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지도

갈도

삼여

녹운도

외초도

좌사리도

연화도

우도
적도모도

봉도(쑥섬)
모자섬

사이도
막도 소봉도

납도

비상도

두미도

외거칠리도

내거칠리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욕지도

갈도

삼여
광주여광주여

가동서가동서

내초도내초도

녹운도

외초도

좌사리도
국도국도

연화도

우도
적도모도

봉도(쑥섬)
모자섬

사이도
막도 소봉도

납도

비상도

두미도

외거칠리도

내거칠리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천왕봉 등산로

연화봉 등산로

연화도~우도 보도교

욕지면사무소 연화사

동두

해저생태체험지구

해마원오토캠핑장

모밀잣밤나무숲

(주)청보리

후박나무군락지

천왕봉

연화봉

덕동해수욕장

욕지도해안일주도로

욕지면사무소 연화사

동두

본촌본촌

야포

출렁다리

야포

노적노적

혼곡혼곡입석입석
출렁다리

출렁다리출렁다리

연화도용머리연화도용머리

해저생태체험지구

해마원오토캠핑장

모밀잣밤나무숲

(주)청보리

후박나무군락지
연화도선착장연화도선착장

연화도~우도 보도교

천왕봉

대기봉대기봉

약과봉약과봉
연화봉

덕동해수욕장

유동어촌체험마을유동어촌체험마을

도동해수욕장도동해수욕장

두미도선착장두미도선착장

유동해수욕장유동해수욕장

욕지도해안일주도로

새에덴동산새에덴동산

양구두미양구두미양구두미

보덕암

새천년기념공원

보덕암
만물상바위만물상바위

대바위대바위
전망대전망대

새천년기념공원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욕지도선착장욕지도선착장
망대봉망대봉

천왕봉천왕봉

(393.5m)(393.5m)

(212m)(212m)
2코스

1코스

N

S

학림도

연대도

추도

곤리도

비진도 장사도

매물도

소매물도

홍도

두미도

연화도
욕지도

수우도

사량도(상도)

사량도(하도)

               당포항
             중화항

연명항

가오치여객선터미널

달아항

용호도

한산도

통영시중심부

추봉도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산 양 읍

한 산 면

욕 지 면

사 량 면

저도 송도

사량도(상도)

사량도(하도)

사량도(상도)

사량도(하도)

지리산

불모산

칠현산

사량도해안일주도로

지리산

불모산

덕동터미널
사량도선착장(금평항)사량도선착장(금평항)

가마봉가마봉

동백나무자생지동백나무자생지

대항해수욕장

사량대교

대항해수욕장
내지내지

금북개금북개

여개여개 논개논개

돈지돈지
옥동옥동

사금사금

옥암옥암

읍포

외지
통포

농가도

화도

잠도

대호도

수우도

읍포

사량초읍덕분교(폐교)사량초읍덕분교(폐교)

외지

은포
능양

백학

사포

은포
능양

양지양지

백학

사포

통포

느태느태

사량면사무소사량면사무소
최영장군사당성자암 최영장군사당성자암

칠현산

농가도

죽도죽도

화도

잠도

대호도

수우도

사량도해안일주도로

사량대교

설운장군사당설운장군사당

덕동터미널

월암봉월암봉

망봉망봉

용두봉용두봉 대곡산대곡산

외망봉외망봉

작은먹방

큰먹방

작은먹방

큰먹방
외인금외인금

조리바위조리바위

봉화대봉화대

옥녀봉옥녀봉

칠현산 등산로

지리산 등산로

1코스

1코스

2코스

2코스

3코스

(397.8m)(397.8m)
(304m)(304m)

(348m)(348m)

N

S

학림도

연대도

추도

곤리도

비진도 장사도

매물도

소매물도

홍도

두미도

연화도
욕지도

수우도

사량도(상도)

사량도(하도)

               당포항
             중화항

연명항

가오치여객선터미널

달아항

용호도

한산도

통영시중심부

추봉도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산 양 읍

한 산 면

욕 지 면

사 량 면

저도 송도

욕지수협	 (055)642-5196

욕지농협	 (055)641-3730

욕지도우체국	 (055)642-5100

참돔 /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피부미용, 
자양강장, 산후조리 등에 효능이 있으며 청정 
해역에서 자생하여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담백하다.

해산물 / 청정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전복, 
소라, 멍게 등 욕지도 자연산 해산물은 그 맛과 
향이 뛰어나며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바로 맛볼 수도 있다.

욕지면 관광안내도 사량면 관광안내도

Transportation

� 모밀잣밤나무숲
천연기념물 제 343호로 지정된 이 숲에는 100여 그루의 모밀잣밤나무와 
더불어 팔손이, 보리수 등의 육지에서 보기 힘든 난대림과 희귀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다. 화가 이중섭이 '욕지도의 풍경' (1953)을 그린 곳이다.

� 욕지도 천왕봉
욕지도의 최고봉인 천왕봉은 해발 
393.5m의 산으로 그 이름은 예로 
부터 마을 사람들이 산기슭의 제당에 
천황산신(天皇山神·天帝)을 모시고 
제 사 를  지 낸  것 에 서  유 래  했 다 . 
천왕봉 등산은 야포에서 일출봉을 
오르면서 시작되며  천왕봉 등산의 
백미는 산 정상에서 탁 트인 바다와 
밀려온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이다. 

 등산코스

선착장 →혼곡 →대기봉 →천왕봉 →태고암 →시금치재 →약과봉 
→ 논골 →선착장 (약 8㎞, 약 2시간 30분 소요) 

선착장에서 버스이용 →야포 →일출봉 →망대봉 →노적 →혼곡 →
대기봉 →천왕봉 →태고암 →시금치재 →약과봉 →논골 →선착장
(약 12㎞, 약 4시간 30분 소요) 

� 연화사
연화대사와 사명대사의 수도성지로 
1998년 8월에 쌍계사 조실스님 이신 
고산스님이 창건하였다.

� 보덕암
보덕암 5층석탑과 관음상에서 바라 본 
용머리와 바다 풍경은 보는이의 감탄사 
를 절로 나오게 한다.

� 만물상
용머리와 연결된 남쪽 해안에 금강산 
의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바위 
군상이 펼쳐져 있어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 해수욕장
덕동해수욕장
욕지면 서산리 덕동에 위치한 덕동 
해수욕장은 몽돌밭으로 이루어진 약 
300m 의 해변으로 탁 트인 바다가 
일품이다. 주변에 낚시터도 많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도동해수욕장
넓은 몽돌밭과 해안 절벽을 비롯하여 소나무 숲이 한데 어우러져 해수욕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특히 배를 타고 멀리 나가도 물 속이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 바다와 주변의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유동해수욕장
2006년 경상남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섬마을 관광과 체험에 좋은 
곳이다. 해수욕, 갯바위·방파제 낚시, 고동줍기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마을에 어장이 있어 해산물을 맛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 삼여
욕지도의 대표적인 비경이다. 용왕의 
세딸이 있었는데 마을에 900년 묵은 
이무기가 변한 젊은 총각을 세딸이 
사모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왕이 
노하여 세 딸을 바위로 변하게 하였다. 
힘이 장사인 총각은 자기 연인을 돌로 

변하게 한 용왕이 미워 산을 밀어내어 두개의 섬으로 바다를 막아버렸다. 훗날 
세여인이란 뜻으로 삼여라 이름지어졌다.

� 연화도 용머리
통영항에서 남쪽으로 약 24㎞ 해상에 위치한 연화도는 400여 년전 이순신 장군과 
연화도사, 사명대사, 자운선사에 얽힌 전설이 있어 불교계의 순례지로 각광받고 
있다. 기암절벽에 둘러싸여 경관이 빼어난데다 용이 대양을 향해 헤엄쳐 나아가는 
듯한 형상의 바위는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통영 8경 중 하나이다.

� 연화도 연화봉
연화도의 산행은 선착장 오른쪽 끝부분부터 시작하며 약 1.3㎞ 오르면 
연화봉에 이른다. 연화봉에서는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비경과 섬 
동쪽으로 연화도 제일의 절경인 용머리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연화도는 잎이 
좁은 풍란의 자생지 이며 갯바위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등산코스

선착장 →연화봉 →5층석탑 →쉼터 →전망대 →대바위 → 
만물상바위 →동두 →종점 (약 4.8㎞, 약 3시간 소요) 

� 연화도 트레킹
연화도는 트레킹에 안성맞춤인 풍광이 수려한 
통영8경 중 하나이다. 약 6.2km 코스로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트레킹 코스는 선착장 서쪽 
끝의 산길에서 시작되며 계단을 따라 숲으로 
접어들면 길이 넓어져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연화봉 정상은 용머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장소다. 연화도인 토굴터와 사명대사 
토굴터(실리암), 보덕암을 거쳐가는 이 코스는 
출렁다리와 용머리에서 절정에 달한다.

1코스		

2코스		

 항공편 

서울↔진주,	사천	 대한항공	(KAL)	-	매일	왕복	2회	운항

진주,	사천↔제주	
대한항공	(KAL)	-	월,	금,	일	왕복	1회	운항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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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공	권		예	약		 		☎	1588-2001	(KAL)	 ☎	1588-8000	(AAR)

 버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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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종합버스터미널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28)		☎1688-0017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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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권
중부내륙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통영	·	대전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	북통영	I.C.,	통영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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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호남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통영	·	대전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	북통영	I.C.,	통영	I.C.

◆ 문 의

욕지면사무소	 	(055)650-3580	/	통영항여객선터미널	 1666-0960	

당포항 (삼덕항)	 (055)643-8973,	641-3560		

중화항 	 1899-7869,	(055)649-2045

연화봉

배타는 곳 : 통영항여객선터미널 및 당포항(삼덕항), 중화항

통영항여객선터미널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06:30~15:00까지 선편이 있으며 욕지도까지 약 1시간 10분~1시간 
20분(연화도 경유)이 소요된다.

 1666-0960, (055)641-6181

승용차
통영 I.C. → 미늘삼거리에서 좌회전 → 강구안 (충무김밥거리) → 
해안도로 →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서 선편이용 → 욕지도 

대중교통
통영종합버스터미널 → 시내방면 버스(440, 650, 651, 652, 681번 
제외) 약 20분 소요 → 서호시장 하차(도보5분) →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에서 선편이용 → 욕지도

당포항(삼덕항)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3)

06:15~16:30(동계 16:10)까지 선편이 있으며, 욕지도까지 약 55분 
~1시간 10분이 소요된다.     (055)643-8973, 641-3560

중화항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706-17)

06:20(동계 07:10)~15:10까지 선편이 있으며, 욕지도까지 약 
50분이 소요된다.     1899-7869, (055)649-2045

승용차
북통영 I.C. → 원문사거리 지나면서 우회전 → 산복도로 또는 국가 
지원지방도 67호선 (미수~무전) → 통영대교 → 산양읍 당포항 
(삼덕항) 또는 중화항에서 선편이용 → 욕지도

대중교통
통영종합버스터미널 → 시내방면 버스 (500, 501, 530, 580번) 약 
50분 소요 → 원문고개 → 통영대교 → 산양읍 당포항(삼덕항) 또는 
중화항 하차 → 욕지여객선터미널 에서 선편이용 → 욕지도

� 수우도
통영시에서 가장 서쪽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숲이 우거진 섬의 지형이 소처럼 
생긴것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자연경관이 빼어나서 배에서 
바라보는 해안절벽의 기기묘묘한 형상에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 중 
해골바위로 불리는 수우바위는 비·바람에 씻기고 패여나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형상인데, 남해안에서 가장 조형미가 뛰어난 기암으로 알려져 있다. 
동백나무가 많아 일명 ‘동백섬’이라 불리우는 수우도는 동백꽃 피는 3∼4월의 
초봄이면 섬 곳곳마다 붉은 동백꽃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이 되면 감성돔을 낚으려는 낚시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문의. 사량면사무소	 (055)650-3620

													삼천포항여객선터미널	 (055)832-5033,	(055)834-5033	

� 사량도 지리산

사량도 윗섬(상도)에 동서로 길게 뻗은 해발 397.8m의 봉우리가 지리산으로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에 깎인 바위산이 당당한 위용을 뽐내고 있다. 
바위능선을 싸고 있는 숲과 기암괴석들이 조화를 이뤄 신비로운 세계를 
연출하고 있어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 주는 산으로 한국의 100대 명산에 선정된 
산이기도 하다.

 등산코스

																				돈지 →지리산 →월암봉 →불모산 →가마봉 →옥녀봉 →금평(진촌)
                       (약 8㎞, 약 4시간 30분 소요) 

                          옥동 →성자암 →월암봉 →불모산 →가마봉 →옥녀봉 →금평(진촌)
                       (약 5㎞, 약 3시간 소요)

                         내지 →월암봉 →불모산 →가마봉 →옥녀봉 →금평(진촌)  
                      (약 5㎞, 약 3시간 소요)

� 사량도 칠현산

사량도 아랫섬 (하도) 에 위치한 해발 348m의 산으로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따라 크고 작은 7개의 산봉우리가 연이어 솟아 있어 칠현봉 
(七絃峰)이라 하는 데 이 가운데 망산(공수산)에는 옛 사량진의 봉화대 유적이 
있다. 칠현봉 일곱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능선길이 재미있을 뿐 아니라 사방으로 
탁 트여 전망 또한 좋다. 근래 가장 각광받는 등산코스이다.

등산코스

선착장 →등산로입구 →봉화대 →칠현산 →망봉 →용두봉 →읍포 또는 
사량초읍덕분교(폐교) (약 6㎞, 약 3시간 소요)

선착장 →등산로입구 →봉화대 →칠현산 →대곡산 →외망봉 →통포
(약 10㎞, 약 5시간 소요)

� 최영장군사당
최영장군을 신으로 모신 사당으로 ‘장군당  
(將軍堂)’으로도 부른다.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호로 지정되었다. 사당 오른쪽에는 최영장군 
사당과 함께 제당을 구성하는 수령 200년이 넘는 
신목(神木)인 팽나무가 있다. 

� 성자암
사량도 윗섬(상도) 옥동마을의 서북쪽에 있는 
암자로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사량도 지리산 
등반 ( 2 코스) 도중에 만날 수 있다. 등반 중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 설운장군사당
반인반어(半人半漁)의 설운(雪雲)장군 전설이 
있는 수우도의 수 백년 된 느티나무 아래 위치한 
마을의 수호신당이며 매년 음력 10월에 설운 
장군의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1코스 	1코스  

2코스  

3코스  

2코스		

배타는 곳 : 가오치여객선터미널(금평), 미수항(능양)

가오치여객선터미널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542-55)

07:00~17:00까지 약 2시간 간격으로 선편이 있으며 사량도(금평)   
까지 약 35분이 소요된다.  (055)647-014 *주말 1시간 간격 운항

미수항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89)

07:00~16:20까지 선편이 있으며 사량도(능양)까지 약 50분이 소요된다. 
 (055)648-0776~7

승용차

북통영 I.C. → 도산삼거리에서 좌회전 → 가오치여객선터미널에서 선
편이용 → 사량도 상도 (금평)

대중교통

통영종합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670번 시내버스 승차 (1일 5회, 약 40
분 소요) → 도산면사무소 →가오치터미널 하차 → 가오치여객선터미널
에서 선편이용 → 사량도 상도 (금평)

� 대항해수욕장
사량면 금평리 대항에 위치한 대항해수욕장은 뒷편으로 옥녀봉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받쳐주고 있는 곳으로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옥녀봉 바위가 
웅장하며, 해수욕과 낚시, 등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 옥녀봉
사 량 도  지 리 산  자 락 의  옥 녀 봉 
(해발304m)은 봉곳한 산봉우리의 
형상이 여인의 가슴을 닮았을 뿐 
아니라 산세가 여인이 거문고를 타는 
듯한 형국이라는 뜻의 옥녀탄금형 
(玉女彈琴形)이라는 풍수지리설과 
옥녀의 설화에서 유래하였다는 전설의 봉우리이다. 옥녀봉에는 
출렁다리(길이 1구간 39m, 2구간 22.2m×폭 2m)가 건설되어 사량도 
지리산의 명물이 되었다.

사량수협 	 (055)642-6016
www.saryang-suhyup.co.kr

사량농협 	 (055)641-8621

◆ 문 의
사량면사무소	 (055)650-3620	/	통영항여객선터미널	 1666-0960		

가오치여객선터미널	 (055)647- 0147

�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천혜의 비경으로 가득찬 욕지도 동항마을에서 천왕산 대기봉 
(355m)까지 운행하는 욕지섬 모노레일(8인승)은 총 연장 2.1km의 
순환식 궤도로 정상까지 약 16분이 소요된다. 정상에 오르면 연화도, 
우도 등 보석같은 섬들과 쪽빛바다 등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상·하부 승강장과 휴계시설, 편의시설 등이 있다.

◆ 문 의 : 통영관광개발공사   1544-3303(욕지면 욕지일주로 1467)

� 욕지도 출렁다리
욕지도 출렁다리(총 길이 30m, 폭 1.5m)는 이름 그대로 작은 바람과 발걸음 
에도 걸을 때 마다 다리가 출렁이고, 다리 주변으로 펼쳐 지는 풍광이 장관이다.

�  욕지도 가는 길

�  사량도 가는 길

통영항에서 뱃길로 약 32㎞ 떨어진 망망대해에 연화도·상노대도· 

하노대도·두미도·초도 등과 함께 연화열도(蓮花列島)를 이루고 있는 

욕지도는 면적 14.5㎢에 해안선의 길이가 31km 되는 연화열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사시사철 언제 찾아가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섬으로 등산과 낚시, 바다관광과 해수욕을 함께 즐기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다.  총 71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다.

상도와 하도, 수우도 등 3개 유인도와 1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총 26.86㎢ 이다. 사량도는 주섬인 윗섬 (상도)과 아랫섬 

(하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사량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윗섬에는 

바위능선을 싸고 있는 숲과 기암괴석이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지리산과 불모산, 가마봉, 옥녀봉이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랫섬에 

있는 칠현산은 일곱봉우리를 오르내리는 즐거움과 사방으로 탁 트인 

조망이 일품인 등산코스이다. 

교통정보

� 욕지 해맞이축제
지난 20세기 말 새천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남쪽 
끝섬인 욕지도에 열정이 있는 이들이 새천년 
기념탑을 세웠다. 이곳에서 2000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1월 
1일 축제가 개최된다. 
축제에는 영신음악회, 소원 풍선날리기, 떡국 
나눠먹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있으며 매년 
주민과 관광객 1천여 명 이상 참여한다.

●일시.	매년	1월	1일	● 장소.	새천년기념탑	앞		

●문의.	욕지면사무소		 (055)650-3580

� 욕지 섬문화축제
120여 년 전 사람들이 처음으로 욕지도에 살기 
시 작 한  것 을  기 념 하 는  섬 문 화 축 제 는 
한노젓기, 그물코 뜨기, 가두리 낚시, 갯바위 
해상관광, 깜짝경매 등 어촌체험 행사와 
마라톤, 줄다리기, 가족 등반대회 등과 함께 
‘ 욕 지 의  어 제 와  오 늘 ’  사 진 전 ,  백 일 장 , 
사생대회 등 섬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일시.	매년	10월	중	

●장소.	욕지면	동항		

●문의.			욕지면사무소		 (055)650-3580

축제와 이벤트

고등어 / 예로부터 욕지도는 양질의 수산물이 
풍부하여 연중 파시가 열린곳으로 그 중 고등어가 
유명했다. 지금도 욕지도에서 생산된 싱싱한 횟감 
활고등어는 현지에서 별미로 맛볼 수 있다.

고 구 마  /  각 종  영 양 소 가  풍 부 한  대 표 적 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특히, 욕지섬고구마는 비탈진 
황토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머금고 자라 
당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욕 지 감 귤  /  비 옥 한  토 질 에 서  추 운  겨 울 철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감귤보다 저장성도 좋다. 
욕지감귤은 노지감귤로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으로 
유명하다.

특산품욕지

욕지 유동어촌체험마을 
▶�위치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유동마을 일원
▶�체험내용 스킨스쿠버, 선상낚시, 해상낚시체험 등
▶�체험 및 숙박문의  어촌계장☎010-4922-0793  

 사 무 장☎010-4578-5061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주)청보리 욕지면 욕지일주로 896-71 010-5676-6707

해마원 오토캠핑장 욕지면 서촌아랫길 74 010-2109-6757

파라다이스 캠핑장 욕지면 서산리 40-1 010-8014-2000

오토캠핑장

01 욕지면 02 사량면
욕지도/연화도/우도/노대도/두미도 사량도 상도 / 사량도 하도 / 수우도

축제와 이벤트

� 사량도 옥녀봉축제
사량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광을 활용하는 
특색있는 섬문화 축제로 한국의 100대 명산으로 
지 정 된  사 량 도  지 리 산  옥 녀 봉  등 반  외 에 도 
사량도의 특화된 볼거리, 먹거리와 안전기원제, 
길놀이, 어선퍼레이드, 주민들의 장기자랑, 
특별공연, 통영의 특산물로 준비된 시식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일시.	매년	10월	중	● 장소.	사량도	일원		
● 문의.	사량면사무소		 (055)650-3620

야콘 / 야콘은 올리고당, 인슐린, 폴리페놀, 
알칼리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뇨병 예방 및 
치료,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사량멸치 / 청정한 사량도 근해에서 어획 
하여 건조한 사량도 멸치는 단백질과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맛과 빛깔이 고와 세계 
시장에서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성장기 
어린이에게 정말 좋은 식품이다.

특산품사량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쪽빛바다 그리고 그림같은 해안선이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통영의 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통영의 여행섬

통영관광정보센터

통영관광안내소

경남종합관광안내소 

통영종합버스터미널

통영항여객선터미널

통영유람선터미널

Tel : (055)650-2570

Tel : (055)650-0580

Tel : (055)1330

Tel : 1688-0017

Tel : 1666-0960

Tel : (055)645-2307, 646-2307

통영시 관광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Tel : (055)650-0510 TY1912



추 도
용두도

한목

미조

송 도

저 도

학림도

만지도

연대도

마을정보센터

송 도

저 도

학림도

만지도

연대도

추 도

곤리도곤리도
용두도 마을정보센터

대문강정대문강정

에코체험센터

다랭이꽃밭

연대도패총

어둠골

만지봉

금애강정

노랑바위

벌강정

해변데크길

봉수대
몽돌해수욕장

에코체험센터

다랭이꽃밭

찔레군락지찔레군락지

옹달샘옹달샘
오곡도전망대오곡도전망대

연대도패총

어둠골

만지봉

금애강정

노랑바위

벌강정

한목

미조

연대도~만지도 보도교
(출렁다리)

연대도~만지도 보도교
(출렁다리)

연대도선착장연대도선착장

만지도선착장만지도선착장

해변데크길

연대마을연대마을

봉수대

직벽직벽

몽돌해수욕장

연대해변연대해변

해송숲공원해송숲공원

바지락체험장바지락체험장

오도등대
기둥바위

오도등대
기둥바위

연대도지겟길

에코아일랜드
비지터센터

에코아일랜드
비지터센터

곤리곤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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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도

연대도

추도

곤리도

비진도 장사도

매물도

소매물도

홍도

두미도

연화도
욕지도

수우도

사량도(상도)

사량도(하도)

               당포항
             중화항

연명항

가오치여객선터미널

달아항

용호도

한산도

통영시중심부

추봉도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산 양 읍

한 산 면

욕 지 면

사 량 면

저도 송도

추봉도

한산도

장사도 해상공원
(까멜리아)

소덕도

대덕도
가왕도

어유도

매물도

소매물도

대구을비도

화도

홍도

비진도

용호도

비산도

죽도

좌도

송도

추봉도

한산도

대혈도

소혈도

대혈도

소혈도

고동산한산대첩기념비 고동산

등대섬등대섬

봉암 몽돌해수욕장봉암 몽돌해수욕장

추봉교추봉교

비진도 해수욕장비진도 해수욕장

팔손이나무자생지팔손이나무자생지

포로수용소 유적지포로수용소 유적지

예곡어촌체험마을예곡어촌체험마을

한산도해안일주도로한산도해안일주도로

곡룡포선착장곡룡포선착장

거북등대거북등대

덮을개덮을개

여차여차

역졸역졸

동암동암

한산면사무소한산면사무소

제승당제승당

한산대첩기념비

망산망산

내항

외항

선유봉선유봉

비진암비진암 흔들바위흔들바위

내항

외항

외항선착장외항선착장

장사도 해상공원
(까멜리아)

소덕도

대덕도
가왕도

어유도

매물도

소매물도

대구을비도

화도

홍도

비진도

용호도

비산도

죽도

좌도

유자도유자도

송도
소고포선착장소고포선착장

제승당선착장제승당선착장

한산도역사길

망산 등산로

비진도산호길

매물도해품길

소매물도등대길

추원

진두

의암

대항마을선착장

당금마을선착장

대항마을선착장

당금마을선착장

추원

추봉추봉
봉암봉암

진두

장곡

입정포

장곡

창동창동
망산교망산교

동암동암

장작지

하포

장작지

하포

입정포

문어포문어포

의항선착장의항선착장

의암

야소야소

용초

호두

용초

호두

파고라(쉼터)파고라(쉼터)

망태봉망태봉 남매바위남매바위

소매물도 선착장소매물도 선착장

관세역사관
열목개

관세역사관
열목개

(293.5m)(293.5m)

(312m)(312m)

장군봉장군봉(210m)(2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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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도

연대도

추도

곤리도

비진도 장사도

매물도

소매물도

홍도

두미도

연화도
욕지도

수우도

사량도(상도)

사량도(하도)

               당포항
             중화항

연명항

가오치여객선터미널

달아항

용호도

한산도

통영시중심부

추봉도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산 양 읍

한 산 면

욕 지 면

사 량 면

저도 송도

산양읍은 통영의 미륵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섬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몽돌해수욕장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이 펼쳐진 

곳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다. 역사 유적과 체험학습장, 

대안에너지체험센터 그리고 다양한 어종을 자랑하는 낚시터가 많은 

곳으로 연대도, 만지도, 학림도, 송도, 저도, 곤리도 등 89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다.

� 학림도
원래 토박이지명으로 '새섬', 한자지명으로는 '조도(鳥島)'라 불리다가 섬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되자 송림에 많은 학이 날아와 서식하게 되면서 1,900년 
진남군 때 학림도로 개칭한 것에서 유래했다. 면적은 724,144㎡로 남해안의 
어업 중심지이다.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가두리 양식이 활발하다. 
향토 특산물로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기르는 돔, 우럭, 돌돔, 뽈락 등이 있다. 
그림같은 해안선과 아름다운 쪽빛바다가 펼쳐진 곳으로 최규하대통령, 
김영삼대통령, 노무현대통령, 박근혜대통령 네 분의 대통령이 다녀가신 곳이다. 

� 송 도
학림도 앞에 위치한 작은섬인 송도는 
새섬이란 뜻의 '소새섬 (小鳥島)' 
으로 불리던 것이 솔새섬, 솔섬, 한자 
지명인 송도(松島)로 지명이 변천된 
것 으 로  사 료 된 다 .  섬 의  면 적 은 
118,768㎡이다. 

� 저 도
저도(楮島)는 토박이 지명인 딱섬의 
한자지명이다. 다른 이름 으로는 
섬의 형상이 닭모양을 닮았다 하여 
닭 섬 이 라  불 리 다 가  딱 섬 으 로 
와전되었다는 설도 있다. 면적은 
237,679㎡로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 
객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산물로는 
마늘, 시금치 등이 있다.

� 곤리도
미륵도 남서쪽 삼덕리 앞 바다 건너 
에 위치한 곤리도는 고니(백조)가 
나는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곤리라 
부 르 게  되 었 다 .  옛 날 에 는  일 명 
고니섬, 고내섬, 곤이도, 곤하도라 
칭하기도 했으며, 면적 1.459㎢. 
최고점 1,120m. 해안선 길이 약 

7,000m이다. 봄과 여름에는 북상하는 제주난류를 따라 많은 난류성 어족이 
모여들어 어획기에는 낚시객들이 성황을 이룬다.

� 만지도
만지도는 인근의 다른 섬에 
비 해  비 교 적  늦 게  사 람 이 
입 주 한  섬 에 서  유 래 하 여 
늦은섬이라고도 하며, 만지도 
(晩地島)는 한자 지명이다. 
면적은 232,530㎡로 주민들 
대부분이 양식어업에 종사 
하며 참돔, 감성돔, 농어 등 어종이 다양하고 특히, 갯바위 뽈락 낚시터로 
유명하다. 특산물로는 마늘, 고구마 등이 있다.

� 연대도패총
해변 경작지에서 패각과 함께 토기파편이 
출토되면서 연대도의 역사가 신석기 시대 
(기원전 5,000 ~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감이 증명되었고 섬 전체에 유적이 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 10. 31. 사적 제 335호로 지정)

� 몽돌해수욕장
자연스럽게 파도에 밀려와 쌓인 약100m 
길이의 몽돌해수욕장은 특히, 바위 절경이 
아름답다. 작은 바위해변이 양쪽에서 바람을 
막 아 주 어  아 늑 한  몽 돌 해 수 욕 장 은  섬 과 
절벽사이의 V자협곡에 걸린 해가 아름다운 
곳이다.

� 다랭이꽃밭
연대도패총이 있는 윗쪽으로 33층의 다랭이 
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해마다 조금씩 꽃을 심어 꽃밭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꽃양귀비, 수레국화, 감국, 
구절초, 백일홍, 노랑꽃 창포, 분꽃 등이 
심어져 있다.

에코아일랜드 연대도 탄소제로 섬을 꿈꾸다.

인구 80여 명의 작은섬인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여 화석에너지 제로의 섬으로 변모했다.

▶  마을회관 (비지터센터), 경로당, 에코체험센터 : 패시브하우스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하여 냉·난방)

▶  경로당 : 황토찜질방 운영

▶  마을기업 (할매공방) 운영 : 야생에서 직접 채취해 만든 섬 쑥엑기스, 

    섬 국화차, 섬 민들레차, 야생 머위장아찌, 갯방풍 절임 등 특산품

●문의. 055-649-2263 / 010-8014-7151

에코체험센터

폐교로 방치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대안에너지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연수원과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전거 발전기와 태양열 조리기, 자가발전 
놀이기구 등의 녹색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55)649-2263 / www.yeondaedo.com

Eco Island

한려해상 바다백리길은... 청정바다와 통영의 6개 섬을 묶은 길이다. 
바다백리길은 천천히 걸으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움과 
섬사람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길이다.

01 미륵도 달아길
▶ 거리 및 소요시간  14.7km	/	5시간
▶ 탐방코스   미래사→미륵산→야소마을→희망봉→달아전망대

02 한산도 역사길
▶ 거리 및 소요시간  12km	/	4시간
▶ 탐방코스   덮을개→망산→진두

03 비진도 산호길
▶ 거리 및 소요시간  4.8km	/	3시간
▶ 탐방코스   외항선착장→선유봉→비진도	해변

04 연대도 지겟길
▶ 거리 및 소요시간  2.3km	/	1시간	30분
▶ 탐방코스   연대마을→옹달샘→연대해변

05 매물도 해품길
▶ 거리 및 소요시간  5.2km	/	3시간
▶ 탐방코스   당금마을→장군봉→대항마을

06 소매물도 등대길
▶ 거리 및 소요시간  3.1km	/	2시간
▶ 탐방코스 		소매물도	마을→분교→소매물도	등대

● 문의.�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055)640-2400※   바지락체험행사 일정은 수시로 진행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전 

고지하고 있다.

● 홈페이지.	http://haklim.invil.org									● 문의.	 (055)642-1917

학림섬마을

학림마을은 정보화마을 사업과 어촌어항관광지 조성사업에 힘입어 해양 
관광 휴양섬으로 도약하고 있다. 해변공원 및 도로, 편익을 위한 시설과 
바다체험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

사패지 (賜牌地)

임금이 왕족이나 공신 등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공신전 등을 내리고 그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문서로 보증해 준 땅을 사패지라 한다. 숙종 44년 (1718) 군창 (軍倉)에 속해 
있던 연대도의 둔전 30여 마지기 땅이 이충무공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충렬사의 사패지로 
지정되었다. 사패지인 연대도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게 했으니 
주민들은 모두가 충렬사의 소작인이었다. 

�  연대도/만지도/학림도/송도/저도/곤리도 가는 길

배타는 곳 :   달아항 (연대도, 만지도, 학림도, 송도, 저도)  
연명항 (연대도~만지도 보도교〈출렁다리〉)  
당포항 (곤리도)

달아항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3)

07:50 ~16:40 (동계 16:10 )까지 4편의 선편이 있다.
 (055)643-3363

연명항 (통영시 산양읍 연명길 30)

08:30 ~16:00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하고 있다.  
 (055)643-3433

당포항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3)

08:00 ~19:00 (동계 17:30 )까지 선편이 있다.
  010-6324-5651

승용차
북통영 I.C. → 원문사거리 지나면서 우회전 → 산복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미수~무전) → 통영대교 → 당포항(곤리도) 
→ 연명항 (연대도~만지도 보도교〈출렁다리〉) → 달아항 (연대도, 
만지도, 학림도, 송도, 저도) 선착장에서 선편이용

대중교통
통영종합버스터미널 → 시내방면 버스 (당포항 500, 501, 530, 
580번 / 연명항 530, 532, 533, 536, 580번 / 달아항 530, 536, 
580번) 약50분 에서 1시간 소요 → 북신시장 → 중앙시장 → 충무교 
→ 당포항(곤리도) → 연명항(연대도~만지도 보도교〈출렁다리〉) → 
달아항(연대도, 만지도, 학림도, 송도, 저도) 선착장에서 선편이용

◆ 문 의

산양읍사무소	 (055)650-3500	/	관광안내소	 (055)650-2570,	0580

달아항 (저림연곡도선운영회) (055)643-3363	/	연명항 (055)643-3433	

당포항 (협동어촌호) 010-8480-8406	

� 추봉포로수용소 유적지
예곡마을에는 포로수용소가 있었던 
사실을 알려 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포로수용소가 있던 흔적은 사라지고 마을 
중앙에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포로수용소의 정문기둥 일부와 추원과 

예곡마을 중간지점인 동반령에 당시 지휘사령부 터가 조금 남아 있다. 

� 용초포로수용소 유적지
6·25전쟁 당시 거제포로수용소가 수용 규모를 넘어서자 약 8천명의 가장 
악질적인 공산군 포로들을 격리 수용했던 곳으로 약 265㎡ 크기의 감옥과 
깊이 5m의 식수 저장시설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한산도는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영이 최초로 자리잡은 곳이다. 

한산도 앞바다 한산해역은 세계해전사에 찬연히 빛나는 한산대첩을 

이룬 역사의 현장으로 이충무공의 호국혼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유서깊은 곳이다. 한산도 한산만의 전경 또한 한 폭의 산수화를 

펼쳐놓은 듯 수려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추봉도 봉암 몽돌해수욕장
한산면 추봉리 봉암마을에 위치한 봉암 
몽돌해수욕장은 만곡(灣曲)을 따라 약 
1㎞ 정도 펼쳐진 몽돌해변으로, 흔히 
있는 모래해변과는 또 다른 멋을 더해 
주는 해수욕장이다. 이곳에 깔려 있는 

몽돌과 색채석은 수석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름난 ‘봉암수석’이다.

� 장사도 해상공원 (까멜리아)
통영항에서 남쪽으로 약 21.5km(약 40~50분 소요) 거리에 있는 장사도 해상
공원에는 10만 여 그루의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그리고 천연
기념물인 팔색조와 풍란, 석란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동백터널길, 미로정원, 
허브가든 등 20여 개의 코스별 주제정원과 야외공연장, 야외갤러리 등 다양
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곳곳의 전망대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절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교통편은 해상교통 정보 참조) 

● 문의.�장사도	해상공원	 (055)633-0362

● 관람시간 및 정기휴장일.�

����동절기	(10월~3월)	08:30	~17:00	/	하절기	(4월~9월)	08:00	~	19:00	/	

				설날	전일,	당일	휴장

● 이용요금�

� 소매물도와 등대섬
쪽빛 바다와 섬 주변의 기기묘묘한 갯바위들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소매물도와 등대섬은 총석단애 (叢石斷崖)가 특히 절경이다. 물이 
빠지면 걸어서 두 섬을 오갈 수 있는 몽돌밭과 천혜의 기암절벽 등 섬 전체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경이다. (✽교통편은 해상교통 정보 참조) 

� 한산도 망산
한산도 망산 등산로는 주변에 이충무공 유적지가 산재하고 있어 등산과 유적
탐사를 겸할 수 있는 곳이다. 산정에 오르면 동·서·남으로 점점이 떠 있는  
한려수도의 수려한 섬 뿐만 아니라 한산대첩 구국의 현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등산코스는 이충무공 유적지인 제승당(사적 제113호)에서 망산 정상
을 거쳐 면 소재지인 진두마을까지 약 2시간 30분 ~ 3시간 소요된다.

 등산코스

제승당 선착장 → 덮을개 → 이정표 → 망산교 → 망산 → 팔각정
(휴월정) → 전망바위 → 쉼터(전망대) → 진두
(약 5.9㎞, 약 2시간 30분 ~ 3시간 소요)

소고포 →이정표 →망산교 →망산 →팔각정(휴월정) →전망바위 → 
쉼터(전망대) →진두(약 5.2㎞, 약 2시간 ~ 2시간 30분 소요) 

� 한산도 제승당
1593년 8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를 제수 
받아 한산도에 본영을 설치했을 
때 지금의 제승당 자리에 공이 
막료 장수들과 작전회의를 하던 
운주당(運籌堂)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폐허가 된 이곳에 제107대 통제사 
조경(趙儆)이 1740년 유허비(遺墟碑)를 세우면서 운주당 옛터에 다시 집을 
짓고 ‘제승당’이라 이름하였다.

● 문의.	제승당관리사무소	 (055)254-4481

● 입장료.	어른	\1,000 /청소년	\500 /어린이	\200,	단체할인

� 충무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1932년 제승당을 
중수할 때 통영시민의 성금으로 
목조 건물을 지어 이충무공의 
영정(李象範 畵)을 봉안하고 ‘충 
무영당(忠武影堂)’이라 하였다. 

1976년 제승당 일원을 성역화할 때 다시 지어 ‘충무사’라 이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문의.	제승당관리사무소	 (055)254-4481

(단위 :원)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대 인 10,500 - 단체는 30명 이상, 
장애인(1~3급) 및 동반1인, 
장애인(4급 이상) 본인 만,
할인대상자는 신분증 제시

군경, 학생 (중·고생) 8,000 6,000

어린이 (만3세 이상) 5,000 4,500

장애인 5,000 -

구 분 노 선 비  고

제승당~장작지
(제1노선)

제승당~역졸~여차~관암~봉암~
진두~장작지

제승당선착장 출발
06:25~18:25 (1일 17회)

의항~곡룡포
(제2노선)

의항~문어포~장작지~의암~
진두~봉암~곡룡포

의항선착장 출발
07:35~17:35 (1일 7회)

• 제승당선착장에서 추봉도 방향은 진두에서 환승. (제2노선)
•   통영항여객선터미널 행 배편 종료시간(제승당선착장 출항 / 하계 18:30, 동계 17:30)에              

맞추려면 진두 (한산면사무소 앞)에서 (하계 18:00, 동계 17:00) 버스를 반드시 승차.
•   계절 및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산도 마을버스

2코스		

1코스		

배타는 곳 : 통영항여객선터미널

통영항여객선터미널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07:00~18:00까지 선편이 있으며 한산도까지 약 25분 ~ 30분이 소요된다. 

 1666-0960, (055)645-3329, 641-5366

승용차
통영 I.C. → 미늘삼거리에서 좌회전 → 강구안(충무김밥거리) → 해안   
도로 →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서 선편이용 → 한산도 제승당선착장 

대중교통
통영종합버스터미널 → 시내방면 버스 (440, 650, 651, 652, 681번     
제외) 약 20분 소요 → 서호시장 하차(도보 5분) →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에서 선편이용 → 한산도 제승당선착장

◆ 문 의
한산면사무소	 (055)650-3600	

통영항여객선터미널	 1666-0960,	(055)645-3329,	641-5366	

통영유람선터미널	 (055)645-2307,	646-2307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정기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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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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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5 / 18:00

06:25 / 07:45 / 10:05 / 12:05 
14:05 / 16:0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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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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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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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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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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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3) ☎(055)643-3363

달아항~산양읍 일원

선 명 출항시간 기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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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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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항~만지도

선 명 출항시간 기항지

홍해랑호 08:30~16:00 (30분 간격 운항) 만지도 ※연대도~만지도 보도교(출렁다리)

 통영유람선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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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면 관광안내도

산양읍 섬 관광안내도

� 비진도 해수욕장
통영항에서 약 13㎞ 떨어진 한산면 비진리 외항마을에 위치한 비진도 해수욕장은 
해안선의 길이가 약 550m 되는 천연백사장이다. 모래가 부드럽고 수심이 얕은 
데다 수온이 알맞아 여름철 휴양지로 최적지이다. 또 해변 언덕에는 수령 100년 
이상의 해송 수십 그루가 시원한 숲을 이루며 운치를 더해주고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교통편은 해상교통 정보 참조)

시금치 / 비옥한 토질에서 추운 겨울철 바닷 바람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금치보다 저장성도 좋다.

땅두릅 / 한산도, 추봉도에서 생산되는 땅두릅은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어 주며 칼슘이 많고 혈당 
강하 작용이 있어 당뇨병, 신장병에 효능이 있다.

옥수수 / 나이아신, 섬유질, 인, 칼슘, 비타민B1, B2 
등이 함유되어 눈과 장에 좋으며 피부를 탱탱하게 
하며 충치 예방에도 좋다.

미역 / 해류의 이동이 심한 매물도 앞바다에서 
생산되어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알긴산, 칼슘, 
철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산후 조리용으로 좋은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 특히 매물도 돌미역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한산농협	(055)641-5361~3

한산 예곡어촌체험마을
▶�위치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예곡마을 일원
▶�체험내용 바지락캐기, 고동줍기, 선상낚시체험 등
▶�체험 및 숙박문의  어촌계장☎010-5287-1537 

 사 무 장☎010-2261-8074

산양 연명어촌체험마을 
▶ 위치 통영시 산양읍 연명마을(연화리)일원
▶�체험내용 바지락캐기, 바다목장, 레저낚시체험 등
▶�체험 및 숙박문의  어촌계장☎010-2836-0099  

 사 무 장☎010-9559-2389

산양 궁항어촌체험마을 
▶� 위치 통영시 산양읍 궁항마을 일원
▶�체험내용 바지락캐기, 레저낚시체험 등
▶�체험 및 숙박문의  어촌계장☎010-2929-8006  

 사 무 장☎010-6663-3342

소매물도	등대섬	
바닷길	열리는	시간은	
한솔해운	홈페이지
(http://hshaewoon.co.kr)를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정기여객선 / 차량운송선(카페리) / 유람선

해상교통

축제와 이벤트

� 한산도 바다체험축제
요트체험 등 해양스포츠체험과 맨손고기잡기, 
바지락캐기, 한산와다리길걷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린다. 봉암봉돌해수욕장과 갯벌, 
한산 추봉 연도교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바다체험 축제이다.

● 일시.	매년	6월	중	● 장소.	한산면	추봉도	봉암마을	일원	

● 문의.	한산면사무소		 (055)650-3600

� 죽도 별신굿
죽도마을은 수 백년 전부터 풍어와 해상안녕 등 
마을의 안가태평을 기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가 벌이는 세시풍속인 별신굿을 지내 
오고 있다. 남해안 일대에서 죽도마을 만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 일시.	매년	음력	1월	중	● 장소.	한산면	죽도마을

● 문의.	남해안별신굿보존회		 (055)648-3951

� 충무공 이순신장군 제승당 향사
재단법인 제승당영구보존회에서는 2004년 
부터 이충무공에 대한 향사를 제승당에서 
봉행해오고 있다. 이날은 한산면민과 전국의 
출향인 등이 참석하여 이순신 장군의 얼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긴다.

● 일시.	매년	음력	9월	중정일(中丁日)	● 장소.	제승당

● 문의.	제승당영구보존회		 (055)644-3800

한산

멸치 / 청정한 한산도 근해에서 어획하여 건조한 
무공해멸치는 칼슘 및 인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식품이다.

홍새우  /  하포마을에서 생산되는 홍새우는 
키토산이 풍부하며, 노화를 방지하고 골다공증에 
효과가 탁월하고 빛깔이 고와 선물용으로 좋다.

03 한산면 04 산양읍
한산도/추봉도/비진도/장사도/매물도/소매물도 연대도 / 만지도 / 학림도 / 송도 / 저도 / 곤리도

�  한산도 가는 길

� 연대도
옛날 왜적의 침략에 산정에서 불을 피워 연기로 위급함을 알렸던 연대가 설치된 것에서 
유래된 연대도는 수려한 풍광과 신석기 시대의 흔적인 패총이 있는 섬이다. 면적 
784,481㎡로 전복과 해삼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여 일제시대부터 머구리(잠수기) 
어업이 발달했다. 특산물로는 마늘, 방풍나물, 취나물, 시금치 등이 있다.

특산품

� 연대도~만지도 보도교 (출렁다리)
연대도와 만지도를 잇는 길이 98m, 폭 2m 규모의 사람만 건널 수 있는 
현수교로 다리 주변으로 한려수도의 절경이 펼쳐지고 바람에 따라 
출렁임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출렁다리이다.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통제영오토캠핑장 한산면 한산일주로 171 010-7343-1603

오토캠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