

갓 섬

수 도

필 도

장구도

연 도읍 도

유자도

죽 도

통영충렬사

북포루

서포루

동포루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세병관

착량묘

통영대교

해저터널

해양관광공원

도남관광지

시립박물관

청마문학관

통영향교

통영수산과학관

클럽E·S통영리조트

봉암해수욕장

수륙해수욕장

안정사

용화사

미래사

거북선문화재 모형연구소

통영캠핑스토리

편백나무숲속체험

연명예술촌
산양 연명어촌체험마을

산양 궁항어촌체험마을

달아공원

복바위

도산예술촌

충무교

도산면사무소

광도면사무소

안정국가산업단지

센트럴관광호텔

통영비치캐슬호텔

한국가스공사통영기지본부

용남면사무소

한산대첩기념비

추봉교
한산면사무소

소고포선착장

의항선착장

제승당선착장

서호만

통영운하

동호만

공주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옻칠미술관

통영RCE자연생태공원
(세자트라숲)

명품진주전시관

통영생활체육공원

통영오토캠핑장

해간도 캠핑장

해간도호스텔

북신만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푸른바다와 캠핑

통영 편백숲길 관광농원

에이원 글램핑 리조트 통제영 오토캠핑장

통영동원리조트 글램핑

에이원 글램핑 관광농원

산유골수목원

  통영한산마리나호텔산양읍사무소

강구안 

동원로얄컨트리클럽&리조트   

노을전망대

대전, 진주

고성, 창원

청소년수련원
전혁림 미술관

등대낚시공원

시민문화회관

남망산조각공원

동고성 I.C

북통영 I.C

관광안내소

통영 I.C

관광정보센터

통영케이블카

통영어드벤처타워

김춘수유품전시관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이순신공원

제승당

노산삼거리

통영시청·통영시의회

한산대첩광장

통영나전칠기공방

 해양스포츠센터
통영국제음악당

사 도

수국작가촌

산양스포츠파크
박경리기념관  

당포성지 및 당포대첩지

삼덕리마을제당

통영타워

딱 섬

비산도

화 도

문화마당

서피랑마을

벽방산 

봉화산

매봉산

장막산

여황산

망일봉

고동산

망산

미륵산

서호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북신전통시장

동피랑 벽화마을  

평인노을길(자전거길)

도산해안일주도로

수륙-일운자전거도로

용남해안도로

한산도해안일주도로

거제

▶본 지도는 지도의 특성상 거리와 위치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영시 관광교통지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병대통영상륙작전기념관

평림생활체육공원
통영체육관

통
영
터
널

윤이상기념공원

금호리조트(주)통영마리나

통영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관문사거리

원문사거리

미늘삼거리

도산삼거리

달아항
(학림도, 송도, 저도, 연대도, 만지도 방면)

연명항
(만지도 방면)

당포항 
(연화도, 욕지도 방면)

중화항 
(연화도, 욕지도 방면)

미수항
(사량도 능양 방면)

통영항여객선터미널
(한산도, 산양읍, 우도, 욕지도, 사량도, 매물도/비진도 방면)

종합버스터미널

통영유람선터미널
(매물도, 장사도, 비진도, 격전지코스, 연화도 방면)

가오치여객선터미널
(사량도 방면)

통영시 관광교통지도

산양관광일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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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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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도

광도면

도산면

용남면

통영시 중심부
사량면

욕지면

한산면

산양읍

 항 공

서울 ↔ 진주, 사천 KAL (매일 왕복 2회 운항)

진주, 사천 ↔ 제주 
KAL (월, 금, 일 왕복 1회 운항)

AAR (금, 일 왕복 1회 운항)

■ 공항 안내전화 

•서울 (김포공항) :  ☎(02) 2656-5005 (KAL) ☎(02)2665-2626 (AAR)

•진주 (사천공항) :  ☎(055) 852-3374 (KAL) ☎(055) 854-2626 (AAR)

•항공권 예약 :  ☎1588-2001 (KAL) ☎1588-8000 (AAR)

 버 스

서울(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창원, 거제, 진주, 고성, 사천(공항), 김해, 양산, 경주, 포항, 여수, 순천, 광양,  

천안, 수원, 안산, 성남, 부천방면 등

 승용차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 통영ㆍ대전 중부고속도로(통영방향) → 북통영 I.C., 통영 I.C.

경상권
중부내륙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통영ㆍ대전 중부고속도로(통영방향) →  

북통영 I.C., 통영 I.C.

충청권 통영ㆍ대전 중부고속도로(통영방향) → 북통영 I.C., 통영 I.C.

호남권
호남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통영ㆍ대전 중부고속도로(통영방향) →  

북통영 I.C., 통영 I.C.

 렌터카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그린렌트카 (055) 646-8259 세정렌트카 (055) 641-3999

뉴하이렌트카 (055) 853-7171 세종통운 렌트카 (055) 644-0022

동아렌트카 (055) 648-6661 쏘카 010-3516-5191

블루렌트카 010-4699-3539 전연령안전렌트카 (055) 648-0316

서경렌트카 (055) 648-0082 조은렌트카 (055) 647-0631

성산렌트카 (055) 646-1999 참신렌트카 (055) 645-1500

 스쿠터 / 전동킥보드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동피랑스쿠터 (055) 644-0522 엘마르커피앤킥보드 (055) 645-1047

여행연구소 73걸음 (055) 641-4130 윈드휠 010-2284-2889

루지킥 010-4345-8838 크레이지휠 010-6238-7794

베이전동킥보드 010-3060-6615 킥앤고 010-2545-1880

 통영종합버스터미널 경유 주요관광지 대중교통노선  07D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세병관  07G (중심부 18P)

-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이 아닌 노선(440, 650, 651, 652, 681번 제외) ⇢ 중앙시장 하차(도보 5분)

통영충렬사  07G (중심부 17P)

-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도보 10분)

강구안·거북선과 조선 군선  07G (중심부 18P)

-  440, 643,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문화마당 하차

한산대첩광장  07G (중심부 18Q)

-  440, 643,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문화마당 하차(도보 5분)

남망산조각공원  08G (중심부 19Q)

-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인 노선 ⇢ 남망산공원 입구 하차

동피랑 벽화마을  08G (중심부 18P)

-    440, 643,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중앙시장 하차(도보 5분) 또는
남망산공원 입구 하차

김용식·김용익기념관  08G (중심부 18O)

-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이 아닌 노선(440, 650, 651, 652, 681번 제외) ⇢ 토성고개 하차(도보 5분)

이순신공원  09G (중심부 20P), 청마문학관  08G (중심부 19P)

-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인 노선 ⇢ 정량동 새마을금고 하차(도보 10분, 도보 5분)

서피랑마을  07G (중심부 17P)

-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도보 5분)

통영시립박물관  07G (중심부 17Q), 윤이상기념공원  07G (중심부 17Q)

-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500번대 ⇢ 만복아파트 하차, 윤이상기념관 하차

해저터널  07H (중심부 16Q)

-  100, 401, 420, 436, 437, 438, 442(400번대) ⇢ 해저터널 입구 하차

충무교와 통영운하  07H (중심부 16Q·R)

-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500번대 ⇢ 진남초등학교, 충무교 하차

김춘수 유품전시관  07H (중심부 17R)

-  100번대, 200번대, 501, 504, 505, 531번 ⇢ 봉평오거리 하차(도보 5분)

도남관광지  08H (중심부 19·20R·S), 통영국제음악당  08H (중심부 20R)

-  101, 121, 128, 141, 181, 184번 ⇢ 도남동 하차(도보 10분)

박경리기념관  06J
-  534, 535, 537번 ⇢ 박경리기념관 하차

달아공원  06L, 통영수산과학관  07L
-  530, 536, 580번 ⇢ 달아공원 하차, 수산과학관 하차(도보 10분)

통영케이블카 07H (중심부 18R), 통영어드벤처타워 07H (중심부 18S),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07I (중심부 18S)

-   141, 181번 ⇢ 케이블카 하부역사·루지 하차 / 101, 104, 105, 121, 128, 139, 184, 185번 ⇢ 발개 
삼거리 하차 (도보 10분)

통영옻칠미술관  09F (중심부 20O)

-  650, 652번 ⇢ 미늘고개 하차(도보 10분)

전혁림미술관  07H (중심부 17S), 용화사  07I (중심부 17S)

-  200, 202, 206, 207, 211, 231, 235, 240, 244번 ⇢ 청우아파트 하차(도보 5분), 용화사광장 하차

미래사  07J
-  104번 ⇢ 일운마을 하차(도보 15분)

안정사  05B
-  661번(1일 4회) ⇢ 안정사 하차

통영항여객선터미널 (한산도, 산양읍, 우도, 욕지도, 사량도, 매물도/비진도 방면) 07H (중심부 17Q)

-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도보 5분)

통영유람선터미널 (매물도, 장사도, 비진도, 격전지코스, 연화도 방면)  08H (중심부 19R)

-  101, 104, 105, 121, 128, 139, 141, 181, 184, 185번 ⇢ 통영유람선터미널 하차

미수항 (사량도 능양 방면)  06H (중심부 15R)

-  341번 ⇢ 미수항 하차 / 300번 대 ⇢ 경남아파트 하차(도보 5분)

당포항(욕지여객선터미널)(연화도, 욕지도 방면)  05J
-  500, 501, 530, 580번 ⇢ 당포항 하차

가오치여객선터미널 (사량도 방면)  01C
-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670번 ⇢ 가오치터미널 하차

달아항 (학림도, 송도, 저도, 연대도, 만지도 방면)  06L
-  530, 536, 580번 ⇢ 달아마을 하차

중화항 (연화도, 욕지도 방면) 05J, 연명항 (만지도 방면) 06K
-  530, 532, 533, 536, 580번 ⇢ 중화마을 하차(도보 1분), 연명마을 하차(도보 3분)

서호전통시장  07G (중심부 17Q)

-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

중앙전통시장  08G (중심부 18P)

- 440, 643,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중앙시장 하차

북신전통시장  08F (중심부 18N)

-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이 아닌 노선(440, 650, 651, 652, 681번 제외) ⇢ 북신시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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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전화 +++
• 통영관광정보센터 ☎(055)650-2570

• 통영관광안내소 ☎(055)650-0580

• 해저터널관광안내소 ☎(055)650-0582

• 동피랑안내소 ☎(055)642-3400

• 서피랑문화관광해설사의집 ☎(055)650-0585

• 경남종합관광안내소 ☎(055)1330

• 통영종합버스터미널 ☎1688-0017

• 통영항여객선터미널 ☎1666-0960

• 통영유람선터미널 ☎(055)645-2307, 646-2307

• 미수항 ☎(055)648-0776~7

• 당포항 ☎(055)643-8973, 642-2542

• 가오치여객선터미널 ☎(055)647-0147

• 달아항 ☎(055)643-3363

• 연명항 ☎(055)643-3433

통영시 관광과 ☎(055)650-051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통영시 시내버스정보시스템+++
http://bms.tongyeong.go.kr
모바일 또는 인터넷에서 실시간
통영시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ARS ☎(055)644-4808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정기여객선) 07H (중심부 17Q)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1666-0960

통영~한산, 산양, 욕지, 사량, 매물도/비진도

항 로 선 명 출항시간 기항지

한산  (주)대일해운 ☎(055)641-6181, \5,000~17,950(편도) / \5,000~19,750(주말·공휴일)

통영~한산도 일원 가자세계로호
07:00(주말·공휴일 06:30)

15:00
화도, 비산, 서좌, 동좌, 
진두, 죽도, 호두, 용호 

산양  (주)한림해운 ☎(055)644-8092, \7,550(편도)

통영~산양 추도 한려카페리호 07:00 / 14:30 추도 (한목, 미조) 

욕지  (주)한림해운 ☎(055)644-8092, \12,700~13,500(편도)

통영~
욕지 두미도 일원

바다누리호
07:00 / 14:00 
14:30(하계)

탄항, 상노대, 하노대,  
산등, 두미남구, 두미북구 

사량  사량수협 ☎(055)642-6016, \5,000(편도)

통영~사량도 2000사량호 09:00 (양지) / 15:00 (통영항) 능양, 백학

매물도/비진도  한솔해운 ☎(055)645-3717, 641-0313, ₩8,800~17,100

  통영~소매물도
엔젤3호
한솔1호

(주중) 06:50 / 10:50 / 14:30(매물도, 소매물도는 숙박여객만 이용) 비진도, 
매물도

(대항, 당금), 
소매물도

(주말)
06:50 / 09:02(비진도) / 09:10(소매물도) / 10:50(매물도, 소매물도)
11:05(비진도) / 12:30(소매물도) / 13:05(비진도) 
14:30(매물도, 소매물도는 숙박여객만 이용)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차량운송선) 07H (중심부 17Q)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1666-0960

통영(여객선터미널)~연화도~우도~욕지도  

선 명 통영 출항 욕지도 출항 우도 연화도 출항 소요시간

욕지호
욕지아일랜드호

06:30
09:30
11:00

13:20(주말 13:10)
15:00

08:00
11:20(주말 11:15)

13:00
15:15(주말 15:10)

16:30

08:20
-

12:05
-

16:50

08:30
11:40(주말 11:45)

13:20
15:35(주말 15:40)

17:00

1:10

~

1:20

• 여객운임 (편도) : 욕지도 \10,750 / 연화도, 우도 \9,200
• 차량운임 (편도) : 승용차 \15,000~26,000 / 승합차 \26,000~31,000 / 대형버스 \115,000~170,000
• (주)대일해운 : 통영 ☎(055)641-6181, 욕지 ☎(055)641-6183, 연화 ☎(055)641-6184

통영(여객선터미널)~한산도

선 명 여객선터미널 → 제승당 제승당 → 여객선터미널 소요시간

파라다이스호
시파라다이스호

07:00~18:00 (3.1~9.30 운항)
07:00~17:00 (10.1~2월말 운항)

07:30~18:30 (3.1~9.30 운항)
07:30~17:30 (10.1~2월말 운항)

0:30
1시간 간격

한산농협
카페리호

07:15 / 09:30 / 11:30 / 13:30 
15:30 / 17:30 / 19:05

06:25 / 07:50 / 10:05 / 12:05 
14:05 / 16:05 / 18:20 / 19:25

0:25

• 여객운임 (편도) : \5,750
• 차량운임 (편도) : 승용차 \10,200~14,400 / 승합차 \18,000 / 버스 \43,500~53,000
• 유성해운 : 통영 ☎(055)645-3329, 한산 ☎(055)641-5757

•한산농협 : 통영 ☎(055)641-5366, 한산 ☎(055)641-5359  

 미수항 (차량운송선)  06H (중심부 15R)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89)

통영(미수)~사량도(능양)

선 명 통영(미수) → 사량도(능양) 사량도(능양) → 통영(미수) 소요시간

나루칸 07:00 / 09:20 / 11:40 / 14:00 / 16:20 08:10 / 10:30 / 12:50 / 15:10 / 17:30 0:50

•  여객운임 (편도) : ₩6,000            
• 차량운임 (편도) :   승용차 \11,000~19,000 / 승합차 \18,000~33,000 /  

화물차 \16,500~177,000 / 중장비 \80,000~177,000
• (주)제일해운 : ☎(055)648-0776~7

 당포항 (욕지여객선터미널, 차량운송선)  05J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3)

통영(당포)~연화도~욕지도

선 명 당포 → 욕지도 욕지도 → 당포 소요시간

욕지영동고속호 06:45 / 10:00 / 13:00 / 15:30 08:00 / 11:30 / 14:15 / 16:35
1:00

욕지영동골드고속호 08:30 / 11:00 / 14:00 09:40 / 12:30 / 15:30

선 명 당포 출항 욕지도 → 당포 연화도 → 당포 소요시간

통영누리호
(주중)

06:15 / 09:00
12:15 / 16:30

07:30 / 10:30
13:55 / 17:50

10:55
14:20 / 17:20

욕지도
0:55~1:10

연화도
0:40~0:45 

※단체시  
연화경유 가능
06:15 / 07:30

(주말)
06:15 / 09:00
12:15 / 15:00

07:30 / 10:30
13:35 / 16:05

10:55
14:00 / 16:30

통영훼리호
(주중)

08:00
10:30 / 14:30

09:20
12:00 / 16:00

08:50
12:25 / 16:25

(주말)
08:00 / 10:30
13:30 / 16:30

09:20 / 12:00
15:00 / 17:40

08:50 / 12:25
15:25 / 18:05

• 여객운임 (편도) : \7,600
• 차량운임 (편도) : 승용차 \18,000~22,000 / 승합차 \27,000 / 버스 \61,000~162,000
• (주)영동해운 : 당포 ☎(055)643-8973, 642-2542, 욕지 ☎(055)641-3734, 644-3574 

•(주)경남해운 : 당포 ☎(055)641-3560, 욕지 ☎(055)643-7732, 연화 ☎(055)643-7733  

 중화항 (차량운송선)  05J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706-17)

통영(중화)~연화도~욕지도 

선 명 중화 출항 연화도→욕지도 욕지도 출항 연화도→중화 소요시간

룢욕지수협호
06:20 / 09:20
12:20 / 15:10

― / 10:10
――

07:25 / 11:00
13:40 / 16:20

――
14:10 / ―

0:50

•  여객운임 (편도) : 욕지도 ₩7,600 / 연화도 ₩7,100             
• 차량운임 (편도) : 승용차 \17,000~27,000 / 화물차 \19,000~140,000 / 버스 \60,000~162,000
• 욕지해운(주) : 중화 ☎1899-7869, (055)649-2045, 욕지 ☎(055)649-2041, 연화 ☎(055)649-2043

 가오치여객선터미널 (차량운송선)  01C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542-55)

도산(가오치)~사량도(금평)                                                                         (주말 1시간 간격 운항)

선 명 도산(가오치) → 사량도(금평) 사량도(금평) → 도산(가오치) 소요시간

사량호
07:00 / 09:00 / 11:00 /  
13:00 / 15:00 / 17:00

08:0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0:35

•  여객운임 (편도) : 평일 ₩6,000 / 주말·공휴일 ₩6,500(할증)             
• 차량운임 (편도) : 승용차 \11,000~19,000 / 승합차 \18,000~27,500 / 버스 \33,000
• 사무실 : 통영 ☎(055)647-0147, 사량 ☎(055)643-7939

 달아항(정기여객선)  06L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3) ☎(055)643-3363

달아항~산양읍 일원

선 명 출항시간 기항지

섬나들이호 07:50 / 11:00 / 14:10 / 16:10(동계) / 16:40(하계) 학림도, 송도, 저도, 연대도, 만지도

 연명항(정기여객선)  06K (통영시 산양읍 연명길 30) ☎(055)643-3433

연명항~만지도

선 명 출항시간 기항지

홍해랑호 08:30~16:00 (평일 5회, 주말 11회) 만지도

 통영유람선터미널  08H (중심부 19R) (통영시 도남로 269-38) ☎(055)645-2307, 646-2307

항 로 소요시간
왕복요금 (\)

단체 (25인 이상) 일반 소인

매물도  ※단체 예약 시 운항

통영~제승당~매물도 3:20 21,000 22,000 14,000

장사도

통영~한려수도 일원~장사도 3:20 20,000 21,000 13,000

비진도  ※  여름(7, 8월) 한시적, 단체 예약 시 운항  

통영~비진도 0:30(편도) - 14,000 9,000

격전지코스

통영(하루방바위/복바위/소혈도)~제승당 2:00 14,000 15,000 8,000

연화도  ※단체 예약 시 운항

통영~연화도(연화사) 4:00 21,000 21,000 13,000

★ 해상교통은 계절에 따라 시간과 요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상교통 Marine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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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추모공원

통영엔쵸비관광호텔

통영시티
호스텔

도르가관광호스텔

달몽드게스트하우스

적십자병원

통영항게스트하우스

다락방친구들

정량동주민센터

명정동주민센터

봉평동주민센터미수동주민센터

통영거북선호텔

포루투나호텔

중앙동주민센터

더팝콘호스텔

통영관광호텔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지베콘도

금호리조트(주)통영마리나

통영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통영해양스포츠센터 통영관광정보센터

통영요트학교

연필등대통영갤러리관광호텔

라베르관광호텔

코발트블루

통영시청소년수련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도천동주민센터

동호만

서호만

통영운하

망일봉

여황산

용남면사무소

새통영병원

통영우체국

중앙동우체국

통영시보건소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비지니스호텔

호텔휴

무전동주민센터
북신동주민센터

통
영
터
널

통영시 제2청사

민게스트하우스
평림생활체육공원

통영체육관

통영비치캐슬호텔

통영옻칠미술관

거제

노을전망대

통영시청·통영시의회

해병대통영상륙작전기념관

통영RCE자연생태공원
(세자트라숲)

이순신공원

청마문학관

동포루

한산대첩광장

통영항여객선터미널

통영시립박물관

착량묘

수국작가촌

해저터널충무교

통영대교

통영해양관광공원
미수항

윤이상기념공원

통영국제음악당
통영전통공예관

통영케이블카

김춘수유품전수관 공주섬

통영나전칠기공방

봉평동지석묘
해평열녀사당

전혁림미술관

용화사
통영어드벤처타워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통영유람선터미널

수륙해수욕장

강구안

문화마당

북포루

서포루
서피랑
99계단

서피랑마을 동피랑 벽화마을
더뷰호스텔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세병관

통영충렬사

통영시민문화회관

남망산조각공원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용남해안도로

관문사거리

미늘삼거리

북신사거리

도천사거리

봉평오거리

평인노을길(자전거길)

수륙-일운자전거도로

산양관광일주도로

해안도로

중앙도로

산복도로

청마(유치환)거리

초정 김상옥거리

윤이상거리

통영 I.C

진주, 대전 고성, 창원

달아공원, 산양스포츠파크, 박경리기념관 통영수산과학관, 클럽 E·S 통영리조트

통영대교, 도남관광지

북통영I.C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 격전의 바다

통영시 중심부 관광교통지도

미륵도관광특구

도남관광지

북신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서호전통시장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용남면

무전동

북신동

문화동

태평동

명정동

인평동 서호동도천동

도남동

봉평동

미수동

당동

정량동

항남동

동호동

중앙동

찾아보기

고속도로

국도

학교/대학교

우체국

병원/보건소

여객선터미널

35

14

호텔/콘도미니엄

산

사찰

해수욕장

시장

관광안내소

주요관광지 대중교통노선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세병관, 통영충렬사, 동피랑 벽화마을, 
강구안·거북선과 조선 군선, 한산대첩광장, 서피랑마을, 
중앙전통시장, 통영항여객선터미널

버스터미널 ⇡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대중교통 노선

통영시립박물관, 윤이상기념공원, 충무교와 통영운하

버스터미널 ⇡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500번대

해저터널

버스터미널 ⇡ 100, 401, 420, 436, 437, 438, 442(400번대)

통영유람선터미널

버스터미널 ⇡ 101, 104, 105, 121, 128, 139, 141, 181, 184, 185번

통영국제음악당, 도남관광지

버스터미널 ⇡ 101, 121, 128, 141, 181, 184번

통영케이블카, 통영어드벤처타워,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버스터미널 ⇡ 141, 181번 ⇡ 케이블카 하부역사·루지 하차 / 
101, 104, 105, 121, 128, 139, 184, 185번 ⇡ 발개삼거리 하차 (도보 10분)

남망산조각공원, 청마문학관, 이순신공원

버스터미널 ⇡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인 노선

A방면

대중교통 노선B방면

대중교통 노선C방면

대중교통 노선D방면

대중교통 노선E방면

14 문화동 벅수(장승)
 통영의 대표적인 장승
 165m   1분 소요

15 간창골 새미(우물)
 통제영에서 주로 사용했던 우물
 80m   3분 소요

16 옛 통영청년단회관
 통영 청년들의 항일지하운동조직
 165m   4분 소요

17 서문고개
 옛 통영성의 서문(西門)
 50m   2분 소요

18 소설가 박경리 생가
 한국 현대문학의 대가
 445m   10분 소요

19 서포루
 통영성의 서피랑에 있는 포루
 475m   10분 소요

20 명정골 두석장집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20m   1분 소요

21 영부인 공덕귀 여사 살았던 곳
 제4대 대통령 윤보선 
 20m   1분 소요

22 소설가 박경리 살았던 곳
 한국 현대문학의 대가
 85m   3분 소요

23 통영충렬사
 이충무공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1코스  제2구간
 5.6km    1시간 50분

★★★★★

23 통영충렬사
 이충무공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10m   1분 소요

24 명정(정당샘)
 명정골이란 마을 이름의 유래
 145m   4분 소요

25 전기불터(나전장 송주안 생가)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곳
 265m   4분 소요

토영 이야~길은 통영에 예향이라는 이름을 헌상한  
시인과 작곡가, 화가, 소설가 등 문화예술인들의 흔적을 
찾아 그들의 고향인 통영을 두루 살펴보는 여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도시 통영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노을풍경이 일품인 평인일주로의 평인노을길을 시작으로 ‘통영시 걷기 좋은 길 18선’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점점이 떠 있는 섬과 바다, 육지가 어우러진 통영은 도시 전체가 한 폭의 그림같은 곳으로 길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 또 다른 여행의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통영시 걷기 좋은 길 18선’의 길에서는 통영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끼며 어느 길을 가더라도 제각각 매력과 의미가 있어 걷다 보면  최고의 힐링이 될 것입니다.

2코스  제1구간
 6.6km    3시간

★★★★★

01 해저터널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
 1.2Km   25분 소요

02 김춘수 유품전시관
 생전의 유품을 전시한
 15m   1분 소요

03 해평열녀사당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를 기리는
 225m   3분 소요

04 봉평동 지석묘
 청동기 시대 고인돌
 545m   15분 소요

05 봉수골 비석군
 효자·효부·열녀들을 기리는 비석
 260m   8분 소요

06 전혁림미술관
 색채의 마술사
 530m   10분 소요

07 용화사광장
 전통사찰 용화사 입구
 530m   13분 소요

08 용화사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한 사찰
 630m   15분 소요

09 관음암
 당래선원(當來禪院)
 375m   10분 소요

10 도솔암
 도솔선사의 전설과 함께
 565m   16분 소요

11 미륵치
 옛날엔 도깨비도 나왔다는 고개
 790m   34분 소요

12 미륵산 정상
 한려수도를 한눈에
 220m   5분 소요

13 신선대전망대
 한려해상의 절경 감상
 715m   25분 소요

14 미래사
 편백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1코스  제1구간
 6.1km    2시간 40분

★★★★★

01 문화마당
 문화행사가 열리는 시민의 광장 
 520m   10분 소요

02 시인 김춘수‘꽃’시비
 시민의 성금으로 세운
 480m   10분 소요

03 남망산조각공원
 세계 유명 조각가의 작품이 있는
 150m   4분 소요

04 초정시비
 초정 김상옥의 시 ‘봉선화’
 690m   20분 소요

05 ‘김약국의 딸들’ 촬영장소
 박경리의 소설
 300m   10분 소요

06 시인 김춘수 생가
 통영이 낳은 우리나라 대표시인
 170m   3분 소요

07 통새미(우물)
 바닷가 우물
 180m   10분 소요

08 동피랑 벽화마을
 벽화로 장식된 야외미술관
 900m   23분 소요

09 청마 유치환 생가터
 통영의 대표적인 시인
 260m   8분 소요

10 화가 김용주 살았던 곳
 통영 최초의 서양화가
 160m   6분 소요

11 김용식, 김용익 생가
 전 외무부장관, 세계적인 소설가
 165m   6분 소요

12 북문터
 통영성의 북문(北門)이 있던 곳
 600m   14분 소요

13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세병관)
 삼도 수군의 본영
 20m   1분 소요

26 서피랑 99계단
 이야기가 있는 테마계단
 495m   10분 소요

27 통영시립박물관
 통영의 유물과 예술품
 455m   10분 소요

28 윤이상기념공원
 세계적인 작곡가
 385m   7분 소요

29 해저터널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220m   5분 소요

30 착량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사당의 효시
 940m   17분 소요

31 서호전통시장(새터시장)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540m   10분 소요

32 한산대첩광장
 세계4대해전의 으뜸인
 520m   8분 소요

33   화가 이중섭 피난시절  
작품활동 하였던 곳

 옛 경남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390m   6분 소요

34 초정 김상옥 거리
 시조문학계의 천재시인
 80m   2분 소요

35 초정 김상옥 살았던 곳
 시조문학계의 천재시인
 360m   4분 소요

36 청마(유치환) 거리
 청마와 관련된 인연
 500m   10분 소요

37 중앙전통시장
 싱싱한 활어와 해산물·건어물
 70m   5분 소요

38 강구안 문화거리
 옛 추억이 살아있는
 225m   7분 소요

39 문화마당
 문화행사가 열리는 시민의 광장 

2코스  제2구간
 12.9km    4시간 30분

★★★★★

14 미래사
 편백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1.8km   40분 소요

15 미륵치
 옛날엔 도깨비도 나왔다는 고개
 2.1km   40분 소요

16 박경리 묘소
 소설 '토지'의 작가
 480m   15분 소요

17 박경리기념관
 소설 '토지'의 작가
 900m   20분 소요

18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사계절 종합 스포츠타운
 1.1km   22분 소요

19 야소골
 다랭이논이 아름다운
 1.1km   38분 소요

20 미륵치
 옛날엔 도깨비도 나왔다는 고개
 1km   35분 소요

21 현금산고개
 바위가 절경을 이루는
 1.3km   17분 소요

22 미수체육공원
 통영 시민들이 즐겨찾는
 1km   15분 소요

23 통영대교
 야경이 아름다운 다리
 2.12km   28분 소요

24 해저터널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

서호전통시장 17Q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앞 서호동 일대는 일본에서 귀국한 동포들

의 임시주거지로 이들이 아침시간대에 상행위를 하면서 전통시

장이 형성되었다. 새로 생긴 터라 하여 새터시장, 아침시장, 아적

재자라고도 한다.   서호전통시장 상인회 (055)645-3024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중앙전통시장 18P
강구안 문화마당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전통시장으로 통영 앞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활어들과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싱

싱하고 다양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

는 시장이다.   중앙전통시장 상인회 (055)649-5225 

   440, 643,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중앙시장 

북신전통시장 18N
통영의 관문에 위치해 있어 통영의 관문시장으로도 불린다. 

통영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과 먹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이다.   북신전통시장 상인회 (055)641-0032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이 아닌 노선(440, 650, 651, 652, 681
번 제외) ⇢ 북신시장

남망산조각공원 19Q
세계 10개국 유명 조각가 15명의 작품으로 구성

(1997년)된 남망산조각공원은 약 16,500㎡의 부

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개성있는 작

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넓고 확 트인 공간이 주

는 시원함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에 충분하다. 

 통영시민문화회관 (055)650-4560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인 노선 ⇢ 남망산공원 입구 하차

장사도 해상공원 한산면

10만 여 그루의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구실잣밤나

무 그리고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풍란, 석란 등이 지

천으로 자생하고 있는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섬이

다. 20여 개의 코스별 주제정원과 야외공연장, 야외

갤러리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사도 해상공원 (055)633-0362

 101, 104, 105, 121, 128, 139, 141, 181, 184, 185번 ⇢ 통영유람선터미널(선편 이용)

달아공원 전도 06L
산양관광일주도로에 액센트를 주는 달아공원은 한

려수도의 수많은 섬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해지는 바다 풍경이 장관을 이뤄 산양관

광일주도로를 일주하다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

은 곳이다. 

 달아탐방지원센터 (055)649-9201

 530, 536, 580번 ⇢ 달아공원 하차

동피랑 벽화마을 18P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마을의 

주택가 담벼락 곳곳에 다

양하고 아름다운 벽화

가 장식되어 있으며, 

언덕길을 따라 이

곳에 오르면 강구

안과 통영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동피랑안내소 (055)642-3400

 440, 643,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중앙
시장 하차 (도보 5분) 또는 남망산공원 입구 하차

비진도 해수욕장 한산면

비진도 해수욕장은 해안선의 길이가 550m 되는 

천연백사장이다. 백사장이 길게 뻗어나가다 잘룩

해지면서 개미허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래가 부

드럽고 수심이 얕은 데다 수온이 알맞아 여름철 휴

양지로는 최적지이다. 

 한산면사무소 (055)650-3600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도보5분) ⇢ 통영항여객선 
터미널(선편 이용) / 101, 104, 105, 121, 128, 139, 141, 181, 184, 185번 ⇢ 통영유람선터미널(선편 이용)통영수산과학관 전도 07L

수산·해양문화유산을 발굴·보존·계승·발전시키고 

해양관광체계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통영수산과

학관은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대비한 해양·수산탐구

의 산 교육장이다. 지역 전통어선인 통구밍이 배와 

수족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해양수산 자료를 전시하

고 있다.   통영수산과학관 (055)646-5704  

 530, 536, 580번 ⇢ 수산과학관 하차(도보 10분)

해저터널 <등록문화재 제201호> 16Q

1931~1932년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바다 양쪽을 

막아 바다 밑을 파서 만든 콘크리트터널로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이다. 터널 입구에 쓰여 있는 용문달양(龍門

達陽)은 “섬과 육지를 잇는 해저도로 입구의 문”이

란 뜻이다.    해저터널관광안내소 (055)650-0582

 100, 401, 420, 436, 437, 438, 442(400번대) ⇢ 해저터널 입구 하차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사적 제402호> 18P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은 1603년에 설치

되어 1895년에 폐영될 때 까지 292년간 경상·전라·

충청도의 삼도수군을 지휘하던 본영(本營, 현재의 

해군본부)으로 임진왜란 당시 초대 통제사인 충무

공 이순신의 한산도 진영이 최초의 통제영이었다.

 통영 삼도수군통제영관리사무소 (055)645-3805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이 아닌 노선(440, 650, 651, 652, 681번 제외) ⇢ 중앙시장 하차(도보 5분)

이순신공원 20P
호수같은 통영항과 한산대첩의 학익진이 펼쳐진 

통영 앞바다의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충무공 이

순신 동상(높이 17.3m)과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천

자총통이 바다를 향해 자리잡고 있으며 넓은 공원

내에는 푸른숲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이순신공원관리사무실 (055)642-4737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인 노선 ⇢ 정량동 새마을금고 하차 (도보 10분)

소매물도와 등대섬 <명승 제18호> 한산면

쪽빛 바다와 섬 주변의 기기묘묘한 갯바위들이 아

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소매물도와 등대섬은 

총석단애(叢石斷崖)가 특히 절경이다. 물이 빠지

면 걸어서 두 섬을 오갈 수 있는 몽돌밭과 천혜의 

기암절벽 등 섬 전체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경이다.   한산면사무소 (055)650-3600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도보 5분) ⇢ 통영항여객선 
터미널(선편 이용) / 101, 104, 105, 121, 128, 139, 141, 181, 184, 185번 ⇢ 통영유람선터미널(선편 이용)

충무교와 통영운하 16Q·R
바닷물 위로는 배들이, 바다 밑 해저터널엔 사람들

이 걸어 다니며,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충무

교)에 자동차가 다니는 ‘통영운하’는 하늘과 바다와 

바닷속이 하나로 이어진 한국 유일의 3중 교통로를 

자랑하는 곳이다. 예로부터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

고 있다.   관광안내소 (055)650-2570, 0580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500번대 ⇢ 진남초등학교, 충무교 하차

청마문학관 19P
청마문학관에는 청마의 삶을 조명하는 ‘청마의 생

애’편과 작품의 변천·평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

마의 작품 세계’편 및 청마가 사용하던 유품들과 청

마관련 평론·서적·논문을 정리한 ‘청마의 발자취’

편, ‘시 01감상코너’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마문학관 (055)650-2660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인 노선 ⇢ 정량동 새마을금고 하차 (도보 5분)

김춘수 유품전시관 17R
그의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던 육필원고 126점과 침

대, 10폭 산수화 병풍 등의 가구류, 서적류, 생활소

품 등 수백여 점의 다양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한국 문단의 큰 시인이 생전에 생활하던 체

취를 느껴볼 수 있다. 

 김춘수 유품전시관 (055)650-4538

 100번대, 200번대, 501, 504, 505, 531번 ⇢ 봉평오거리 하차(도보 5분)

서피랑마을 17P
통영시내 서쪽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한 서피랑마을

의 99계단에는 박경리 작가의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벽화와 피아노계단, 그리고 200년 된 후박나무 옆 언

덕에는 백록과 꽃사슴이 뛰놀고 있으며, 정상의 서포루

에서 내려다보는 통영항은 또 다른 볼거리다. 또한 이

중섭의 <선착장을 내려다 본 풍경>포토존 조형물과  

<돌아와요 충무항에>노래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서피랑문화관광해설사의집 (055)650-0585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 (도보 5분)

연화도 용머리 욕지면

400여 년전 충무공 이순신과 연화도사, 사명대사, 

자운선사에 얽힌 전설이 있어 불교계의 순례지로 

각광받고 있다. 사방이 기암절벽에 둘러싸여 경관

이 빼어난 데다 용이 대양을 향해 헤엄쳐 나아가는 

형상의 용머리는 절경이다.

 욕지면사무소 (055)650-3580

   101, 104, 105, 121, 128, 139, 141, 181, 184, 185번 ⇢ 통영유람선터미널(선편 이용) / 500, 
501, 530, 580번 ⇢ 당포항 하차 ⇢ 당포항(선편 이용)

통영국제음악당 20R 
1,300석의 메인 콘서트홀과 300

석의 다목적 블랙박스홀, 리허

설룸, 야외공연장, 카페테리아 

등을 갖춘 클래식 전용공연장으

로 세계 정상급 음악인과 음악애

호가들의 전당으로 호평받고 있다. 

 (재)통영국제음악재단 (055)650-0400

 101, 121, 128, 141, 181, 184번 ⇢ 도남동 하차(도보 10분)

강구안 ·거북선과 조선 군선 18P
한때 남해안 항로의 거점 항구였던 곳으로 지금의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중앙·항남동 등의 일부 해안을 

옛날부터 ‘강구안’이라 불렀다. 또한 전라좌수영거북

선, 통제영거북선, 한강거북선과 판옥선 등의 조선

군선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 및 체험을 할 수 있다. 

 통영 삼도수군통제영관리사무소 (055)645-3805

 440, 643,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문화마당 하차

통영시립박물관 <등록문화재 제149호> 17Q
옛 통영군청 자리에 위치한 통영시립박물관은 통영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통영지역

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삼국시

대의 철기류와 더불어 상평통보, 통영자개, 통영장석, 

통영소반, 통영갓 등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다.

 통영시립박물관 (055)646-8371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500번대 ⇢ 만복아파트 하차

사량도 사량면

한려수도에 떠 있는 환상의 섬으로 윗섬(상도)과 아

랫섬(하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사량대교로 연

결되어 있다. 윗섬에는 한국의 100대 명산으로 선

정된 지리산과 불모산, 가마봉, 옥녀봉이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사량면사무소 (055)650-3620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도보 5분) ⇢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선편 이용) /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670번 ⇢ 가오치터미널 하차 ⇢ 가오치여객
선터미널(선편 이용) 

박경리기념관 전도 06J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여 한국문학사에 큰 발자

취를 남긴 소설가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으

로 전시실, 영상실, 자료실을 갖추고 있어 박경리 선

생의 삶과 문학세계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 기념

관 인근에 선생의 묘소가 공원으로 단장되어 있다.

 박경리기념관 (055)650-2541~3

 534, 535, 537번 ⇢ 박경리기념관 하차

한산대첩광장 18Q
한산대첩광장은 조선시대 통제영 소속 군선들이 

정박했던 병선마당을 재현한 곳으로, 임진왜란 당

시 충무공 이순신과 활 쏘는 장수, 노젓는 병사 등 

조선 수군의 군상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광장 

이다.

 관광안내소 (055)650-2570, 0580

 440, 643,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문화마당 하차(도보 5분)

연대도~만지도 보도교 산양읍

탄소배출 제로섬인 '에코아일랜드' 연대도와 만지

도를 잇는 출렁다리는 길이 98m, 폭 2m 규모로 사

람만 건널 수 있는 현수교이다. 출렁다리에서 만지

도 마을까지 해변을 따라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 풍광을 즐기며 걸을 수 있다.  

 관광안내소 (055)650-2570, 0580

   530, 536, 580번 ⇢ 달아마을 하차 ⇢ 달아항(선편 이용) / 530, 532, 533, 536, 580번 ⇢ 연명 
마을 하차(도보 3분) ⇢ 연명항(선편 이용)

통영 세병관 <국보 제305호> 18P

통영 세병관은 제6대 통제사 이경준(李慶濬)이 한산도에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을 두룡포인 이곳으로 옮기고 2년 뒤인 1605년 

(선조 38)에 완공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인 객사건물이다. 

이 건물은 창건 후 약 290년 동안 3도(경상·전라·충청도) 수군을 

총 지휘했던 곳으로 멀리 남해를 바라보며 당시의 위용을 자랑하

고 있다. 지방관아 건물로서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영 삼도수군통제영관리사무소 (055)645-3805 

   가운데 버스번호가 1~2번이 아닌 노선(440, 650, 651, 652, 681번  
제외) ⇢ 중앙시장 하차(도보 5분)

01 평인노을길  도천동

 거리 : 약 4.1km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민양마을 입구(평인일주로) 출발 ⇢ 갈목 ⇢ 해양
소년단거북선캠프 ⇢ 우포마을 ⇢ 평인일주로 노
을전망대 도착

02 통영생태숲길  도천동

 거리 : 약 2.5km   소요시간 : 약 1시간
     통영생태숲 주차장 출발 ⇢ 제1전망대 ⇢ 제2전
망대 ⇢ 통영생태숲 주차장 도착

03 서피랑이야기길  명정동

 거리 : 약 2.4km   소요시간 : 약 1시간
   통영시립박물관 출발 ⇢ 윤이상 학교 가는 길 ⇢ 
화분골목길 ⇢ 명정경로당 ⇢ 명정동커뮤니티센
터 ⇢ 서피랑문학동네 ⇢ 박경리생가 가는길 ⇢ 
서피랑터널 ⇢ 서포루 ⇢ 음악정원 or 피아노계
단 ⇢ 서피랑99계단 도착

04 동피랑길  중앙동

 거리 : 약 1.2km   소요시간 : 약 40분
   충무데파트 위 동피랑 입구 출발 ⇢ 트릭아트 ⇢ 
동피랑갤러리 ⇢ '빠담빠담' 드라마촬영지 ⇢ 동
피랑구판장 ⇢ 동포루 ⇢ 동피랑길 ⇢ 나폴리모
텔 도착

09 미래사 편백나무숲길  봉평동

 거리 : 약 4.8km   소요시간 : 약 2시간
   용화사 광장 출발 ⇢ 띠밭등 ⇢ 미래사 편백나무
숲 ⇢ 미래사 ⇢ 미래사 편백나무숲 ⇢ 띠밭등 ⇢ 
용화사 광장 도착

10 도남 해안길  봉평동

 거리 : 약 2km   소요시간 : 약 50분
   도남동 통영유람선터미널 출발 ⇢ 트라이애슬론
광장 ⇢ 금호마리나리조트(주)통영마리나 ⇢  
수륙해수욕장 도착

11 아름다운 해안 자전거길-삼칭이길 산양읍

 거리 : 약 3km   소요시간 : 약 50분
     수륙마을 출발 ⇢ 통영등대낚시공원 ⇢ 해~바라
기전망대 입구 ⇢ 삼칭이 복바위 ⇢ 통영한산마
리나호텔 & 리조트 입구 도착

12 통영RCE자연생태공원 산책길  용남면

 거리 : 약 2.9km   소요시간 : 약 1시간
   통영RCE자연생태공원 주차장 출발 ⇢ 통영RCE
자연생태공원(둘러보기) ⇢ 공원산책로 ⇢ 솔밤
시길 ⇢ 해군위령탑(이순신공원 내) ⇢ 솔밤시길 
⇢ 통영RCE자연생태공원 주차장 도착

13 장막산 편백숲길  도산면

 거리 : 약 4.2km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도산면사무소 출발 ⇢ 삼거리 수퍼마켓 왼쪽 골
목 ⇢ 장막산 편백숲 입구 ⇢ 편백숲 ⇢ 장막산
(260m) ⇢ 범골고개 ⇢ 일부 국도변 도보 ⇢ 편
백숲 ⇢ 도산면사무소 도착

14 죽림 해안로 산책길  광도면

 거리 : 왕복 약 3.2km   소요시간 : 약 1시간
   꿈과 사랑의 교회 앞 출발 ⇢ 내죽도수변공원 앞 
⇢ 죽림신우희가로 아파트 앞 ⇢ 내죽도수변공
원 앞 ⇢ 꿈과 사랑의 교회 도착

05 이순신공원 산책길  정량동

제1구간 >>> 
 거리 : 약 4.4km   소요시간 : 약 1시간 50분
   청마문학관 출발 ⇢ 통영기상대 ⇢ 망일봉산책로 
⇢ 해군위령탑 ⇢ 이순신공원 ⇢ 이순신장군 동
상 ⇢ 이순신공원 주차장 ⇢ 통영무장애나눔길 
⇢ 망일봉산책로 ⇢ 통영기상대 ⇢ 청마문학관 
도착

제2구간 >>> 
 거리 : 약 2.3km   소요시간 : 약 1시간
   이순신공원 주차장 출발 ⇢ 통영무장애나눔길 ⇢ 
망일봉산책로 ⇢ 해군위령탑 ⇢ 이순신장군 동상 
⇢ 이순신공원 주차장 도착

06 여황산 북포루길  북신동

 거리 : 약 4.6km   소요시간 : 약 1시간 50분
   멍게수협 앞 출발 ⇢ 편백숲 ⇢ 명정고개 ⇢ 편백
숲 ⇢ 북포루 ⇢ 멍게수협 앞 도착

07 무전 해안길  무전동

제1구간 >>> 
 거리 : 왕복 약 5km   소요시간 : 약 1시간
   새통영병원 앞 북신해변공원 출발 ⇢ 북신어민회
관·멍게수협 ⇢ 소포마을 ⇢ 평림생활체육공원 
⇢ 소포마을 ⇢ 북신어민회관·멍게수협 ⇢ 북신
해변공원 도착

제2구간 >>> 
 거리 : 약 700m   소요시간 : 약 10분
   새통영병원 앞 북신해변공원 출발 ⇢ 파로스  ⇢ 
북신어민회관 도착

08 누구나 걷기 편한 길  미수동

 거리 : 약 3.6km   소요시간 : 약 1시간
   탑마트 통영점 인근 수변산책로 등대 앞 출발 ⇢ 
통영해양관광공원 ⇢ 통영파라스파 ⇢ 미수 광바
위 종점 ⇢ 광바위 수변산책로 도착

15 고을개 마실길  욕지면

 거리 : 약 4.1km   소요시간 : 약 1시간
   욕지여객선선착장 출발 ⇢ 동뫼 ⇢ 좌부랑개 근
대어촌마을 ⇢ 산중길 ⇢ 제암마루길(고개마루) 
⇢ 제암새마을회관 ⇢ 욕지여객선선착장 도착

16 옥동로와 비렁길  욕지면

 거리 : 약 5.3km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욕지여객선선착장 출발 ⇢ 해군아파트 삼거리 ⇢ 
옥동로 삼거리 ⇢ 목넘이 ⇢ 고래강정 ⇢ 출렁다
리 ⇢ 펠리컨바위 ⇢ 옥동길 ⇢ 해군아파트 삼거
리 ⇢ 욕지여객선선착장 도착

17 한산섬 와다리길  한산면

 거리 : 약 3.5km   소요시간 : 약 1시간
   추원마을(추봉보건진료소 앞) 출발 ⇢ 한산사 ⇢ 
봉암몽돌해수욕장 주차장 도착

18 고동산 해안둘레길  사량면

 거리 : 약 2.8km   소요시간 : 약 40분
   사량대교 출발 ⇢ 고동산 해안둘레길 ⇢ 대항해
수욕장 도착

통영케이블카 18R
통영케이블카(선로1,975m)는 도남관광지 하

부정류장에서 시작하여 미륵산 8부 능선

에 위치한 상부정류장까지 8인승, 47

대의 자동순환식 곤돌라가 관광객

을 수송한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미륵산 정상에 오르

면 한산대첩의 역사적인 현장과 한려수도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

오며 일본 대마도, 지리산 천왕봉, 여수 돌산도까지 볼 수 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1544-3303

통영어드벤처타워 18S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에 설치된 통영어드벤처타

워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코스와 함께 15m 높이에

서 즐기는 익스트림 스

포츠 체험시설이다. 한

번에 100명 까지 수용

할 수 있으며, 96개의 다양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오스트리아 

'Climbing Tower GmbH'사가 제작했으며, 유럽안전규격 EN15567 

인증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통영어드벤처타워 (055)64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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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충렬사 <사적 제236호> 17P

1606년(선조 39) 제7대 통제사  

이운룡(李雲龍)이  이충무공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세운  

사당이다. 

 통영충렬사관리사무소 (055)645-3229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도보 10분)

욕지도 욕지면

통영항에서 뱃길로 32㎞ 

떨어진 망망대해에 연화

도·상노대도·하노대도·

두미도·초도 등과 함께 

연화열도(蓮花列島)를 이

루고 있는 욕지도(면적 14.5㎢,

해안선 길이 31km)는 연화열도에서 가장 큰 섬으

로 해안풍광이 아름다워 섬관광과 등산, 낚시,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욕지면사무소 (055)650-3580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도보 5분) ⇢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선편 이용) / 500, 501, 530, 580번 ⇢ 당포항 하차 ⇢ 당포항(선편 이용)

윤이상기념공원 17Q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도천동 생가터 주변에 전시실과 프린지

홀, 야외 음악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에는 선

생이 생전에 연주하던 첼로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

은 태극기 등 유품 170여 점과 선생의 흉상이 전시되

어 있다.   윤이상기념공원 (055)644-1210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500번대 ⇢ 윤이상기념관 하차

   141, 181번 ⇢ 케이블카 하부역사·루지 하차/ 
101, 104, 105, 121, 128, 139, 184, 185번 ⇢ 발개삼거리 하차 (도보 10분) 

한산도 제승당 전도 10J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영이 최초로 자리잡은 

곳이다. 한산해역은 세계해전사에 찬란히 빛나는 

한산대첩을 이룬 역사의 현장으

로 이충무공의 호국혼이 살아 

숨쉬는 유서깊은 곳이다. 한

산만의 전경 또한 한폭의 산

수화를 펼쳐놓은 듯 수려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제승당관리사무소 (055)254-4481

   440, 650, 651, 652, 681번을 제외한 시내방면 모든 노선 ⇢ 서호시장 하차(도보5분) ⇢ 통영항여객선 
터미널(선편 이용) / 101, 104, 105, 121, 128, 139, 141, 181, 184, 185번 ⇢ 통영유람선터미널(선편 이용)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18S
세계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어드벤처활동 중 하나

인 루지를 통영에서도 즐길 수 있다. 스카이라인 루

지는 탑승자가 스스로 제어

하며, 총 1.5km의 트랙을 

내려올 수 있도록 고안

된 바퀴 달린 중력놀이

기구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실외놀이활동이다.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주식회사 070-4731-8473  

주요관광지 Tourist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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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여행 Island Tour

  교통편은 통영종합버스터미널 기준임

  교통편은 통영종합버스터미널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