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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정원, 순천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미래의 다양한 정원 문화 기술을 전시·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생태 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친환경 박람회

입니다.‘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열리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세계의 

다양한 정원 문화를 비롯해 각종 문화 행사와 생태 체험을 통해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제관인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는 순천만 이야기를 3D 영상으로 만나고, 살아 

있는 동식물을 통해 순천만과 그 속에 살아 있는 생명들의 생생한 모습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11개국의 세계 정원에서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각국의 정원 문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국내외 도시와 기업, 작가 등이 

직접 조성한 참여 정원에서는 재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된 특색 있는 

정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의 그림으로 전시된 꿈의 다리,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가 참여해 조성한 순천 호수 정원과 갯지렁이 다니는 길 등 다양한 정원들이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여러분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로 떠나는 유쾌한 여행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즐거운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이만의, 송영수

환영의 인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 

입니다.

정원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장소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대화의 장이며, 따뜻한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휴식을 주고, 여가와 레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생태체험이  

어우러져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선물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고민하는 지금,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는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델을 보여주는 기회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생태 도시 순천시가 세계 속의 

명품 생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184일 동안 펼쳐지는 꿈의 향연!

이곳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장 

순천시장 조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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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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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기간 : 2013년 4월 20일~10월 20일(6개월간)

● 개최 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오천동 일원, 순천만

                     (박람회장 면적 : 약 1,112,000m²)

● 주제 : 지구의 정원, 순천만

● 주요 내용

- 공식 행사 :  개막식, 개장식, 폐막식, 국가의 날, 지자체의 날 

- 정원 관람 :  세계정원, 테마정원, 참여정원, 수목원, 순천만 등

- 전시·체험 :  국제습지센터, 한방체험관, 실내정원, 에코지오온실, 

    어린이놀이정원 등

- 공       연 : 주제 공연, 국가 전통 공연, 초청 기획 공연,  

     지역 단체 예술 공연 등

1. 박람회 개요

Par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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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코트
●  흑두루미(꾸루와 꾸미)는 농게(농이), 꽃, 갈대, 짱뚱어(짱이) 등 순천만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친구들입니다.

●  ‘꾸루’와 ‘꾸미’는  순천만을 대표하는 동물로 친환경, 가족애를 상징하며 명칭은 

흑두루미의 울음소리 ‘꾸르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엠블럼의 의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 엠블럼 ECOGEO는 

생태계를 뜻하는 Ecosystem과 지구를 뜻하는 Geo가 

결합되어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박람회, 지구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박람회를 의미합니다.

● 순천만의 에코벨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세계 5대 연안 습지의 중심 순천만은 22.6km²에 이르는 갯벌과 그곳에 자리 

잡은 갈대밭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고, 철새들이 날아와 힘겨운 날개를  

쉬어 갑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조성되어 팽창하는 

도심에서 순천만을 보호하는 에코벨트(eco-belt)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정원이 

순천만과 함께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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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35) 실내(26)

구분 참가 현황 구분 참가 현황

국가
(도시)

터키, 중국(시안), 인도(뉴델리),
볼리비아(메카파카), 서울, 광주, 
수원, 부산, 고흥

국가
(도시)

일본(카누마), 일본(이즈미),
인도(뉴델리_Amit), 케냐(나이로비),
스리랑카, 수단(하르툼),
베트남, 세이셸,
바누아투, 홍콩, 한국(담양군)기업

일본(도쿄_고스키),
SK, 하나은행, 광주은행,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현대하이스코
녹색조경

작가

영국(런던_Gavin),
영국(브라이튼_Andy),
호주(멜버른_Jim), 에이트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디자인 린,
씨토포스디자인, 건국대학교,
Garden5090, 조경작업소 울,
그람디자인

작가

그람디자인1, 그람디자인2, 산내들,
정원사의 작업실 오랑쥬리,
바보아트디자인, 에뛰드 아미, 
이소연, 틔움, 온누리플라워&가든

기타

독일(라인마인대),
환경부, 서울대+독일 라인마인대,
범시민협의회, 한국조경수협회,
전남새마을회, 라이온스클럽 

기타

AIPH, 프랑스(낭트_Loic),
프랑스(파리_Thebaud),
영국(미들섹스_Sally),
영국(노팅엄트렌트대학), 
한국조형연구소

세계 정원(11) : 각 국의 전통 정원문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정원(61) : 국·내외 도시, 기업, 작가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실내·외에 

조성한 정원입니다.

테마 정원(11) : 정원박람회 개최 의미를 담아 조성한 정원입니다.

한국,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 태국

순천호수정원, 야수의 장미정원, 흑두루미 미로정원, 도시숲, 갯지렁이 다니는 길, 

무궁화정원, 바위정원, 어린이놀이정원, 나무도감원, 철쭉정원, 수목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23개국 83개 정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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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 개최 목적과 순천만

●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습지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순천만에서 도심 

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 1,112천m²의 규모로 조성된 정원박람회장은  

무분별한 도시 팽창으로부터 순천만을 보존하는 에코벨트입니다.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시스템을 완성하고  

조경, 화훼, 한방, 뷰티 산업 등 신 성장 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순천시를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Par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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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의 가치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은 갯벌 22.6Km²와 갈대 

군락지 5.4Km², 그리고 그 곳에서 살아가는 120여종의 식물들이 사는 하늘이 내린  

정원입니다. 해마다 235종이나 되는 철새들이 찾아와 지친 날개를 쉬고, 수백만 명이 

갈대숲 사이를 걸으며 치유의 힘을 얻습니다. 지난 2006년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어 

국제적으로 보호받으며, 명승 4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이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전 세계적으로 

파괴되어가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조약으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협약이 조인되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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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갈대밭에 나무 데크를 놓아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전봇대 282개와 6동의 음식점들을 철거하고, 내륙 습지를 만들어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순천만이 갯벌의 능력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순천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도시로 만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 순천만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들

*철새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종),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326호), 

쇠백로, 황로, 도요새, 큰고니 등

*갯벌 생물

짱뚱어, 농게, 방게, 칠게, 갯지렁이 등 

*갯벌 식물

갈대, 칠면초, 퉁퉁마디, 갯개미취, 모새달,  

해홍나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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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준 선물, 순천만을 위해 살아 있는 생태 라인 에코벨트를 만들었습니다. 

박람회장은 박람회가 끝나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더욱 풍요로운 모습으로 

발전해갈 공간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순천만에게 돌려주는 또 다른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며, 꽃과 나무를 심으며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 이유입니다.

3.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희망

Par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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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바꾸는 대서사시

정원박람회는 볼거리 많은 박람회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과 순천시, 우리의 미래를 바꿀 녹색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는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가꿔져야 합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공간, 2013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지구를 바꾸는 큰 생각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정원에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가 딛고 선 지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꽃과 나무를 키우는 태양과 바람, 흙과 물에 인간의 

노력을 더했습니다. 

하늘이 만든 생태 정원, 순천만과 함께 지구에 녹색 

점 하나를 찍는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 순천시를 바꾸는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의 가장 큰 수확은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시 브랜드의 변화입니다. 정원

박람회는 순천을 글로벌 생태 도시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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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는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그 결과 박람회의 자랑거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를 쉽게 옮겨 심고 착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여 완성한 말뚝형 지주목,

버려진 자연을 박람회장에 옮겨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준 친환경 공간, 

순천만의 미래를 책임질 에코벨트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박람회장입니다.

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자랑

Par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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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받은 박람회 : 말뚝형 지주목,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나무를 지탱시키다 

말뚝형 지주목은 나무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지주목을 땅속 깊이 묻어  

수목끼리 연결하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수목을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의 나무들이 비바람과 강풍에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뿌리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번호 10-2011-0096859)

● 친환경 박람회 : 버려진 자연을 박람회장에 옮겨와 살려내다

    *버려질 수목으로 꾸민 정원과 산책로 

간벌 후 방치되었거나 버려질 위기에 처한 수목들이 박람회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수목들은 튼실하게 자라났습니다. 박람회장의 산책로와 정원이 

더욱 소중한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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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파낸 돌

박람회장 건설 현장과 순천시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돌들이 박람회장을 

꾸미는 훌륭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기증받은 수석들과 어우러져 각기 개성을 

뽐내는, 세상에 하나 뿐인 돌입니다.

*준비한 친환경 퇴비, 지렁이

박람회장의 꽃과 나무들을 키우는 자연 영양제 퇴비는 어느 소설가가 쓴 

‘지렁이의 가르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박람회장 내 500m²부지에서  

얻은 미생물과 지렁이 분뇨를 혼합하여 친환경 퇴비를 만든  것입니다. 박람회장에는 

거름이 700t 정도가 들어갔는데, 모두 지렁이 분변토로 생산해 사용했습니다. 

*순천만 갈대로 만든 울타리 가림막

박람회장 공사 현장의 가림막은 순천만의 갈대를 엮어 만든 것으로, 차가운 공사 

현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구조물입니다. 일반 가림막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높이 

2.5m 울타리는 나중에 거름으로 재활용됩니다.

*컨테이너를 연결한 꿈의 다리

컨테이너 30개를 연결하여 만든 꿈의 다리는 컨테이너의 구조적 특성을 살려 비와 

햇살을 피하는 쉼터 역할까지 겸합니다. 물질의 순환과 재활용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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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박람회 : 순천만의 미래를 생각하다

산업박람회와 다르게 박람회가 끝나도 철거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일 없이 그대로 

보존하여 울창한 숲과 정원으로 남습니다. 

순천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만들어진 에코벨트는 

미래 지향적인 명품공원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래

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 함께하는 박람회 :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꾸며지다

*참여 정원 조성

박람회장의 개울 길을 따라 조성된 정원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꾸며졌습니다. 

‘전통과 실용, 미래와 도시’를 주제로 열린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가를 비롯하여 

국내외 도시와 기업들이 직접 조성한 정원입니다. 

*학생 홍보대사 활동

2010년 12월 창설된 학생 기자단은 온·오프라인에서 재치 있고 신선한  

시각으로 박람회를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관람객을 위한 안내 서비스와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는 자원봉사자와 전문 

해설사들이 담당합니다. 원예나 조경 전문가도 있습니다. 박람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펼쳐진 홍보 활동과 기타 준비 작업에 자원봉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평 정원 조성 

3.3m²(한 평) 정도 되는 땅에 갈대와 화초, 재활용품 등을 이용해 만드는 나만의 

정원입니다. 박람회 기간에 경연 대회가 개최되어 정원 가꾸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정원 문화를 접하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SNS 서포터즈 

2013년 3월 발대식을 갖고 전국 SNS 사용자 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SNS로 

정원박람회의 눈과 귀가 되어 정원박람회 소식을 국내·외에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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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운영

정원박람회장

기간 입장 가능 시간 폐장 시간

4월 20일~5월 31일 오전 9시~오후 5시 오후 7시

6월 1일~8월 31일 오전 9시~오후 7시 오후 9시

9월 1일~10월 20일 오전 9시~오후 5시 오후 7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매표 시간 입장 가능 시간 폐장 시간 휴관

오전 8시~
오후 6시

오전 8시~
오후 6시

해 질 때까지
(천문대 오후 10시)

박람회 기간 중 휴관 없음
(단, 생태체험선, 갈대열차, 

매주 월요일 휴무)

※기상 여건 등 사정에 따라 입장 시간이나 폐장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입장시 박람회입장권 소지자는 무료입장이며, 

   개별 입장시 요금은 성인 2,000원(20인 이상 단체 성인 1,5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 문의 전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고객센터 : 1577-2013

● 입장·폐장 시간

Par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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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장료

세부 사항성인
(만 19~64세)

청소년
(만 13∼18세)

어린이
(만 4∼12세)

보통권 16,000원 12,000원 8,000원 ●  1일 관람권

단체권 13,000원 10,000원 6,000원 ●  1일 관람권(내국인 30인, 외국인 10인 이상)

야간권 8,000원 6,000원 4,000원 ●  6~8월(관람 시간 오후 5~9시)

2일권 24,000원 18,000원 12,000원 ●  2일 관람권(연속 2일 입장 가능)

시민권 60,000원 50,000원 40,000원 ●  박람회 전 기간 관람권(누구나 구입 가능)

특

별

할

인

권

보
통
권

8,000원 3,000원 2,000원 1일 관람

●    65세 이상자
  (1948. 12. 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군인(하사 이하), 
  4~6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1~3급 상이자)의 
보호자 1인

●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  교육기관 등 체험 학습 어린이·학생 단체

시
민
권

30,000원 25,000원 20,000원
전 기간
관람

●   65세 이상자
  (1948. 12. 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군인(하사 이하), 
  4~6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1~3급 상이자)의  
보호자 1인

●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제
휴

할
인

8,000원 6,000원 4,000원 1일 관람

●   하나SK에코지오카드 소지자, 하나은행  
녹색적금 가입자, 광주은행 꾸루꾸미적금 
가입자(4인 가족 기준 1회)

무료 입장

●   국가유공자(유족)와 1~3급 장애인
●   단체 관람객 인솔자, 안내 교사, 버스 기사 등(내국인 30인당, 외국인 10인당 1인 원칙)
●   만 4세 미만 : 가족 동반 입장 시 무료(어린이 단체 관람 시 유료)
●   ‘꿈의 다리’ 그림 참여자 : 가족 동반 입장 시 1회 무료(어린이 단체 관람 시 유료)

*박람회 티켓 소지자 순천 주요 관광지 5개소 무료 입장 : 관광지별로 1회에 한함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낙안읍성민속마을, 순천드라마촬영장,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자연휴양림

*할인 혜택

  송광사, 선암사 입장료 50% 할인

●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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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의 희망 - 권장 시간 : 5시간 30분  
주제 : 생명이 피어오르는 습지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다.
주요 동선 빛의 서문(입구)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 순천만WWT습지 - PRT광장 -

에코지오온실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꿈의다리 - 중국정원 - 프랑스정원 

- 갯지렁이 다니는 길 - 순천호수정원 - 흑두루미 미로정원 - 야수의 장미정원 -  

지구 동문(출구) 

주요 방문 시설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순천만 WWT 습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순천 호수정원

 초록의 숨결 - 권장 시간 : 4시간(순천만 포함 시 6시간 30분) 
주제 : 아낌없이 주는 자연에서 아름다운 나무와 함께 치유의 공간을 걷다.
주요 동선 빛의 서문(입구) - 나무도감원 - 한국정원 - 남도숲길 - 편백숲 - 수목원

전망지 - 철쭉정원 - 순천만WWT습지 - PRT광장 - 에코지오온실 - [선택 코스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꿈의 다리 - 중국정원 - 프랑스정원 - 한방체험관 - 독일정원 -  

바위정원 - 태국정원 - 일본정원 - 약용식물원 - 실내정원 - 지구 동문(출구)

주요 방문 시설 한국정원, 수목원, 한방체험관, 약용식물원

6. 관람 동선과 명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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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풍경 - 권장 시간 : 4시간 30분(순천만 포함 시 7시간)
주제 : 만남이 가득한 정원을 걸으며 세상과 소통하다.

주요 동선 지구 동문(입구) - 야수의 장미정원 - 흑두루미 미로정원 - 갯지렁이 

다니는 길 - 프랑스정원 - 중국정원 - [선택 코스 : 꿈의다리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꿈의다리] - 한방체험관 - 독일정원 - 참여정원 - 네덜란드정원 - 미국정원 -  

스페인정원 - 이탈리아 정원 - 영국정원 - 일본정원 - 태국정원 - 바위정원 - 실내정원 

- 조경산업관 - 지구 동문(출구)

주요 방문 시설 세계정원, 참여정원, 실내정원 

 자연과 동화 - 권장 시간 : 5시간(순천만 포함 시 7시간 30분)
주제 : 자연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다.
주요 동선 지구 동문(입구) - 실내정원 - 어린이놀이정원 - 야수의 장미정원 - 

흑두루미 미로정원 - 순천호수정원 - 한방체험관 - 프랑스정원 - 중국정원 - 

꿈의다리 - PRT광장 - 에코지오온실 - [선택 코스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순천만국제 

습지센터 - 빛의 서문(출구)

주요 방문 시설  실내정원 & 어린이놀이정원 & 흑두루미 미로정원 & 순천호수정원 & 한방

체험관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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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동반 가족 추천 코스

빛의 서문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 야생동물원 - 꿈의다리 - 실내정원 - 어린이 

놀이정원 - 잔디마당

연인들을 위한 추천 코스 

지구 동문 - 야수의 장미정원 - 갯지렁이 다니는 길 - 프랑스정원 - 중국정원 - 

한방체험관 - 독일정원 - 네덜란드정원 - 미국정원 - 태국정원 - 실내정원

관람 유형별 추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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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단체 추천 코스  

빛의 서문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 꿈의다리 - 흑두루미 미로정원 - 식물공장 - 

실내정원 - 생태체험교육장

 

 그린 트레킹 코스  

한국정원 - 늘푸른정원 - 철쭉정원 - 순천문학관 - 순천만 갈대밭 - 용산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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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체험과 동심이 있는 명소

*한방체험관(세계정원 구역)

관람객을 위한 건강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사상 체질 진단 체험과 함께 흥미로운 한의학 지식을 알려

드립니다. 약용식물원에서 만난 식물들이 한의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꿈의다리(습지센터 구역과 세계정원 구역을 이어주는 다리)

동천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박람회장을 연결해주는 다리

입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다리를 건너며 세계 어린이들이 

그린 꿈의 그림과 알록달록 채색된 문자 14만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의 다리를 디자인한 강익중 씨는 

2010상하이엑스포 당시 한국관에 한글 설치작품을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작가입니다.

*어린이놀이정원(세계정원 구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설계된 정원으로 뽀로

로와 토마스 기차, 앵그리 버드, 디보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정원에서 온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흑두루미 미로정원(세계정원 구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 꾸루를 디자인한  

흑두루미 미로정원은 길을 잃은 앨리스가 되어보는  

공간입니다. 가족과 손잡고 좁은 길을 헤매며  

‘행복한 길 잃기’와 출구를 찾는 재미를 느껴 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 추천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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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을 만드는 명소

*한국정원(수목원 구역)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정원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

입니다. 왕과 왕비가 거닐던 정원,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군자의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잊고 

지내던 고향의 풍경을 보는 듯한 소망의 정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정원(세계정원 구역)

정원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화에서 본 정원의 풍경 속을 걸어보고, 호젓한 벤치에 

앉아 사색의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알록달록한 꽃과 나무들이 오솔길을 내어줍니다. 

*순천호수정원(세계정원 구역)

둥근 언덕이 호수를 감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젱스가 순천의 지형을 형상화한 호수 

정원입니다. 초록언덕 위에서 넓게 펼쳐진 박람회장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야수의 장미정원(세계정원 구역)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며 장미를 키운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떠올려보는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최고의 꽃입니다. 정원 

가득 피어난 장미들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세레나데를 

불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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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지렁이 다니는 길(세계정원 구역) 

영국 ‘첼시 플라워 쇼(Chelsea Flower 

Show)’에서 2년 연속 입상한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의 작품입니다. 

갯지렁이가 다니는 갯벌 위의 길을 

입체적으로 드로잉 한 것처럼 표현 

되었으며, 이 곳에서 갤러리, 도서관, 

쥐구멍 카페 등 재미난 공간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실내에 만들어진 신기한 명소

*에코지오온실(습지센터 구역)

유리온실에 만들어진 열대의 정원입니다. 물의정원,  

이벤트정원, 야생화 분재원을 돌며 이색적인 정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중 정원과 식충식물원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기획정원(세계정원 구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특별히 꾸민 실내 

정원에는 원시정원, 정글정원, 초이스정원과 함께 고증을 

거쳐 꾸민 전통 정원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식물공장(세계정원 구역)

최첨단 기술로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입

니다. 이동식 식물 재배 공간과 최첨단 경작지를 체험하

며 미래의 농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확인할 수있

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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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소통하는 명소

*순천만국제습지센터(습지센터 구역)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 사는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정원박람회의 주제관입니다. 습지의 자연정화 원리,  

생물과 공존하는 모습과 세계적인 생태도시들도 만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습지센터 지붕에 조성된 하늘정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간입니다.

*순천만 WWT 습지(습지센터 구역)

WWT(Wildfowl and Wetland Trust : 야생 조류, 습지

보호 트러스트)는 야생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시민 단체입니다. WWT의 조언이 반영된

순천만 WWT 습지에서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야생  

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습지 구역)

동천 하구에서 순천만 바다로 나가는 길은 4km에 이르는 

갈대밭이 펼쳐집니다. 국제적 희귀 조류의 월동지이자, 

습지 생태계의 보고인 순천만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명소입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S자형 수로를

따라 생태체험선이 오가고, 붉은 빛으로 물드는 해넘이 

풍경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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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는 방문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이 준비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남도식당 3곳을 비롯해 

카페 2곳, 패스트푸드점 5곳, 레스토랑 1곳, 매점 11곳과 주차장, 화장실, 쉼터, 

응급의료센터, 미아·장애인 보호소 등의 편의 시설과 농·특산품, 공산품, 

수공예품, 조경·화훼 상품 판매 시설 등이 있습니다. 

7. 운영 시설

남도식당

전라남도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남도식당은 지역민이 직접 키우고 수확한 재료로 

음식을 만듭니다. 짱뚱어탕, 장어탕, 비빔밥, 갈비탕, 떡갈비, 수제 돈가스, 냉면, 해물

칼국수 등 장인의 손맛이 담긴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Tip

Par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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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정원이야기
발길 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햇살 듬뿍 받고 까르르 웃는 꽃과 자신의 길을 찾아 힘차게 줄기를 뻗는

 나무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길은 정원으로 이어집니다.

정원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은 작은 우주입니다.

꽃과 나무의 이야기, 정원을 가꾼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담긴 노래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기 위해

정원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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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연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관람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출입문에도 

자연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에코벨트의 시작이자, 끝없이 이어질 순천만의 역사를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1. 순천만의 역사를 여는 박람회장의 문

● 자연을 상징하는 ‘빛의 서문’

박람회장의 첫 관문 ‘빛의 서문’은 땅으로 쏟아지는 빛을 한곳으로 

모으는 선큰(sunken) 광장 형태다. 침하된 지형을 그대로 살려 도시 속 

자연을 꿈꾸는 사람들이 기대와 호기심을 품고 박람회장에 들어 오도록 

디자인했다. 낮게 가라앉은 지형은 광장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식생을 살려 출입문으로 사용한 자연 친화형 구조물이다. 

● 지구를 상징하는 ‘지구 동문’

지표를 뚫고 올라 온 지구의 기운을 상징하는 문이다. 우뚝 솟은 석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디자인했다. 방문객이

땅의 에너지를 듬뿍 받으며 박람회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공간이다.

●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상징하는 ‘꿈의 남문’

만남의 광장과 함께 있는 ‘꿈의 남문’은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동천변에 있다. 세계정원 구역으로 이어지는 꿈의다리가 꿈의 남문 앞에

연결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자연의 만남이 시작되는 

곳이다. 

Part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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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서문

지구 동문

꿈의 남문

1. 순천만의 역사를 여는 박람회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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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원과 늘 푸른정원, 편백숲과 철쭉 정원이 있는 

수목원 구역은 아름드리나무와 고즈넉한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천천히 걸으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명상의 공간도 있습니다.

2. 나무들의 천국, 수목원 

    ARBORETUM ZONE

PartⅡ



43

● 한국정원(Korean Traditional Garden)

한국의 오래된 정원 풍경을 재현한 정원이다. 오래 머무를수록 멋스러움이

더해지는 한국 정원은 자연의 모습과 그곳에 깃들어 사는 사람의 온기가 더해져 

완성되는 공간이다. 지형적 특성을 거스르지 않고 외면보다 내면의 멋을 중시하는 

한국정원을 느낄 수 있다.

면적 : 20,000m²주요 시설 : 궁궐의 정원, 군자의 정원, 소망의 정원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소나무, 단풍나무, 수양벚나무, 말채나무 등 628주. -  

관목 : 해당화, 모란, 앵두나무 등 4,466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수련,  

꽃창포, 국화 등 21종 16,960본. - 잔디 : 4,879m²(한국잔디). 

*궁궐의 정원

창덕궁 후원을 재현한 정원이다. 교태전 후원과 꽃담으로 들어서면 부용지와 

부용정, 어수문을 만난다. 교태전 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아미산의 화계는 신선의 

세계를 보는 듯하고, 낙선재의 만월문과 연경당의 불로문을 재현한 공간도 정원을 

둘러보는 정취를 더해준다.

*군자의 정원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산속에 은거하며 학문을 닦고 심신을 수양하던 선비의 

정원을 둘러본다. 담양 소쇄원의 광풍각, 경북 영양의 서석지, 덕천서원의 세심정처럼 

선비들이 사랑했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소박한 정자의 툇마루에 앉으면 자연이 

그대로 정원이 된다.

*소망의 정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이 무탈하기를 빌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정겹고 

애틋한 서민의 정원이다. 들꽃이 피어난 소망 정원은 우리가 잊고 있던 마음의 

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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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푸른정원(Evergreen Garden)

수목원 부지에 자생하던 녹나무와 함께 후박나무, 가시나무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 

푸른 남도의 숲을 보여주는 정원이다. 상록활엽수가 만드는 운치 있는 산책로와 

사색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늘푸른정원 끝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상징하는 에코지오 탑이 있다. 푸른 지구를 소중히 가꾸는 노력에 부응하는 순천

시의 의지를 표현했다.

면적 : 10,000m²주요 시설 : 돌담, 나무데크, 산책로, 벤치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녹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290주. - 관목 : 남천, 

홍가시나무, 산수국 등 16,348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금테줄사철, 인동

덩굴 등 4종 62,500본. - 잔디 : 885m²(한국잔디).

늘 푸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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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감원(Tree Ground)

식물도감에서 보던 다양한 나무가 있는 정원이다. 꽃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스마트폰의 QR코드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나무 도감원의 장점이다. 난대 수종과 

온대 수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훌륭한 학습의 장이 된다. 산책로와 벤치가 

마련되어 쉼터로도 좋다.

면적 : 15,300m²주요 시설 : 초가집, 트렐리스, 쉼터, 벤치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황벽나무, 회화나무, 굴거리나무 등 265주. - 관목 : 좀작살나무, 

다정큼나무, 유카 등 3,478주. 대표 화훼와 잔디 - 화훼 연출 : 히아신스, 버베나, 

토레니아 등 55품종 232,800본. - 초화류 : 개미취, 원추리, 매발톱꽃 등 63종 

28,921본. - 잔디 : 5,689m²(한국잔디). 

● 철쭉정원(Royal Azalea Garden)

순천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철쭉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이다. 국내에서 생산

되는 철쭉의 70%가 순천에서 재배된다. 산비탈을 따라 철쭉 100여 종이 자태를

뽐내며 식재되었는데, 암석과 철쭉이 어우러진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면적 : 10,742m²주요 시설 : 원두막, 쉼터, 산책로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산수유, 단풍나무, 금목서, 얼룩식나무 등 297주. - 관목 : 철쭉, 남천, 황금편백, 

흰말채나무 등 112,705주.

나무 
도감원

철쭉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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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백숲(Cypress Plantation Forest) 

편백 1,000여 주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맡으며 걸을 수 있는 숲이다. 수목원

구역의 중턱에 있어 한적하게 삼림욕을 즐기며 사색하기 좋다. 산책로를 따라

벤치가 있고, 편백숲 뒤편으로 소나무 숲길이 300m 남짓 이어져 관람객에게

여유를 선물한다.

● 수목원전망지(Woody Mountaintop View)

걷기 편하게 이어진 길의 끝자락, 산꼭대기의 탁 트인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순천의 

드높은 하늘과 유유히 흘러가는 동천, 다양한 빛깔과 형태로 조화롭게 구성된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른 아침의 신선한 풍경부터 

해 질 무렵 붉은 노을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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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 나라, 습지센터 

    WETLAND CENTER ZONE

PartⅡ

습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만의 생태를 살펴보고, 

야외 공간에서 순천만에 깃들어 사는 생명을 직접 만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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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국제습지센터(Suncheon Bay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순천만의 세계적 위상과 생태적 가치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온전하게 

보존된 세계 유일의 연안 습지, 순천만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는 

장이다.

*로비(Lobby)

순천만의 상징인 흑두루미가 환영 인사를 건넨다. 국내외 다양한 습지 

영상을 보며 순천만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확인한다. 세계의 습지를 

건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박람회장과 

관련된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주제영상관(Green Theater)

면적 : 470m²

정원의 이야기를 3D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순천만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가치를 느껴볼 수 있다. 3D 안경을 

쓰고 4D 효과를 체감하는 180석 규모 영상관이다.

*생태도시관(Ecocity Hall)

면적 : 204m²

순천만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세계의 정원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별 전시 내용 : 풍요로운 도시 - 생태 수도 순천의 미래를 만난다.

안전한 도시 - 순천만을 지키는 에코벨트 순천의 역할을 알아본다.

순천만 에코 투어 - 순천만의 모든 것을 만난다.

순천만 지키기 -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본다.

정원 도시들의 희망 만들기 - 세계 정원 도시들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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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험관(Eco Experience Hall)

면적 : 1,234m²

살아 있는 자연 속을 걸으며 순천만을 생각하는 공간이다.‘기대 -  

경이- 탄생 - 만남 - 공존’이라는 주제로 소주제관이 펼쳐진다.  

상류 동천부터 하구 갯벌까지 다양한 생태 환경을 보여주는 순천만

으로 가본다. 순천만을 이해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들과 만나며,

생태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기대 -  순천만에 들어서다 : 여명이 시작되는 순천만의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경이 -    순천만 하늘을 날다 : 꾸루의 안내에 따라 순천만의 사계를 

감상한다.

탄생 -  8,000년 동안 풍화와 침식을 거듭하며 탄생한 생명의 땅  

순천만을 만난다.

만남 -    시간의 터널 속으로, 강물따라 순천만에 이르는 갯벌과 

생명들을 만난다.

공존 - 함께 살아가는 순천만의 소중함을 느낀다.

*야생동물원(Wildlife Conservation Park) 

면적 : 1,034m²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작은 동물원이다. 수달, 관상용 닭, 거북, 

오소리 등 아이들에게 친근한 동물이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만나며 환경의 중요성과 관심을 일깨우는 자리다.

*물새놀이터(Water Birds’Playground)

면적 : 3,057m²

습지에 서식하며 아름다운 군무를 보여주는 홍학을 만나는 공간이다. 

쿠바홍학, 유럽홍학, 칠레홍학, 꼬마홍학 등이 펼치는 군무를 감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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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원(Sky Garden)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지붕 위에 조성된 친환경 정원이다. 버려진 공간에

잔디를 깔고 초화류를 심어 자연 단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늘

정원에서는 박람회장의 수목원 구역이 한눈에 들어오고, 순천만 WWT

습지도 조망할 수 있다. 지붕 위를 걸으며 야생 조류 군락을 관찰한다. 

● 순천만WWT습지(Suncheon Bay WWT Wetland)

WWT(Wildfowl and Wetlands Trust)는 습지와 야생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시민 단체다. WWT의 조언을 받아 조성한 

순천만WWT습지는 자연스럽게 터를 잡고 살아가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조류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면적 : 39,700m² 주요 시설 : 습지, 데크, 조경·초화류 식재 수종·

대표 수목 - 교목 : 실벚나무(수양벚나무), 왕버들, 느릅나무, 멀구슬

나무 등 248주. - 관목 : 개쉬땅나무, 조팝나무, 뜰보리수, 꽃댕강

나무 등 19,050주. 대표 화훼와 잔디 - 화훼 : 무스카리, 천일홍 등

40종 66,100본. - 초화류 : 갈대, 부들, 조릿대 등 22종 342,310본. - 

잔디 : 12,011m²(한국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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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지오온실(ECOGEO Greenhouse) 

에코지오온실은 물의정원, 이벤트정원, 이색정원으로 구성되며, 250종이 넘는  

식물이 식재되었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서 기증받은 수목을 식재하여 자생 

식물과 다양한 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면적 : 544m² 주요시설 : 물의정원, 이벤트정원, 이색정원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아레카야자, 대만고무나무, 하와이무궁화 등 48주. - 관목 : 괴불

나무, 백서향, 극락조화 등 104주. - 초화류 : 각시붓꽃, 갯기름나물, 골무풀 등 

193종 14,403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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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원과 참여정원, 테마정원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박람회의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잔디마당,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동천갯벌공연장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정원문화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4. 정원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세계정원 

    WORLD GARDEN ZONE

Part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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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정원(French Garden)

엄격한 형식미를 중요시하는 고전주의는 프랑스정원의  

특징이다.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질서 있게 식재한 수목이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루이 14세의 절대 권력이 만든 베르사유궁전과 

그 정원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정원 중의 하나다.

설계자 : 프랑스 낭트시 면적 : 4,529m²(건물 327m²1동 포함) 주요 시설 : 마사토 

포장, 연못 등 수경 시설, 알코브 4개소, 파빌리온 1동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칠엽수, 동백나무, 주목 등 109주. - 관목 : 서양호랑가시나무, 회양목, 측백나무 등 

2,620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아주가, 옥잠화 등 2종 10,284본. - 장미 : 

마틸다, 스펙트라, 칵테일 등 7종 732주. - 잔디 : 1,347m²(한국잔디).

베르사유궁전과 빌랑드리성을 모델로 꾸민 정원이며, 바로크시대의 건축을 

엿볼 수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인과 상징물로 구성되었다. 쥘 베른,  

빅토르 위고 등 작가와 가수 에디트 피아프, 향수로 유명한 코코 샤넬을  

만나보자.

관람 포인트

1. 세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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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원(Chinese Garden)

영토가 거대한 나라답게 중국정원은 원림(園林)이라 부르며, 

 자연의 풍광을 정원과 조화시키고자 했다. 명청시대의 원림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었다. 북방의 정원은 황실의 정원으로 

대표되고, 남방의 정원은 개인주택의 정원이 주를 이룬다. 수경 공간인 거대한  

연못에 정자를 배치하고, 석조 장식물과 수목을 조화롭게 꾸몄다. 

설계자 : 중국 닝보(寧波)시 면적 : 2,295m²주요 시설 : 건축물 3동 48m², 담장 

135m, 연못 107m² 등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금목서, 회화나무, 당광나무 

등 278주. - 관목 : 백당나무, 남천, 꽝꽝나무 등 7,912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골풀, 털부처꽃, 원추리 등 11,731본. - 잔디 : 823m².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인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 이야기를 표현한 정원이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양산백과 축영대의 영혼이 나비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꽃과 나비가 있는 정원으로 표현되었다.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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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정원(German Garden)

유럽 각국의 정원 양식을 받아들인 독일은 19세기 말에 특유의 

근대 정원을 선보인다. 정원을 실내 공간의 연장으로 생각해

 건축적인 감각이 엿보이는 정원을 만들었다. 작은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생활공간 속의 정원미를 보여준다.

설계자 : 독일 칼푀르스터재단 면적 : 2,006m²주요 시설 : 수경 시설, 데카스톤

블록, 등의자, 조형 화분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서양측백나무, 주목, 

후박나무 등 607주. - 관목 : 치자나무, 꼬리조팝나무, 수수꽃다리 등 152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독일붓꽃, 펜스테몬, 흰알리움 등 67종 6,864본.

‘독일정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푀르스터가 개발한 선큰가든을 재현

했다. 선큰가든은 지면보다 낮게 계단식으로 구성하여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정원이다. 야생화가 식재된 계단식 정원을 둘러본다.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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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정원(Dutch Garden)

아름다운 튤립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는 ‘유럽의 정원’이라 

불리며, 코이켄호프축제 등 다양한 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세계 화훼산업을 이끄는 나라로, 유명한 화훼 장식가를 배출 

하고 있다.

설계자 : 닉크루즌 디자인(네덜란드 농림부) 면적 : 4,656m²주요 시설 : 풍차,

튤립 정원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느티나무, 태산목, 호두나무 등 38주. 

대표화훼와 잔디 - 초화류 : 튤립, 아주가, 불로화(아게라덤) 등 25종 449,900본. - 

잔디 : 2,108m²(한국잔디).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환상적인 공간이다. 다양한 튤립과 멋진 풍차가 

있는 정원을 만나보자.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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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원(American Garden)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인 만큼 유럽 정원의 영향을

 받은 여러 정원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광대한 지형적

 특성을 살려 자연적인 정원의 형태를 보여준다. 농장을 끼고 넓게

조성된 정원의 여유로움을 볼 수 있다.

설계자 : 컬럼비아시 면적 : 4,666m²주요 시설 : 캐스케이드 수경 시설, 스탠드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백송, 실편백, 낙우송 등 36주. - 관목 : 동백나무, 

황매화, 개쉬땅나무 등 1,455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델로스퍼마, 금낭화, 

아칸서스 등 24종 34,982본. - 잔디 : 1,718m²(서양잔디). 

자연스럽게 식재된 야생화로 멋을 더한 정원과 각기 다른 공간으로 디자인된

정원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도시공원의 효시가 된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프레더릭 L. 옴스테드와 캘리포니아 스타일 조경가로 유명한 토머스 처치의 

정원 철학이 담긴 공간이다.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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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정원(Italian Garden)

국토가 25%만 평지인 이탈리아는 구릉 지형을 살려 정원을

 조성했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을 이끈 나라답게 정원에 예술을 

접목했고, 그 영향은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자문 : 황지해 면적 : 2,000m²주요 시설 : 지중해풍 건축물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편백, 이팝나무, 층층나무 등 21주. - 관목 : 돈나무, 회양목,

꽃치자 등 1,688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숙근샐비어, 노랑숙근코스모스 

등 3종 2,330본.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가의 빌라 정원을 재현했다. 로마에 있는 메디치가의 

빌라 정원은 이탈리아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강렬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목을 정갈하게 배치하고, 초화류를 최소화했다.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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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정원(Spanish Garden)

오랜 세월 아랍인에게 점령된 역사가 있는 스페인은 이슬람

 정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지런히 식재된 교목과 수경 시설이 

그 특징이다. 세비야의 오렌지정원은 정원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문 : 스페인 사라고사 면적 : 1,612m²주요 시설 : 수경 시설, 유자나무 식재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유자나무 60주.

4월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유자나무와 수경 시설이 재현한 오래된 정원을

살펴본다.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공식 

승인받은 곳이 스페인이라, 정원을 둘러보는 의미가 남다르다.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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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정원(British Garden)

영국정원은 풍경화를 그리듯 정원의 구도를 미리 계산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인들의  

조용한 전원의 풍경을 보는 듯한 정원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즐겼다. 영국 근대 건축가들은 뛰어난 조경사였고, 지주들은 원예사였다. 

자문 : 찰스 젱스 면적 : 2,300m²주요 시설 : 관목, 초화류 식재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서양측백나무, 칠엽수, 느릅나무 등 280주. - 관목 : 서양호랑

가시나무, 황매화, 삼색병꽃 등 390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꼬리풀,

라벤더, 무늬엔젤리카 등 16종 8,970본. - 장미 : 프린세스, 마가레타 등 12종

880주.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찰스 젱스의 자문을 얻어 빅토리아시대 폴리 팜

(Folly farm) 가든을 재현했다. 팜 가든은 식생활에 쓰이는 식물과 정원이 

결합된 것으로, 영국의 생활 문화와 정원이 결합된 형태다. 다양하게 식재된 

허브도 살펴볼 수 있다.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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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원(Japanese Garden) 

자연 풍광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일본의 정원은 다양한

석조물과 인공물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곡을 표현하는 

정원석과 산의 풍경을 재현하는 나무로 정원은 자연 풍광이 된다.

*사가현

설계자 : 사가현 조원건설협회 면적 : 1,713m²주요 

 시설 : 소폭포, 석등, 나가야문(門)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소나무, 가시나무, 삼나무 등 239주. - 관목 : 

철쭉, 금목서, 애기동백나무 등 1,234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일본붓꽃, 자금우, 수호초 등 8종

3,990본. - 잔디 : 1,282m²(한국잔디). 

산을 배경으로 계곡이 있는 일본 전통 정원이다. 세후리(脊振) 산과 아리아케

(有明) 연못을 재현했고, 세후리 산에서 자라는 수종을 식재했다.

관람 포인트

연못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로 자연을 표현하는 가레산스이 

양식의 정원이며, 바위와 자갈 등으로 고치현의 웅대한 태평양 바다와 

험준한 산 등의 자연을 표현하였다. 

*고치현

설계자 : 고치현 조원업협회 면적 : 1,448m² 

주요 시설 : 정자, 석등 식재 수종·대표 수목 - 교목 : 

소나무, 가시나무 등 230주. - 관목 : 후피향나무, 

동백나무 등 635주. 대표 화훼와 잔디 - 초화류 : 바위취,

붓꽃 등 5종 4,200주. - 잔디 : 502m²(한국잔디).

관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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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정원(Thai Garden) 

태국 정부(농업협력부)와 순천시의 상호 교차 정원이다. 태국의

전통 건축물인 살라타이, 대나무 구조물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아열대 지역의 열기를 저감하는 지혜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설계자 : 태국 농업협력부 면적 : 1,000m²주요 시설 : 건축물 등 구조물 5동, 

연못 1식, 대나무 터널 1식 식재 수종·대표 수목 : 워싱턴야자, 코코스야자, 

당종려 등. 대표 화훼와 잔디 : 장미, 꽃치자, 국화, 양치식물, 잔디 등.

천연 쿨링 시스템(Cooling System)인 살라타이 전통 건축물과 왕실 정원 

문화가 보여주는 원색적이고 풍성한 아열대정원을 감상한다.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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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마정원과 어울림정원

● 순천호수정원(Suncheon Lake Garden)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젱스가 순천시의 풍경과 순천만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정원으로, 세계정원 구역의 메인공간이라 할 수 있다. 순천호수정원 

중심에 있는 봉화언덕은 도심에 자리 잡은 봉화산을 나타내며, 호수는 도심을,

호수를 가로지르는 나무데크는 동천을 상징한다. 난봉언덕, 봉화언덕, 해룡언덕, 

앵무언덕 등은 순천 도심을 둘러싼 산에서 명칭을 부여했다. 여섯 개 언덕에서 

바라보는 박람회장은 각기 다른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16m 높이로 솟은 봉화 

언덕에 올라서면 박람회장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을 수 있다. 

● 야수의 장미정원(Rose Garden) 

초화류 : 골드러프, 녹아웃, 사쿠라가이 등 장미류

특징 : 34종 수만 송이 장미가 피어 있는 곳이다.〈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정성껏 가꾼 장미정원을 상상하며 디자인한 정원이다. 매혹적인 향기 가득한

장미정원은 연인들의 포토 존으로 인기다.



64

● 흑두루미 미로정원(Hooded crane Maze Garden)

교목 : 에메랄드골드, 서양측백나무, 홍가시나무 등 6,523주 

특징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인 흑두루미의  

형상을 미로로 만든 정원이다. 가족, 친구와 함께 미로에  

감춰진 출구를 찾아가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 도시숲(Urban Forest)

교목 : 팽나무, 느티나무, 편백 등 1,640주 관목 : 철쭉, 히어리 

등 25,460주 초화류 : 맥문동, 사사, 옥스아이 데이지 등

특징  : 박람회장과 도로변 경계에 조성된 숲이다. 도로변의

가로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울타리와

같은 숲이다. 아름드리나무 1,000여 그루가 식재된 도시 숲은

도심의 허파 역할을 담당한다.

● 갯지렁이 다니는 길(Lugworm Path)

교목 : 가시나무, 노간주나무, 회화나무 등 관목 : 눈향나무, 

눈주목, 꽃치자 등 화훼류 : 로즈메리, 노루오줌, 야로우, 부처꽃 등

특징 :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수상한 황지해 작가가 디자인한

정원이다. 갯지렁이가 다니는 길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여

그 안에 갯지렁이 도서관, 쥐구멍 카페, 개미굴 휴게 공간 등을 

재미있게 구성했다. 정원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고 생태계의 

존귀함을 느껴 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 무궁화정원(Mugunghwa Garden : The National Flower 

    of Korea)

관목 : 배달, 한사랑, 옥토끼 등 무궁화류 73종 1,943주

특징 : 무궁화를 테마로 꾸민 정원이다. 다양한 무궁화를 만나며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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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정원(Rock Garden)

교목 : 팽나무, 먼나무 등 1,056주 

특징 : 수령 600년 된 팽나무와 바위들이 운치 있는 경관을 

연출하는 정원이다. 30t이 넘는 바위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생명의 힘을 전한다. 돌 틈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까지 어우러져 

정원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 어린이놀이정원(Kid’s Garden)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디보, 토마스 기차, 앵그리 

버드를 정원으로 옮겨왔다. 뽀로로와 디보 토피어리, 꽃으로 

장식한 토마스 기차는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특히 디보 존에서는 어린이 범퍼카를 탈 수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식재한 정원수와 알록달록한 초화류

가 동화 속 세상으로 안내한다. 뽀로로와 크롱 탈을 쓰고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도 마련되었다. 어린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공간, 온 가족이 행복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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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갯벌공연장(Riverside Open-air Stage) 

순천만 갯벌을 형상화한 박람회장의 주 공연장이다. 첼시 플라워 

쇼에서 수상한 황지해 작가가 디자인한 공간으로, 순천시에서 

모은 폐품을 활용한 객석과 낡은 폐선을 활용한 화장실 등 재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명을 탄생시키는 

갯벌처럼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 한방체험관(Oriental Herbs Experience Center)

전시관 : 전통 한약방을 콘셉트로 치료에 쓰인 다양한 약재와 

한의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사상의학을 토대로 

각 체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방 건강 테스트가 펼쳐진다.

체험관 : 사상 체질 감별을 비롯해 족욕 체험, 한방 향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의학과 현대 의학이 결합된 

최신 기계를 살펴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방 명상관, 

향 치료실, 발 마사지실 등에서 각종 체험을 하며 쉬었다 가기 

좋다.

치유관 : 사상 체질 검사, 이혈 검사, 진맥 등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카  페 : 한약재와 허브로 만든 차를 비롯해 체질에 맞는  

차를 시음할 수 있다.

판매관 : 인삼과 하수오, 구기자 등 국내에서 재배하는 한약재

를 판매하는 공간이다. 한방 가공품을 비롯해 각종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놀이마당 : 한방 기념품 만들기, 전통 줄타기, 한방 약초 썰기 등 

체험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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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산업관(Landscaping Industry Exhibition) 

특징 : 조경 산업관은 국내 . 외 34개 업체가 모여 정원 기술의 

장을 선보이는 곳이다. 또한 대한민국 공예대전과 연계한  전통

공예, 명인 . 명장의 작품 전시가 이루어진다.

● 식물공장(Plants Factory)

재배 식물 : 인삼, 고추냉이, 삽주, 상추, 딸기 등 

특징 : 첨단 IT 시스템과 미래형 농업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대단위 

식물 공장이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미래형 농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동형 식물 공장과 최첨단 경작지를 

체험할 수 있다.

*연구동

자동화 원격제어시스템을 이용 기후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재배,  

무농약/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대량생산, 계획에 의한 작물생산 등  

식물공장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공간이다

*재배실

원격중앙제어 시스템의 환경제어를 통한 상추, 청경채 등 흔히 볼 수 

친근한 식물을 직접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판매실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지역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식물공장 홍보 및 지역 농산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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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전통 정원

참가 단체 : 인도

식재 식물 : 비파나무, 전나무, 협죽도, 무궁화

특징 : 인도 전통 건축물을 이용한 정원.

● Pachamama Garden

참가 단체 : 볼리비아

특징 : 어머니인 자연을 뜻하는‘파차마마’를  

주제로 만든 정원이다. 티티카카호의 배와  

아마존을 형상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인간의 노력을 정원에 담았다. 

● 중국

참가 단체 : 중국 시안(西安)

특징 : 시안정원은 수목, 회랑, 정자, 물, 바위와 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고대 사가(개인집)에서 정원

을 만들던 방식 그대로 재현하여 중국정원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 터키 

참가 단체 : 터키

특징 : 동·서양이 만나는 아름다운 지중해.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터키정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3. 참여정원(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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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현재와 미래

참가 단체 : 서울시

특징 :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표현한 정원이다. 

전통적인 정원 이미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세계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 민주 소통의 정원

참가 단체 : 광주광역시 

특징 : 자유,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광주 무등의 정신이 담긴 

정원이다. 무등산 입석대와 너덜 및 비엔날레 출품작인 장고를 

통해 광주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자 디자인한 정원이다.

● Human History Garden

참가 단체 : 수원시

식재 식물 : 산수유, 자귀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삼색조팝, 

병꽃나무, 맥문동 등

특징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의 이미지를 정원에 

도입했다. 역사 도시 수원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요소로 꾸며졌다. 

● 부산광역시 

참가 단체 : 부산광역시

특징 :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산, 늘 흥겨우며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도시 수도 "부산", 이곳 순천에서도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명소를 함축하여 둘러볼 수 있도록 꾸몄다.

● 고흥군

참가 단체 : 고흥군

특징 : 고흥을 대표하는 팔영산을 배경으로 특화 

작물인 유자와 석류를 소재로 한 테마 정원을 조성 

했다. 우주선 조형물은 우주로 통하는 관문인 고흥을 

상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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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s 5-sensitive garden

참가 단체 : 일본 온유(溫柔)조경, (고즈키)조원

식재 식물 : 소나무, 목련, 치자나무, 산철쭉, 

허브 등

특징 : 어린이들이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관목 터널과 수경 시설을 만나며 시각·청각·촉각 체험을 하고, 허브를 통해 

미각·후각 체험을 한다. 

● Steps toward Happiness

참가 단체 : SK

식재 식물 : 배롱나무, 겹꽃벚나무, 홍가시나무, 

미스킴라일락(흰정향나무), 산수국 등

특징 : SK그룹이 기업 광고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주제어를 담은 정원이다. 공간이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가도록 

디자인하여 미래 지향적인 기업 이미지를 보여준다.

● 하나 씨드 뱅크 가든

참가 단체 : 하나은행

식재 식물 : 자작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등

특징 :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은행은 ‘씨앗

을 모아두는 은행’인 씨드뱅크를 주제로 우리의 

푸른 미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함.

● THE LINE(과거와 미래의 선)

참가 단체 : 광주은행

식재 식물 : 소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등

특징 : 은행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성과 정원의 

부드러운 선에 빗대어 표현한 정원이다. 식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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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참가 단체 : 코레일

특징 : 추억과 그리움으로 기억되는 철도 여행. 직선적인  

철로와 힘차게 달리는 기차,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펼쳐지는 시간 여행을 정원으로 표현했다.

● 물의정원

참가 단체 :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특징 : 물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정원이다. 

● 현대하이스코

참가 단체 : 현대하이스코

특징 : 스틸 구조물 사이에서 다양한 꽃이 피어나는 희망나무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짐을 상징한다. 철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정원이다.

● Get the‘Kneipp-Feeling’

참가 단체 : 독일 라인마인대

식재 식물 : 대왕참나무 

특징 : 19세기 독일의 물을 사용한 크나이프(Kneipp) 요법을 

경험할 수 있는 정원이다. 관람객이 독일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며 지친 다리를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아름다운 우리 강산

참가 단체 : 환경부

특징 :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정원으로 표현했다. 빗물을 

활용한 재생 시스템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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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arden of Wishes

참가 단체 : 서울대+독일 라인마인대

식재 식물 : 해당화, 비비추, 노루오줌, 은방울꽃 등

특징 : 관람객이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에 리본을 

달며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이다. 소원을 적은 리본이 

많아질수록 정원의 의미도 커진다.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안식

참가 단체 : 범시민협의회

식재 식물 : 먼나무, 동백나무, 홍가시나무, 남천, 

영산홍, 치자나무, 꽃댕강나무 등

특징 : 순천을 대표하는 철쭉과 억새를 활용해 

발전하는 순천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순천의 24개 

협의회가 함께 만든 정원이다.

● 남부 자생 수종 정원

참가 단체 : 한국조경수협회

식재 식물 : 먼나무, 가시나무, 은목서, 금목서, 

후피향나무, 다정큼나무, 팔손이 등

특징 :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자연스러운 숲 터널을 만들었다. 

반대쪽으로는 조경수를 배치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THE NEW GREEN GARDEN 

참가 단체 : 전남새마을회

식재 식물 : 먼나무, 은목서, 꽝꽝나무, 화살나무, 

마삭줄, 백리향 등 

특징 : 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담은 정원이다. 

시골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정겨움을 더하고,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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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낌없이 주는 나무

참가 단체 : 라이온스클럽

식재 식물 : 팽나무, 감나무, 은목서, 산수유 등

특징 : 봉사를 강조하는 라이온스클럽의 의미를 정원에 

담았다. 과거를 돌아보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정원이다.

● 휴식과 치유의 정원

참가 단체 : 앤디 스터전(영국)

특징 : 어디에나 있지만 익숙지 않은 소재를 이용한 

정원.

● 표류

참가 단체 : 개빈 맥윌리엄(영국)

특징 : 표류라는 개념을 정원으로 재해석했다.

● 호주 해변 정원

참가 단체 : 짐 포가티(호주)

특징 : 호주의 해변을 모티프로 만든 정원.

● 한국의 부뚜막 정원

참가 단체 : 에이트리 

특징 : 한국의 부엌을 모티프로 만든 정원이다. 

부엌의 전통과 문화를 정원과 결합하여 실용적인 

정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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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 Recycling Garden

참가 단체 : 서울시립대학교

특징 : 캔을 이용한 정원이다. 버려지는 캔에 식물을 

심어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고, 딱딱한 무기물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지혜를 배운다.

● 석가산정원(臥遊) 

참가 단체 : 조경디자인 린 

식재 식물 : 소나무, 매실나무, 석류나무 등

특징 :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한국 전통 정원의 

양식을 만날 수 있다. 고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을 

거치며 변해온 정원의 역사를 살펴본다. 

● 대숲길

참가 단체 : 씨토포스디자인

특징 : 옛 마을의 길을 닮은 산책로와 대숲 길, 가든 

파빌리온으로 구성된 정원이다. 소쇄원의 대숲에서 

들리는 청정한 바람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 두루미정원

참가 단체 : 건국대학교

특징 : 두루미를 소재로 만든 정원이다. 

도시의 정원이지만 자연과 교감하며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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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정원 휴(休)

참가 단체 : Garden5090

특징 : 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들리는 정원이다. 

가볍게 산책하며 명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탄생된 정원을 만나보자.

● 색, 펼치고 개다

참가 단체 : 조경작업소 울

특징 : 천연 염색에 쓰이는 식물과 그것으로 염색한 

천으로 꾸며진 정원이다. 한국적인 색조를 띤 새로운 

정원을 만날 수 있다. 

● Nature Dining

참가 단체 : 그람디자인

특징 : 컨테이너에서 채소와 과일이 자란다. 

컨테이너를 테이블과 의자로 재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정원의 모델을 제시한다. 

● 숲의 선물

참가 단체 : 녹색조경

식재 식물 : 녹나무, 다정큼나무, 돈나무,  

멀꿀 외  20종

특징 : 우리 생활 속의 정원문화의 변화과정을

조선시대, 근대, 현대까지 그 흐름과 시대적  

정원조성 기법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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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뉴델리)

세이셸

프랑스(파리)

AIPH

케냐(나이로비)

바누아투

프랑스(낭트)

일본(카누마)

스리랑카

베트남

영국(미들섹스)

일본(이즈미시)

수단(하르툼)

홍콩

*해외

4. 실내정원

영국
(노팅엄트렌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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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들

바보아트디자인

담양군

그람디자인2

에뛰드 아미

한국조형연구소

정원사의 작업실

이소연

그람디자인1

틔움

온누리플라워&가든

*국내

● 참여정원 : 실내에 만들어진 참여 정원에는 26개 팀이 만든 아름다운 

    실내정원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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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정원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기획한 실내정원이다. 

*정원 속의 자연

-  바오밥, 자이언트보틀트리 등 희귀식물을  

식재하여 식물종 다양성 등 정원박람회의  

주제를 시각화 하였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시·정글·초이스  

정원으로 구분하여 인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정원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정원 속의 사람(여유와 기품의 정원)

서양보다 앞섰던 선조들의 정원에 대한 철학을 담아 한국전통 정원의 우수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시한 공간이다.

- 화원의 메시지 → 선비의 루 → 최고의 온실 → 화원산책 → 아름다운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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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원의 메시지_ 정원 안의 생태갤러리 ‘우아미 화원’의 

초입으로 서양과 다른 정원관을 담고 있으며, 선비의 

기품과 여유를 강조하는 전시연출을 통하여 전통정원을 

재조명한다 

*  선비의 루_ 화암수록(花庵隨錄)을 배경으로 선비들의 

화목구품제에 대한 내용을 십장생을 비롯한 다양한 

오브제, 영상등을 통해 화원의 볼거리를 극대화  

한다.

* 최고의 온실_ 세계 최고의 온실, 조선시대 초기  

전순의가 편찬한 ‘산가요록’의 복제본을 전시하고, 

서양보다 17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온실을 재현

하였다.

* 화원산책_ 조선시대 풍속화, 산수화에서 나타난  

꽃과 나무를 통해서 선조의 즐김과 여유를 재발견 

하고, 양화소록(養花小錄)을 토대로 선조들의 원예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아름다운 바램_ 선비정원 이외에 서민적 개념의  

오브제인 돌탑 정원으로 정성들여 돌을 쌓으며  

가족의 건강과 소박한 소원을 체험해 보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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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생태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동하기 쉽게 턱을 없앴습니다. 

동화 작가 정채봉과 <무진기행>을 쓴 소설가 김승옥의 문학관을 지나

순천만 갈대숲까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5. 생명을 키우는 물의 힘, 습지 구역

     WETLAND ZONE

Part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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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숲(Kindness Forest)

식재 식물 : 단풍나무, 왕버들 등 

화훼 : 쑥부쟁이, 과꽃, 수레국화 등 우리 꽃 26종

특징 : 습지와 숲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느리게 사색하며 걷고 

싶은 사람들,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걷고 싶은 이들을 위한 

숲길이 이어진다. 휠체어와 유모차도 어려움 없이 습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생태체험교육장(Eco Training Playground) 

화훼 : 미나리, 부레옥잠, 줄, 좀개구리밥 등 14종 39,300본 

특징 : 습지의 생태와 그곳에 서식하는 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습지 체험 실습장이다. 이곳에서는 오수가 정화 연못의 

식물들에 의해 깨끗이 살아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비오톱습지(Biotope Wetland)

‘비오톱’이란 야생의 생물들이 생태 환경에서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공물이나 자연물을 말한다. 순천만 

자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인공 습지로, 넓은 습지를 걸어

볼 수 있는 습지 산책길이 조성되었다. 

● 순천문학관(Suncheon Literary Museum) 

*정채봉문학관

순천에서 태어난 동화 작가 정채봉의 삶과 문학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오세암> <물에서 나온 새> 등을 통해  ‘어른을 위한 

동화’를 만들어낸 작가의 작품 세계와 순수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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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옥문학관

순천만의 안개를 소재로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의 

작품 세계가 담긴 공간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들, 

인간과 종교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 순천만자연생태공원(Suncheon Bay Ecological Park)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광활한 갈대밭과 갯벌이 어우러진 

대자연이다. 갯벌 22.6km²와 갈대밭 5.4km²에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산다. 물억새와 쑥부쟁이가 자라고, 갈대밭 너머로 칠면초 

군락이 펼쳐진다. 정원박람회 마스코트인 흑두루미,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수많은 철새들이 지친 날개를 쉬었다 가는 

곳이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있게 한 가장 큰 힘, 

순천만을 둘러본다.

*순천만자연생태관

순천만의 다양한 생태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하는 공간이다. 기획 

전시실과 상설 전시실, 영상관을 갖춰 생태 학습장 역할을 한다. 

순천만 갈대밭으로 나가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다. 특히 평지에 

자리 잡은 천문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며, 천체관측과 함께 

순천만에 서식하는 조류들을 관찰 할 수 있다.

*갈대숲 산책로

광활하게 펼쳐진 갈대밭 사이를 걸을 수 있는 순천만생태공원의 

중심지다. 순천만에 서식하는 생물들에 관한 안내문과 함께 2km 

산책로를 걸을 수 있다. 갯벌과 갈대 군락, 철새들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는 생태체험선을 타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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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열차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강물과 갈대 사이의 둑길을 따라 갈대 

열차가 달린다. 순천만을 둘러싼 들녘과 순천만의 풍경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다.

코스 : 갈대밭 쉼터~순천문학관~쉼터

요금 : 1,000원

매주 월요일 휴무

*생태체험선

울창한 갈대밭 사이를 헤치고 나가 드넓은 갯벌과 다양한 철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유람선이다. 

코스 : 대대포구~순천만 S자 갯골~대대포구

요금 : 성인 4,000원 / 청소년 2,000원 / 어린이 1,500원

매주 월요일 휴무

*용산전망대

갈대숲 산책로 끝에 용산으로 오르는 산책로가 있다. 울창한 

솔숲을 걸어 용산전망대에 오르면 순천만 갯벌을 따라 S자로 

휘는 물길을 발아래에서 감상할 수 있다. 드넓게 펼쳐진 순천만의 

갈대밭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넘이와 함께 붉게 물드는 S자 

물길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이 찾는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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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나무는 저마다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의 산책로를 지키는 나무,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길에 있는 나무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고개를 들어 나무들이 전하는 숨결을 느껴보세요. 

내뻗은 가지들이 생명의 힘을 전합니다.

 그 안에 깃든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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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에 식재된 나무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 박람회장으로 이식하느라 애를 태운 나무, 

유명 인사들의 마음을 담은 나무…. 

나무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이야기를 품은 박람회장의 나무들

Par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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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먹는 은행나무

두 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100년이 넘도록 한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은행나무 세 그루다. 얼핏 보기엔 세 방향으로 뻗은 한 그루 같지만, 

암수가 다른 세 그루가 함께 자라는 것이다. 벼락 맞은 은행나무에 소원을 

빌면 풍년이 들고 근심이 사라진다고 한다. 신비한 은행나무가 박람회장에 

오는 이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다. 순천 

향동에 사는 시민이 기증한 이 은행나무에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 5분 전 은행나무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를 구하려고 발품을 판 순천 사람들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다. 기증을 약속한 시민이 건물을 짓기 위해 베려던 것을  

가까스로 살려냈다. 5분만 늦었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나무에게 

‘5분 전 은행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버려지고 방치된 수많은 

나무들이 박람회장으로 옮겨져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100년 

혹은 200년, 그 생이 다할 때까지 순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 나무에게 이야기를 건네보자. 

● 지구의 정원 1번 나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처음으로 옮겨 심은 90년 된 

소나무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차량으로 옮길 수 없어서 산림청의 

헬리콥터가 이사를 도왔는데, 꼼짝 않던 나무가 막걸리 한 잔 부어주자 

자리를 털고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침 이사한 날 된서리가 

내려 담당 공무원과 현장 관리소장이 밤잠을 설쳤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돌보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박람회장에 처음으로 옮겨 심은 이 소나무는 ‘박람회장의 대장  

나무’라 하겠다.

Par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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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막힌 모과나무

순천시 별량면 대동마을 주민들은 300년간 함께 산 모과나무를 쉽게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박람회 관계자가 나무를 가지러 갔다가 

혼자 사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모과나무의 이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 나무’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 예부터 

모과나무를 두고 열매 모양과 향기, 맛에 세 번 놀란다는 말이 있다. 

수령이 300년이나 되는 이 모과나무는 할머니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이들이 모과나무와 

함께 대동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도 기억해주기 바란다.

● 도시 숲의 히어리

지리산과 중부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히어리는 1910년 송광사 인근에

서 처음 발견되어 ‘소광납판화’  ‘송광꽃나무’라 불린다. 15리(6km)마다  

발견되어 ‘시오리 나무’라고 불리다가 히어리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지금도 순천 청소골 사람들은 시오리 나무라고 부른다. 이른 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봄의 노래’라는 꽃말이 있다. 봄날 산길을 노랗게 

밝혀주는 히어리를 박람회장에 심었다. 시민이 기증한 히어리 군락은 

도시 숲의 꽃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 안타까운 형제 연리목

의좋은 삼형제처럼 세 그루의 나무들이 하나로 자라고 있었다. 50년 

수령의 팽나무가 제일 맏형, 30년 수령의 산벚나무가 둘째, 10년 수령의 

때죽나무가 막내다. 팽나무가 살던 자리에 산벚나무 씨앗이 날아와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다시 때죽나무 씨앗이 날아와 사이좋게 자란 

모습이었다. 안타깝게도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둘째인 

산벚나무가 부러지고 말았다. 산벚나무는 생을 마쳤지만 둘째의 몫까지 

다하려는 듯 팽나무와 때죽나무는 더욱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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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속의 연인목과 질투하는 생강나무 

산벚나무가 비목나무를 끌어안기 위해 두 팔을 활짝 펼친 듯한 

연리목이다. 사랑하는 연인을 닮은 이 연리목 아래에서 추억의 사진을 

남겨보자. 주변의 생강나무 한 그루가 둘을 시샘하듯 올려다보지만, 

사랑을 나누는 연리목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가지를 자르면 생강 

냄새가 난다는 생강나무는 사랑을 기다리는 그리움의 나무가 아닐까? 

사랑을 이룬 연리목과 사랑을 기다리는 생강나무, 박람회장을 사랑 

이야기로 수놓는 나무들이다.

● 600살 할아버지 팽나무

600살 할아버지 팽나무는 원래 제주도 암반 지역에 살던 고목이다. 

경남 지역의 시민이 영호남의 화합과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기원하며 

기증한 나무로, 바위 정원 중심에 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물 없는 

암반 지역에서 살아남은 나무이기에 지난 5년 동안 두 번이나 뿌리

돌리기(이식 전 뿌리를 절단해 잔뿌리가 생기게 함으로써 옮긴 

땅에서 빨리 자리 잡도록 하는 과정)를 해주었다. 부족한 수분을

 얻기 위해 스스로 나무줄기에 일곱 개 구멍을 만들어 비가 오면 

저장했다가 가뭄을 견뎌내는 강인한 나무로, 생명의 힘과 자연의 

섭리를 일깨운다.

● 세계 정원 남매목

풍수지리에서는 땅이 비어 휑한 곳이 있으면 팽나무를 심으라고 한다. 

고향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만나 연리목이 되었다. 

정원박람회를 찾은 이들에게 전할 복을 채우기 위해 팽나무를 찾던 중 

발견한 귀한 나무다. 서로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연리목은 사람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지혜를 일깨운다. 같은 수종에서 가지가 엉겨 자라는 

연리지와 수종이 다른 두 나무가 함께 자라는 연리목은 자연 산림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다. 인간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과도 

같은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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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자 소나무

세계 정원 구역 잔디 마당에는 S자로 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상사호 

주변 야산에서 자라던 수령 60년된 소나무로, 순천만의 아름다운 S자 

물길을 닮은 형상이 예사롭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산의 

주인과 주암댐 관리 당국의 승인을 받아 어렵게 식재되었다. 곧은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의 기운이 박람회장에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 

● 위풍당당 팽나무

순천시 풍덕동 배수펌프장 부근에서 자라다가 버려질 위기에 처한 

수령 60년 된 팽나무를 박람회장으로 옮겨왔다. 오랜 세월 살아낸 

나무를 이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국내에 두 대뿐인 굴삭기를 동원

하고 경찰관까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한 끝에 무사히 빛의 서문 옆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까다로운 이식 과정을 겪어서일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팽나무의 모습이 듬직하여 ‘위풍당당 팽나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포플러 

현재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있는 자리는 오산마을이 있던 곳이다. 그 

마을에는 수령 45년 된 포플러가 자라고 있었다. 국제습지센터를 

지으며 잘린 나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세계 정원 구역으로 

옮겨진 나무는 다행이 뿌리를 잘 내리고 새 가지가 돋아났다. 그루터기를 

중심으로 세 가지가 의자 모양으로 자란 것이다. 동화《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은 채로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것처럼 포플러도 

박람회장을 찾아온 이들에게 위안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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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뿔 닮은 노각나무

사슴뿔을 닮은 노각나무는 수령이 70년이나 되었고, 높이가 자그마치 

9m에 이른다. 나무껍질이 예비군복 무늬처럼 알록달록하고, 꽃도 

아름답다.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보호수로, 이렇게 큰 나무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나 볼 수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

● 조수미 도전나무(튤립나무)

천상의 목소리로 극찬 받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기증한 나무다. 

늦봄에 튤립을 닮은 꽃을 피우는 목련과 나무로, ‘목백합’ ‘백합나무’

로도 불린다. 조수미 씨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기증한 나무라 의미가 남다르다. 조수미 씨는 삶의 목표인 

‘아름다운 도전’과 정원박람회의 완성을 꿈꾸는 순천시의 도전 정신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튤립나무의 꽃처럼 그녀의  

아름다운 도전이 계속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바란다.

● 장사익 소리나무(느티나무)

소리꾼 장사익 씨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 

되면서 기증한 그의 탄생목 느티나무다.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드는 

100인’에 선정된 장사익 씨는 자연을 닮은 꾸밈없는 목소리로 삶을 

노래한다. 자연의 소리, 삶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느티 

나무 그늘 아래 쉬었다 가자. 순천만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까지 어우러져 

관람객의 마음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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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딩크 희망나무(호두나무)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 순천문화생활체육

공원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히딩크 드림 필드 11호’를 건립하는 등 

한국 축구와 지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히딩크 감독의 탄생목인 호두나무를 

네덜란드 정원에 심었다. 알찬 호두나무 열매처럼 축구를 사랑하고 

순천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열매가 될 것이다.

● 기성용 꿈나무(느릅나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순천중앙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한 기성용 

선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이자 세계적인 축구 스타 

기성용 선수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역민의 희망이다. 어린 

시절 순천에서 꿈을 키운 기성용 선수처럼 느릅나무가 자라며 순천의 

꿈도 커갈 것이다. 나무 한 그루가 긍정의 힘을 전한다.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가 생태 도시 순천의 미래를 이끌어가리라 믿는다. 

● 명인 홍쌍리 매실나무

수령이 30년이나 된 매실나무로 광양 청매실농원 대표이자 전통 식품 

매실 명인 14호 보유자인 홍쌍리 씨가 ‘아름다운 농사꾼 명인의 흙’이라는 

특강을 하고 매실나무 10주를 기증했다. 박람회장 한방체험관에 봄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 높이 5m 내외로 꽃이 아름답고 

향이 짙은 향토 재래종이다. 



94

PartⅣ



95

여행 가이드
여행은 또 다른 여행을 만듭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여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출발지가 되지요. 

생태와 문화, 역사와 이야기가 깃든

 순천과 인근 지역의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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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장 밖에서 만나는 순천의 생태 관광지1. 박람회 여행 추천 코스

● 휴식이 있는 순천 여행

1일 차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 → 저녁 식사 → 숙박

2일 차 :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 선암사 → 조계산 굴목이재 진입 → 점심 식사

(굴목이재 보리밥집) → 굴목이재 걷기 → 송광사 → 귀가

● 체험이 있는 순천 여행

1일 차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 → 와온해변 해넘이 감상 → 저녁 식사 

→ 숙박(순천 시내)

2일 차 : 향림사 → 순천드라마촬영장 → 점심 식사 → 낙안읍성 → 주암호  

드라이브(고인돌공원) → 귀가

● 여름방학 순천 여행

1일 차 : 서순천 IC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 낙안읍성 → 저녁 식사 → 

순천 시내 숙박

2일 차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 → 정혜사 → 저녁 식사, 숙박(청소리 

계곡)

3일 차 : 와온해변 → 화포해변 → 순천왜성 → 귀가

Part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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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장 밖에서 만나는 순천의 생태 관광지
온화한 산자락에 안긴 호수, 넉넉한 갯벌이 있는

 순천의 생태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 낙안읍성 

위치 낙안면 충민길 30

500여 년 전 축조된 성곽 안에 둥그런 초가지붕이 다정하게 

머리를 맞댄 풍경이 낙안읍성의 얼굴이다. 지금도 성안에서 

주민들이 거주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읍성이다. 조선 시대 관청인 

동헌과 객사, 저잣거리에서 옛 정취를 느껴도 좋고, 초가지붕 

아래 돌담을 걸어도 운치 있다. 특히 읍성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성곽 걷기는 낙안읍성 여행의 백미다.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민박 체험도 적극 추천한다.

문의 전화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061)749-8831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위치 낙안면 평촌3길 45

고 한창기 선생의 유품과 수집품을 전시한 공간이다. 

한국 잡지사에 큰 획을 그은《뿌리깊은나무》의 발행인으로 

한글 사랑이 지극했던 선생은 한글과 관련된 자료와 

조선 시대의 생활 소품, 석조 유물 등 평생동안 6,000점이 

넘는 문화재를 수집했다.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야외 전시실에서 교차 전시되며. 단소와 거문고의 명인 

김무규 선생의 고택을 재현한 한옥 또한 멋스러운 쉼터다. 

문의 전화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061)749-8855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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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암호

위치 주암면 주암호길 56

조계산도립공원과 모후산 자락에 안긴 주암호는 굽이굽이 이어지는 

호반도로를 끼고 있어 호수의 풍광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다. 햇살을 받아 시시각각 변하는 호수의 물빛에 힐링을 

체험할 수 있다. 호수를 끼고 달리는 길이 무려 145.5km에 이른다. 

주암호는 순천뿐만 아니라 보성과 화순을 아우르며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나주시 등에 매일 생활용수 64만톤을 공급한다.

문의 전화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 상사호

위치 상사면 상사호길 501

평화롭고 고요한 호수를 만나고 싶다면 상사호로 가자. 이른 아침 

물안개 피어오르는 경치가 아름답고, 오후에 햇살이 부서지는 

은빛 호수의 풍광도 낭만적이다. 승주읍과 상사면에 걸쳐 있는

상사호는 순천과 여수, 광양 등에 매일 생활용수 30만 t, 공업용수 

24만 t을 공급한다. 상사호의 물은 이사천으로 흐르고, 순천 

시내를 관통하는 동천과 합류해 마침내 순천만으로 흘러든다.

문의 전화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 와온해변

위치 해룡면 와온길 135

앵무산 끝자락과 바다가 만나는 자리에 펼쳐진 드넓은 갯벌이다. 

해넘이가 아름다워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여행객에게 사랑받는다. 

구불구불한 해안을 달리며 시원한 바람을 맞고, 멀리 떠 있는 

작은 섬들을 바라보는 맛이 일품이다. 주민들이 널배(뻘배)를 

타고 나와 꼬막을 채취하는 풍경도 만날 수 있다. 짱뚱어, 칠게, 

낙지, 숭어 등도 잡힌다. 해안에 자리 잡은 와온마을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어촌 체험 관광 마을이다.

문의 전화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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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포해변

위치 별량면 일출길 261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화포해변에서는은 멀리 여수 

앞바다와 고흥, 보성까지 바라보인다. 깨끗한 갯벌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겨울이면 철새들이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화포에서 

순천만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오르면 순천만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다.

문의 전화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 굴목이재

위치 선암사(승주읍 선암사길 450)와 송광사(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사이에 있는 고개

조계산의 굴목이재는 선암사와 송광사 사이로 난 약 680m 

고갯길로, 가족과 함께 산책 삼아 걷기에 좋다. 선암사에서 출발해 

송광사까지 8km 남짓한 고개를 넘으며 아름다운 왕벚나무 군락과 

편백 숲, 청정한 계곡을 만날 수 있다.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이다.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는 보리밥집의 

명성도 자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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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천의 추천 여행지

● 송광사

위치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삼보사찰로 꼽히는 송광사는 

불법을 공부하는 학승들이 머무르는 대가람이다. 이름난  

고승들을 배출한 도량으로 유명하지만, 경내로 이어지는 계곡이

아름답기로도 이름났다.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국보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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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심고신제서(국보 43호) 등 국보 3점과 보물 10점을 비롯해 많은 

불교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다. 천연기념물 88호로 지정·보호

되는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대웅전 앞마당으로 

연결되는 능허교와 우화각의 아름다움도 빼놓을 수 없다.

문의 전화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 선암사

위치 승주읍 선암사길 450

승선교 아래로 보이는 강선루는 선암사를 상징하는 그림 같은 

풍광이다. 우리나라 태고종의 중심 사찰로, 수많은 승려들이 

강원과 선원에 머무르며 수도한다. 사찰에 이르는 길은 사시사철 

다양한 수목이 호위하는 아름다운 길로,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야생 차밭과 야생화 단지는 호젓하게 사색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산책로다. 

문의 전화 선암사 종무소 061)754-5247,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위치 승주읍 선암사길 450 

그윽한 멋이 가득한 한옥에서 우리나라 전통차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조계산 자락의 고즈넉함을 즐기며 향기로

운 차를 마시고 명상할 수 있다. ‘느림의 미학’을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이다. 다도 체험뿐만 아니라 차 덖기, 다식 만들기, 화전 

만들기 등을 하며 한옥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다. 체험 프로그램은 

2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

문의 전화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061)74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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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드라마촬영장

위치 순천시 비례골길 24

1970~1980년대 서울의 달동네와 변두리, 강원도 탄광 지역 

등을 재현해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되는 곳이다. 야트막한 언덕을 

따라 늘어선 판잣집과 시내 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 

생생하다. 서민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집과 허름한 상점, 다양한 

소품으로 꾸며진 거리를 걸으며 지난 시절을 추억해보자.

문의 전화 순천드라마촬영장 061)749-4003,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 순천왜성

위치 해룡면 신성리 산1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순천왜성에 주둔하던 고니시 유키나가

(小西行長)를 노량 앞바다로 유인하여 대승을 거뒀다. 이곳은 

고니시가 조선 침략의 전초기지이자 최후의 방어 기지로 쌓았으며, 

왜군이 1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전해진다. 외성은 약 2.5km, 

내성은 약 1.5km에 이르는데, 지금도 성곽의 흔적이 있다. 노량

해전에서 승리하며 긴 전쟁을 끝낸 격전지로 의미가 크다.

문의 전화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 고인돌공원

위치 송광면 고인돌길 543 

거대한 고인돌군을 비롯해 구석기시대 집터와 신석기시대 

움집 등을 볼 수 있는 구석기 테마 문화 공원이다. 주암댐을 

건설하며 수몰된 49개 지역 선사 문화 유적지의 유물을 모아 

전시한다. 집터와 선돌, 토곽형 석실, 비파형단검, 석기, 토기 등을 

통해 선사시대의 생활상까지 알아볼 수 있다. 주암호 드라이브 

길에 가볍게 들르기 좋다. 

문의 전화 고인돌공원사무소 061)75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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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림사

위치 순천시 조비길 36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인 향림사는 통일신라 경문왕 5년(865)에 

도선국사가 세웠고, 조선 현종 10년(1669)에 중건해 오늘에 이르는 

고찰이다. 작설 명차 산지로 중국과 일본에도 잘 알려졌다. 

경내에는 지방유형문화재 116호로 지정된 삼층석탑 2기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287호로 지정된 순천향림사동종이 있다. 순천 시내와 

가까워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사색할 수 있는 쉼터로 그만이다.

문의 전화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 정혜사

위치 서면 정혜사길 32 

신라 시대 혜조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한때는 많은 승려들이 

머물렀으나 여수순천10·19사건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국보급 

문화재를 잃었다. 사찰 주변에 고로쇠나무가 많기로 유명하고, 

단풍이 고와 찾는 이들이 많다. 특히 사찰로 가는 길은 이 지방 

사람들이 한양에 갈 때 꼭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다고 한다. 

청정한 청소리 계곡도 함께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문의 전화 순천역 관광안내소 061)74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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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천 인근 지역 추천 여행지
● 오동도

위치 여수시 오동도로 88

동백나무 3,000여 그루로 뒤덮인 오동도는 여수의 상징이다. 

동백나무와 시누대 숲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끝에서 하얀 등대가 

맞아준다. 방파제를 따라 달리는 동백 열차도 즐거움을 더한다.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에 올라가면 오동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문의 전화 오동도 관광안내소 061)664-8978 

● 향일암

위치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70-10 

돌산도 끝자락 금오산 기암절벽 위에 있는 향일암은 신라 때 

원효대사가 지은 암자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좁은 석문을 

지나면 벼랑 끝, 바다를 향해 선 향일암을 만난다. 안타깝게도 지난 

2009년 발생한 화재로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향일암에서 

바라보는 푸른 바다와 일출은 여전히 여행자의 마음을 붙든다.

문의 전화 향일암 061)644-4742

● 이순신대교

위치 광양시 중로 1-141호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270m인 콘크리트 주탑은 H자형으로 

개방감이 우수하고, 대교 하부로 1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통항이 가능하다. 수려한 외관과 장엄한 위용으로 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이다

문의 전화 광양시청 관광진흥과 061)79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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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매실농원

위치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55 

육지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것은 섬진강 변의 매화다. 

하얗게 피는 매화를 보기 위해 여행객이 몰려든다.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청매실농원은 잘 정돈된 산책로와 늘어선 장독이 

장관이다. 매화뿐만 아니라 예쁜 야생화가 봄부터 가을까지 

여행객을 맞는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매실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문의 전화 청매실농원 061)772-4066

●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위치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490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역사적이고도 감격적

인 곳이다. 실제 우주선 발사 장소인 우주센터는 일반인이 접근

할 수 없지만, 우주과학관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우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로켓과 인공위성의 원리를 비롯해 우주과학에 

관한 상식을 알아보고, 흥미로운 체험도 할 수 있다.

문의 전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종합안내센터 061)830-

8700, 8761

● 소록도

위치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을 닮았다 해서 소록도(小鹿島)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수용 된 

곳이다. 섬이지만 녹동항에서 소록대교로 연결되어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갯바위 해안이 고즈넉하여 

조용히 사색하며 머무르기 좋다. 

문의 전화 도양읍사무소 소록출장소 061)83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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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차밭

위치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회천면 영천리 일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茶)의 약 80%가 보성에서 난다. 대한

다원은 관광객에게 개방된 차 생산지 중 하나로, 연중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삼나무가 호위하는 길을 따라 들어

가면 초록으로 굽이치는 차밭의 전경이 온몸에 담긴다. 율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자리한 봇재다원에서는 다도해의 풍광과 

함께 차밭을 조망하고 차 한잔 즐길 수 있다.

문의 전화 대한다원 02)511-3455, 봇재다원 061)853-1117  

● 율포해수욕장과 해수탕

위치 보성군 회천면 우암길 23-1

울창한 송림을 등지고 서서 득량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해수욕장

이다. 심해수를 끌어와 만든 해수 풀장은 유수 풀과 파도 풀, 워터 

슬라이드 등을 갖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여행객에게 인기다. 

바다 풍광을 감상하며 녹차 향 그윽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해수탕은 보성 여행의 필수 코스다. 

문의 전화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24

● 화엄사

위치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 539

백제 성왕 22년(544) 연기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지리산 자락을 

지키는 화엄 도량이다. 현존하는 목조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진 각황전과 각황전 앞 석등, 사사자 삼층석탑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해 질 무렵 지리산 자락에 울려 퍼지는 타종 소리를 

들으면 화엄사의 장엄함이 마음 깊이 전해질 것이다.

문의 전화 화엄사 종무소 061)78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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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노고단 

위치 구례군 산동면과 토지면의 경계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봉우리 중 노고단은 국모신에게 

천제를 올리던 제단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운해는 

지리산 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장관이다. 발 편한 운동화를 

신었다면 성삼재 휴게소에서 노고단 정상까지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구례에서 성삼재를 지나 남원에 이르는 드라이브 

코스도 좋다. 

문의 전화 지리산 남부사무소 061)780-7731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위치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낭만의 철길을 달린다. 

옛 곡성역을 출발해 가정리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관광 열차다. 

가정리역에서 내려 섬진강 변을 산책해도 좋고,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강바람을 맞으며 하이킹하는 것도 멋진 추억이 된다. 

레일바이크를 타며 섬진강을 조망할 수도 있다. 

문의 전화 섬진강기차마을 061)363-9900

● 섬진강문화학교 

위치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태안로 793

평생 우리나라의 비경을 사진에 담아온 김종권 작가의 

전시관으로 꾸며진 공간이다. 가보았거나 아직 가보지 못한 

명소를 사진으로 감상하며 또 다른 여행을 떠난다. 작가가 사용

하던 사진 장비와 해묵은 등산 장비도 함께 전시된다. 운치 있게 

꾸며진 펜션과 캠핑장이 있어 하룻밤 묵기에 좋다. 

문의 전화 곡성군 관광안내소 061)360-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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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식 지정 음식점

2. 공식 지정 숙박업소

3. 기타 공식 지정업소 



110

시군 구분 상호 주소 연락처 종목
순천시 음식 장원식당 순천시 승주읍 승암교길 17 754-6362 한식
순천시 음식 명동왕족발 순천시 풍덕주택길 37(풍덕동) 745-5146 한식
순천시 음식 갈대촌 순천시 순천만길 314(대대동) 746-1700 한식
순천시 음식 금당토박이 순천시 기적의도서관길29(연향동) 723-9993 한식
순천시 음식 무안갯뻘낙지 순천시 상대석길 84(연향동) 722-2422 한식
순천시 음식 지리산순한한우

명품관
순천시 순천만길 67(오천동)

751-3700
한식

순천시 음식 우돈DAY 순천시 봉화2길 42(조례동) 725-7778 한식
순천시 음식 군산아구찜해물탕 순천시 장선배기길 12(조례동) 721-9555 한식
순천시 음식 버섯동네큰잔치 순천시 백강로 254(조례동) 723-4561 한식
순천시 음식 오리마당 순천시 죽도봉길 153(조곡동) 752-3399 한식
순천시 음식 정원 순천시 대석1길 37(연향동) 721-2180 한식
순천시 음식 청한우명품관 순천시 낙안면 조정래길 788 754-6566 한식
순천시 음식 왕성식당 순천시 월곡2길 3(덕월동) 742-9447 한식
순천시 음식 갈마골아꾸찜 순천시 장명3길 9(장천동) 743-9106 한식
순천시 음식 전복미가 순천시 하대석길 34(연향동) 721-2114 한식
순천시 음식 ㈜델리스오 순천시 하충3길 9(풍덕동) 746-1600 한식
순천시 음식 유한정 순천시 서면 백강로 781 752-8259 한식
순천시 음식 한일관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20(조례동) 724-1100 한식
순천시 음식 몽돌해물탕 순천시 남신월길 35(조례동) 721-5222 한식
순천시 음식 참살이촌 순천시 원가곡길 34(가곡동) 751-0101 한식
순천시 음식 영일기사식당 순천시 하풍1길 17-7(풍덕동) 744-0116 한식
순천시 음식 황소낙지 순천시 봉화로 272(조례동) 724-8899 한식
순천시 음식 어우림주식회사 순천시 조비1길(석현동) 752-3480 한식
순천시 음식 산골식당 순천시 장선배길 6, 6-11(조례동) 722-9265 한식
순천시 음식 성림회관 순천시 장명4길 17(장천동) 741-2737 한식
순천시 음식 벽오동 순천시 상사호길 80(덕월동) 743-5569 한식
순천시 음식 거목전통순대국밥 순천시 장평로 50(풍덕동) 741-7880 한식
순천시 음식 황토국밥 순천시 연향번영길 115(연향동) 727-8448 한식
순천시 음식 다향오리 순천시 장평로 23-1(남정동) 746-5252 한식
순천시 음식 함흥냉면 순천시 하대석길 2(연향동) 727-5900 한식
순천시 음식 갑을원 순천시 남신월4길 13-25(조례동) 722-5555 한식
순천시 음식 춘천마쪼은닭갈비 순천시 삼산2길 29(석현동) 753-0333 한식
순천시 음식 들마루 순천시 순천만길 496(대대동) 741-5233 한식
순천시 음식 토박이해물칼국수 순천시 왕궁길 11(조례동) 721-8581 한식
순천시 음식 순천복집 연향점 순천시 장자보2길 45(연향동) 723-8480 한식
순천시 음식 올레 순천시 삼산로 126(용당동) 722-0024 한식

순천시 음식 대대선창집 순천시 순천만길 542(대대동) 741-3157 한식

순천시 음식 정락회관 순천시 장천2길 11(장천동) 744-6369 한식
순천시 음식 상사흙돼지촌 순천시 상사면 우산보길 80 745-0808 한식
순천시 음식 힘쎈낙지 순천시 조례연동길 30(조례동) 725-4588 한식

1. 공식 지정 음식점
지역번호 061

Part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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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구분 상호 주소 연락처 종목
순천시 음식 이바돔감자탕순천점 순천시 충효로 139(조례동) 741-7733 한식
순천시 음식 사랑채가든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447 741-9240 한식
순천시 음식 남흥회관 순천시 장명2길 4(장천동) 744-9736 한식
순천시 음식 원조동경낙지 순천시 금곡길 26(행동) 755-4910 한식
순천시 음식 순천관 순천시 장천2길 28(장천동) 744-9295 한식
순천시 음식 미주농원 순천시 상사호길 120(덕월동) 744-5292 한식
순천시 음식 일품매우 순천시 대석3길 3-26(연향동) 724-5455 한식
순천시 음식 은성숯불회관 순천시 장천2길 9(장천동) 743-9437 한식
순천시 음식 음식문화공간 인사동 순천시 영동길 45(행동) 753-3320 한식
순천시 음식 명지원 순천시 연향상가길 31(연향동) 723-2392 한식
순천시 음식 강변장어 순천시 순천만길 436(대대동) 742-4233 한식
순천시 음식 순천만뜨락 순천시 순천만길 21(덕월동) 746-8592 한식
순천시 음식 새조계산장 순천시 승주읍 승암교길 3 751-9200 한식
순천시 음식 초원식당 순천시 승주읍 승암교길 14 754-5811 한식
순천시 음식 건봉국밥 연향점 순천시 연향상가3길 23 908-9833 한식
순천시 음식 통뼈연가 순천시 하풍동길 27(풍덕동) 746-2223 한식
순천시 음식 장어마을 순천시 장천2길 10(장천동) 741-2000 한식
순천시 음식 청향당 자연밥상 순천시 우석로 7(덕월동) 743-5445 한식
순천시 음식 전복마을 순천시 남신월2길 12(조례동) 725-8687 한식
순천시 음식 낙원회관 순천시 중앙3길 5-1(장천동) 755-0112 한식
순천시 음식 해강 순천시 장명4길 12 (장천동) 742-8803 한식
순천시 음식 백운가든 웨딩홀 순천시 봉화3길 14-28(조례동) 722-5252 한식
순천시 음식 제주갈치고등어전문점 순천시 대석3길 3-26(연향동) 722-2767 한식
순천시 음식 작은오샌집 순천시 대석길 14(연향동) 725-7554 한식
순천시 음식 전주산들 청국장 순천시 팔마2길 78(연향동) 725-6447 한식
순천시 음식 오리명가 순천시 해룡면 중흥1길 8 725-5292 한식
순천시 음식 콩산소 순천시 하대석길 16(연향동) 723-2567 한식
순천시 음식 계림삼계탕 순천시 충효로 133(조례동) 746-8002 한식
순천시 음식 오리마루 순천시 장선배기길 11(조례동) 721-5289 한식
순천시 음식 광양 덕례리 함흥냉면 순천시 하대석길 20(연향동) 725-4396 한식
순천시 음식 박구윤회관 순천시 팔마2길 90번지 753-5366 한식
순천시 음식 백송금당점 순천시 장선배기길 6-4(조례동) 727-4001 한식
순천시 음식 서울복집 순천시 향교길 13(영동) 752-5693 한식
순천시 음식 소파는남자 순천시 왕지4길 5(왕지동) 722-3145 한식
순천시 음식 순천만 1번가 순천시 순천만길 520(대대동) 745-2100 한식
순천시 음식 순천만 갈대밭식당 순천시 순천만길 656(대대동) 741-0727 한식
순천시 음식 순천만 갯장어 순천시 순천만길 35(덕월동) 755-9292 한식
순천시 음식 순천만가든 순천시 순천만길 576(대대동) 741-4490 한식
순천시 음식 오색키조개 순천시 가곡동 택지개발지구 20블럭 10로트 753-9279 한식
순천시 음식 옥천냉면 순천시 대석초등길 73 725-5538~9 한식
순천시 음식 일산냉면, 칼국수 순천시 기적의도서관길 31(연향동) 724-1184 한식
순천시 음식 청해한정식, 

한가득뷔페
순천시 순천만길31(덕월동) 742-1717 한식

순천시 음식 향미정 순천시 동너리길 54(대대동) 725-3885 한식
순천시 음식 예향 순천시 남신월1길 8-26(조례동) 725-0780 한정식
순천시 음식 명궁관 순천시 중앙2길 7(장천동) 741-2020 한정식
순천시 음식 대원식당 순천시 장천2길 30-29(장천동) 744-3582 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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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구분 상호 주소 연락처 종목
순천시 음식 신화정 순천시 구암길 26(연향동) 741-4300 한정식
순천시 음식 일억조 순천시 공마당1길 1, 3, 5(금곡동) 752-4666 한정식
순천시 음식 태화정 순천시 상대석1길 29(연향동) 722-6408 한정식
순천시 음식 싸목싸목순천 해파랑 순천시 하풍동길 21 742-3939 한정식
순천시 음식 수궁횟집 순천시 남신월길 33(조례동) 723-0001 일식
순천시 음식 산해 순천시 기적의도서관길 20(연향동) 722-7123 일식
순천시 음식 해정일식 순천시 대석1길 27(연향동) 725-5800 일식
순천시 음식 우미가메 순천시 장선배기1길 9-4(조례동) 723-9197 일식
순천시 음식 도미초밥 순천시 연자로 7-1 755-0005~6 일식
순천시 음식 자금성 순천시 충효로 133(조례동) 743-8770 중식
순천시 음식 광춘원 순천시 장평로 28-2(풍덕동) 745-8333 중식
순천시 음식 여빈 순천시 장선배기2길 13(조례동) 723-7742 중식
순천시 음식 귀빈 순천시 왕지4길 5(왕지동) 755-3579 중식
순천시 음식 다미원 순천시 비봉2길 7-19(조례동) 725-5711 중식
순천시 음식 아서원 순천시 팔마2길 134(연향동) 725-7400 중식
순천시 음식 NO 1 Food Cafe 순천시 왕지2길 20(왕지동) 722-2253 양식
순천시 음식 씨제이푸드빌 ㈜

빕스 순천점
순천시 백강로 336(조례동) 727-1997 양식

순천시 음식 이앤피인터네셔널 
㈜아네스

순천시 연향3로 11 층(연향동) 722-7174 양식

순천시 음식 하늘지기 순천시 기적의도서관2길 18(연향동) 722-9944 양식
순천시 음식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코리아
순천시 태봉길1 (조례동) 727-0681 양식

순천시 음식 블랭크 조례점 순천시 봉화로 273(조례동) 727-0160 양식
순천시 음식 순천만라비스타 

도원경
순천만길 309(대룡동) 744-5566 기타

순천시 음식 무공해옹기곱창
막창구이

순천시 조례못등2길 3-20 (조례동) 723-8345 기타

여수시 음식 녹색식당 여수시 여서동5길 15(여서동) 652-3513 한식
여수시 음식 세림한정식 여수시 시청동1길 35(학동) 686-3006 한식
여수시 음식 소선우방풍 꽃게장 여수시 봉산1로 33(봉산동) 642-9254 한식
여수시 음식 베니키아호텔여수 여수시 시청로 6(학동) 662-0001 한식
여수시 음식 여수관광호텔식당 여수시 공화동 766 662-3131 한식
여수시 음식 매화강산 여수시 학동 200-21 692-1616 한식
여수시 음식 다다한정식 여수시 문수동 284-9 652-0061 한식
여수시 음식 삼대농원 여수시 오산길 18 683-8879 한식
여수시 음식 오죽헌 여수시 학동 211-14 685-1700 한식
여수시 음식 작은어촌 여수시 문수동 163-7 653-9500 한식
여수시 음식 하얀집낙지전문점 여수시 안산동 724-7 683-3257 한식
여수시 음식 복춘식당 여수시 교동 472 662-5260 한식
여수시 음식 용궁횟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10길 49 644-9219 일식
여수시 음식 자산어보횟집 여수시 문수동 194-6 651-5300 일식
광양시 음식 석암정 광양시 길호3길 5(중동) 795-6114 한식
광양시 음식 조선옥숯불갈비 광양시 광영로 22(광영동) 792-8558 한식
광양시 음식 장성금생초국밥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1 763-3875 한식
광양시 음식 백도식당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68 

덕례오성아파트 1동
761-2647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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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음식 한국식당 광양시 광양읍 읍성3길 16  761-9292 한식
광양시 음식 대한식당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51  763-0095 한식
광양시 음식 금목서회관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199 761-3300 한식
광양시 음식 행복한 한우 광양시 광양읍 서북3길 20 763-2121 한식
광양시 음식 삼대광양불고기집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52  762-9250 한식
광양시 음식 ㈜매실한우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46 762-9178 한식
광양시 음식 유한회사 시내식당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38 763-0360 한식
광양시 음식 약수골오리 광양시 광영큰골길 34(광영동)  791-9808 한식
광양시 음식 흑염소명가 광양시 가야로 36(마동) 795-5592 한식
광양시 음식 아리랑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66 763-8884 한식
광양시 음식 하조나라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1085-14 762-1177 한식
광양시 음식 수양정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1192-1 763-0099 한식
광양시 음식 금정 광양시 시청로 27 795-3009 한식
광양시 음식 옛날진지상식당 광양시 발섬길 30  791-2122 한식
광양시 음식 참복집 광양시 발섬4길 3-2 794-3669 한식
광양시 음식 힘센장어타운 광양시 항만13로 7-6 795-3256 한식
광양시 음식 큰집설렁탕 광양시 발섬5길 15 793-0242 한식
광양시 음식 동광양해물탕 광양시 발섬6길 38 794-0103 한식
광양시 음식 아!지리산 광양시 발섬4길 17-5 793-8001 한식
광양시 음식 전주면옥 광양시 발섬3길 17 794-7749 한식
광양시 음식 도네누 광양시 발섬길 11 793-6400 한식
광양시 음식 오가네보쌈족발 광양시 중동 1862-7 794-8283 한식
광양시 음식 만푸장횟집 광양시 발섬6길 36(중동) 793-3181 일식
광양시 음식 바다횟집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317  772-1717 일식
광양시 음식 두원횟집 광양시 발섬4길 17-14 794-7173 일식
곡성군 음식 약대추산장 곡성군 오곡면 미산길 118-13 362-0037 한식
곡성군 음식 지리산한우 명품관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6 362-3392 한식
곡성군 음식 석곡돼지한마리 곡성군 석곡면 석곡2길 13 362-3077 한식
곡성군 음식 새수궁가든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로 1015-2 363-4633 한식
곡성군 음식 그린회관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7-1 363-3205 한식
곡성군 음식 함박가든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 363-8494 한식
곡성군 음식 백화회관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1 363-2176 한식
곡성군 음식 우리회관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18 363-8321 한식
곡성군 음식 옥과백련찜탕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72 363-6213 한식
곡성군 음식 궁전회관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4 362-1539 한식
곡성군 음식 삼화관광농원 곡성군 겸면 입면로 208 362-8586 한식
곡성군 음식 통큰통갈비 곡성군 옥과면 리문4길 10 362-2030 한식
곡성군 음식 한우촌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983 362-6062 한식
곡성군 음식 청수산장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로 1015-1 362-8382 한식
곡성군 음식 별천지가든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266 362-8746 한식
곡성군 음식 모심정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로 1005 362-7447 한식
곡성군 음식 용궁산장 곡성군 죽곡면 대황강로 1598-19 362-8346 한식
곡성군 음식 통나무집 곡성군 죽곡면 대황강로 1598-19 362-3090 한식
곡성군 음식 섬진강민물장어 곡성군 옥과면 리문6길 32 363-9155 한식
곡성군 음식 오대하누 곡성군 옥과면 리문5길 24 363-9595 한식
곡성군 음식 사계절횟집 곡성군 오곡면 대황강로 1589 362-1933 한식
곡성군 음식 돌실회관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52-1 363-1457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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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음식 일식 광수사 곡성군 곡성읍 읍내14길 6 362-9888 일식
구례군 음식 예원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81 782-9917 한식
구례군 음식 명지회관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17-3 783-5775 한식
구례군 음식 광양숯불갈비 구례군 구례읍 봉동길 30 782-1004 한식
구례군 음식 지리산식당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81 782-4054 한식
구례군 음식 남촌회관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6 782-5888 한식
구례군 음식 강남가든 구례군 마산면 한국통신로 57 782-7644 한식
구례군 음식 초가원가든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15 781-1985 한식
구례군 음식 전원가든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76 782-4733 한식
구례군 음식 백제회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60-7 783-2867 한식
구례군 음식 황돈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58 782-3112 한식
구례군 음식 부부식당 구례군 구례읍 북교길 5-12 782-9113 한식
구례군 음식 백화회관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34 782-4033 한식
구례군 음식 집으로 구례군 구례읍 택지1길 28 782-6421 한식
구례군 음식 덕인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143-18
783-7881 한식

구례군 음식 남광가든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453 782-8801 한식
고흥군 음식 진미횟집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200 842-3111 한식
고흥군 음식 통뼈 고흥군 도양읍 우주항공로 20 842-9292 한식
고흥군 음식 녹동회타운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9 

다동 2층
842-5199 한식

고흥군 음식 한국식당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9 
다동 2층

843-4040 한식

고흥군 음식 다도해회관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103-18 834-5111 한식
고흥군 음식 순천식당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117 833-6441 한식
고흥군 음식 하얀노을 고흥군 동일면 와다리길 3 833-8311~3 한식
고흥군 음식 중앙식당 고흥군 도화면 당오천변1길 39 832-7757 한식
고흥군 음식 삼해관광횟집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1448-1, 7호 834-4500 한식
고흥군 음식 고흥한우직판장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92-67 834-0092 한식
고흥군 음식 고향숯불갈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54 844-9213 한식
고흥군 음식 과역한우직판장 고흥군 과역면 과역로 952-14 834-1092 한식
고흥군 음식 고흥만뜨락 고흥군 점암면 고흥로 2603 832-3052 한식
고흥군 음식 금탑회관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47 832-2221 한식
고흥군 음식 백상회관 고흥군 고흥읍 봉황길 26-8 835-8788 한식
고흥군 음식 통뼈 고흥군 고흥읍 서문여산길 36-2 832-7777 한식
고흥군 음식 빅토리아레스토랑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736-19 832-0100 경양식
고흥군 음식 좋은자리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65 834-5700 뷔페
보성군 음식 청정횟집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902-43 853-2548 한식
보성군 음식 득량만휴게소 보성군 조성면 녹색로 4123 852-5016 한식
보성군 음식 향촌식당 보성군 보성읍 용문길 76 853-4265 한식
보성군 음식 특미관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51-1 852-4545 한식
보성군 음식 고려꼬막한정식 보성군 보성읍 태백산맥길 4 857-3328 한식
보성군 음식 도성식당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6-1 852-3196 한식
보성군 음식 남태평양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148 852-5850 한식
보성군 음식 녹차랑바다랑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303 853-1566 한식
보성군 음식 보성한우직판장 보성군 회천면 우암1길 10 853-5266 한식
보성군 음식 클럽하우스홀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804-1004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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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숙박 순천로얄관광호텔 순천시 장천4길 15-17(장천동) 746-0001 호텔
순천시 숙박 에코그라드호텔 순천시 백강로 234(조례동) 811-0000 호텔
순천시 숙박 유심천스포츠관광호텔 순천시 중앙로 306(가곡동) 729-5800 호텔
순천시 숙박 ㈜레이크힐스 순천시 주암면 행정1길77 729-8888 호텔
순천시 숙박 베네치아관광호텔 순천시 팔마2길 13(연향동) 729-6000 호텔
순천시 숙박 모텔탑 순천시 별량면 금치길 111 746-7171 모텔
순천시 숙박 신라모텔 순천시 연향상가8길 13(연향동) 727-9300 모텔
순천시 숙박 다이아몬드모텔 순천시 신월길 95(조례동) 721-7900 모텔
순천시 숙박 브라운호텔 순천시 상풍길 33(풍덕동) 010-3765-1988 모텔
순천시 숙박 화이트모텔 순천시 연향상가2길 6(연향동) 723-9956 모텔
순천시 숙박 로즈모텔 순천시 충효로 17-10(덕암동) 743-8966 모텔
순천시 숙박 리무진모텔 순천시 남신월길 6(조례동) 722-5550 모텔
순천시 숙박 리멤버 순천시 장선배기1길 6-43(조례동) 725-8885 모텔
순천시 숙박 피닉스모텔 순천시 안신기3길 4(가곡동) 755-3232 모텔
순천시 숙박 럭셔리모텔 순천시 역전길 47(조곡동) 743-3322 모텔
순천시 숙박 밀라노모텔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5(조례동) 723-4207 모텔
순천시 숙박 제이모텔 순천시 역전광장2길 7(조곡동) 745-6100 모텔
순천시 숙박 카프리모텔 순천시 장선배길1길 6-19(조례동) 725-9333 모텔
순천시 숙박 썬모텔 순천시 장천1길 14-1(장천동) 745-6868 모텔
순천시 숙박 줄리엣모텔 순천시 하풍3길 10(풍덕동) 745-0606 모텔
순천시 숙박 필모텔 순천시 장선배길1길 6-16(조례동) 723-2159 모텔
순천시 숙박 투앤포모텔 순천시 장선배기1길 10-8(조례동) 724-2434 모텔
순천시 숙박 하이트모텔 순천시 감사터3길 12(동외동) 755-9494 모텔
순천시 숙박 아비숑모텔 순천시 장천4길 18(장천동) 741-6677 모텔
순천시 숙박 렉셔스모텔 순천시 봉화2길 84(조례동) 723-3200 모텔
순천시 숙박 서울모텔 순천시 장평안길 16(인제동) 743-0440 모텔
순천시 숙박 시티파레스 순천시 강남로 131(중앙동) 752-3441 모텔
순천시 숙박 캣츠모텔 순천시 팔마2길 21(연향동) 721-5532 모텔
순천시 숙박 캘리포니아모텔 순천시 장평2길 9(풍덕동) 745-2212 모텔
순천시 숙박 카이져 순천시 연향상가4길 9(연향동) 725-7474 모텔
순천시 숙박 버킹검모텔 순천시 남신월길 8(조례동) 724-9856 모텔
순천시 숙박 파스텔 순천시 장선배길1길 6-14(조례동) 724-2277 모텔
순천시 숙박 CF모텔 순천시 연향상가4길 8(연향동) 725-7170 모텔
순천시 숙박 순천각호텔 순천시 강남로 126(동외동) 752-7711 모텔
순천시 숙박 프라자모텔 순천시 연향상가8길 21(연향동) 722-7779 모텔
순천시 숙박 노블레스호텔 순천시 장선배기길12(조례동) 722-7730 모텔
순천시 숙박 사모아모텔 순천시 장천2길 30(장천동) 745-0100 모텔
순천시 숙박 스카이모텔 순천시 봉화2길 84(조례동) 723-5566 모텔
순천시 숙박 아이젠모텔 순천시 연향상가4길 12(연향동) 726-0011 모텔

Part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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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숙박 뉴델리모텔 순천시 장선배기2길 9-20(조례동) 725-5297 모텔
순천시 숙박 벨라지오모텔 순천시 하풍동길 5(풍덕동) 743-1255 모텔
순천시 숙박 터틀장모텔 순천시 중앙초등길 11(풍덕동) 746-0984 모텔
순천시 숙박 로즈모텔 순천시 승주읍 승평길 14-55 751-9171 모텔
순천시 숙박 코모도모텔 순천시 역전광장2길 4(조곡동) 744-2998 모텔
순천시 숙박 아우디모텔 순천시 팔마2길 38(연향동) 727-4333 모텔
순천시 숙박 글로리모텔 순천시 장평2길 13(풍덕동) 743-7455 모텔
순천시 숙박 하얏트모텔 순천시 안신기4길 24(가곡동) 755-2110 모텔
순천시 숙박 람세스모텔 순천시 연향상가 4길 6(연향동) 725-7001 모텔
순천시 숙박 미라클모텔 순천시 역전1길 17(조곡동) 743-1843 모텔
순천시 숙박 그리스모텔 순천시 봉화2길 85(조례동) 725-9500 모텔
순천시 숙박 벤츠모텔 순천시 장평2길 2(풍덕동) 742-3355 모텔
순천시 숙박 발리모텔 순천시 역전길 23(조곡동) 741-2200 모텔
순천시 숙박 보보스모텔 순천시 남신월2길 15(조례동) 723-8151~2 모텔
순천시 숙박 WE모텔 순천시 해룡면 신대2길 6-83 722-5101 모텔
순천시 숙박 비타민모텔 순천시 상풍길 34(풍덕동) 743-5567 모텔
순천시 숙박 하토르모텔 순천시 장천4길 22(장천동) 742-4141 모텔
순천시 숙박 놀펜션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92-1 723-0150 펜션
순천시 숙박 순천만흑두루미 순천시 순천만길 487(대대동) 722-1510 펜션
순천시 숙박 토마토빌리지 순천시 상사면 오류골길 9 745-7826 펜션
순천시 숙박 1박2일펜션 순천시 순천만길 286(대룡동) 746-5400 펜션
순천시 숙박 갈대이야기펜션 순천시 동너리길 7(대대동) 010-9500-9806 펜션

순천시 숙박 순천만풍경펜션 순천시 순천만길 698(대대동) 746-2280 펜션
순천시 숙박 순천풋살장 민박 순천시 서면 청소길 279 755-8838 민박
순천시 숙박 예랑민박 순천시 해룡면 선학리 504-4 724-3561 민박
순천시 숙박 텃밭 순천시 낙안면 내동2길 7 754-3365 민박
순천시 숙박 사랑하는우리집 순천시 낙안면 내동2길 3-1 754-2504 민박
순천시 숙박 갈대밭사랑채 순천시 교량1길 34-2(교량동) 744-1794 민박
순천시 숙박 한옥배나무집민박 순천시 낙안면 이곡1길 7 745-2163 민박
순천시 숙박 은행나무달빛아래 순천시 낙안면 내동1길 13 754-3363 민박
순천시 숙박 노을한옥 순천시 해룡면 와온2길 7 723-8404 민박
순천시 숙박 초가원조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1 754-3198 민박
순천시 숙박 문화마을민박 순천시 상사면 응령길 2 745-8711 민박
순천시 숙박 순천만소나무향 순천시 교량1길 46(교량동) 743-5575 민박
순천시 숙박 순천정원민박 순천시 상사면 민속마을길 720 745-2220 민박
순천시 숙박 실집민박 순천시 낙안면 읍성안길 11 754-6803 민박
순천시 숙박 이화정민박 순천시 낙안면 조정래길 502 070)7766-3446 민박
순천시 숙박 순천만 우리 순천시 교량2길 11-1(교량동) 070)7561-5547 민박
순천시 숙박 도솔민박 순천시 순천만길 506, 684(대대동) 751-0011 민박
순천시 숙박 산이야흙이야 순천시 주암면 접치하길 57 754-7979 민박
순천시 숙박 목예랑 순천시 상사면 마륜안길 23 745-0039 민박
순천시 숙박 정원민박 순천시 교량2길 31-46(교량동) 744-9033 민박
순천시 숙박 만복래 순천시 교량2길 31-12(교량동) 011-646-0909 민박
순천시 숙박 일몰이 아름다운한옥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45(상내리) 723-4929 민박
순천시 숙박 연우당 순천시 상사면 응령길 7 745-1213 민박
순천시 숙박 뚤방민박 순천시 낙안면 내동2길 141 723-4053 민박
순천시 숙박 와온한옥민박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23 723-7758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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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숙박 이방집 순천시 낙안면 층민길 33-1 754-3005 민박
순천시 숙박 순천만 만대재 순천시 순천만길 530(대대동) 751-2551 민박
순천시 숙박 순천전원민박 순천시 상사면 화수목길 45 743-8628 민박
순천시 숙박 가람 참살이 민박 순천시 낙안면 금산3길 15-20 723-4384 민박
순천시 숙박 이성재민박 순천시 교량1길 52(교량동) 741-3929 민박
순천시 숙박 순천 내일로 게스트하우스 순천시 팔마로 145(덕암동) 725-6161 게스트하우스
순천시 숙박 순천시 청소년 수련원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755-5522 청소년수련시설
순천시 숙박 선암사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754-6250 템플 스테이
순천시 숙박 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755-0107 템플 스테이
순천시 숙박 현우각 순천시 대대1길 7(대대동) 744-4400 한옥 체험
순천시 숙박 현우당 순천시 대대1길 9-19(대대동) 744-4400 한옥 체험
순천시 숙박 순천만목향 순천시 교량1길 34-2(교량동) 741-1620 한옥 체험
순천시 숙박 큰샘민박 순천시 낙안면 읍성안길 145 754-3038 한옥 체험
순천시 숙박 도요새민박 순천시 순천만길 466(대대동) 727-0321 한옥 체험
순천시 숙박 가고픈흙내음한옥민박 순천시 교량2길 11-5(교량동) 743-3232 한옥 체험
순천시 숙박 순천만 해룡성 고택 순천시 홍두길 136(홍내동) 744-1760 한옥체험
여수시 숙박 디오션리조트(호텔) 여수시 소호1길 68 1588-0377 호텔
여수시 숙박 엠블호텔 여수시 오동도로 111 660-5601 호텔
여수시 숙박 한옥호텔 오동재 여수시 덕충동 394-5 660-1000 호텔
여수시 숙박 히든베이호텔 여수시 신월동 1804 680-3028 호텔
여수시 숙박 베니키아나르샤 여수시 시청서6길 3(학동) 686-2000 호텔
여수시 숙박 유캐슬호텔&웨딩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87 808-5000 호텔
여수시 숙박 베니키아호텔여수 여수시 시청로 6(학동) 662-0001 호텔
여수시 숙박 여수관광호텔 여수시 오동도로 20 662-3131 호텔
여수시 숙박 하얏트모텔 여수시 시청동2길 16(학동) 682-5135 모텔
여수시 숙박 나산각모텔 여수시 오림4길 53(오림동) 653-7686 모텔
여수시 숙박 팔래스모텔 여수시 봉산남6길 11-9(봉산동) 643-1986 모텔
여수시 숙박 골든파크 여수시 오동도로 75(수정동) 665-1400 모텔
여수시 숙박 MK모텔 여수시 시청서5길 16(학동) 692-0060 모텔
여수시 숙박 썬플라워모텔 여수시 봉산남6길 11-9(봉산동) 642-4545 모텔
여수시 숙박 프라다모텔 여수시 시청서1길 56(학동) 691-1108 모텔
여수시 숙박 여수비치펜션 여수시 하멜로 64 3~5층 662-9999 펜션
여수시 숙박 파스텔 펜션민박 여수시 소라면 성재길 49-5 681-1802 펜션
여수시 숙박 아렌스펜션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383 070)4125-8100 펜션
여수시 숙박 풍경펜션 여수시 호명1길 85-2(호명동) 691-2360 펜션
여수시 숙박 씨존펜션 여수시 소호12길 43-40(소호동) 692-0056 펜션
여수시 숙박 쌍둥이네흙집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622-24 644-9797 펜션
여수시 숙박 여수엑스포펜션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394 644-5000 펜션
여수시 숙박 노을과바다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173-24 691-1130 펜션
여수시 숙박 풍경화펜션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75 644-4488 펜션
여수시 숙박 폴링인블루펜션 여수시 돌산읍 월암길 125 641-3389 펜션
여수시 숙박 들가펜션 여수시 돌산읍 봉수길 52-2 644-5992 민박
여수시 숙박 영취산민박 여수시 상암4길 59(상암동) 691-8744 민박
여수시 숙박 그날민박 여수시 호명1길 85-3 691-6142 민박
여수시 숙박 디오션리조트(콘도) 여수시 소호1길 68 1588-0377 콘도
여수시 숙박 여수 경도 골프& 여수시 대경도길 111 660-1000 리조트
광양시 숙박 호텔필레모㈜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2 761-8700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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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숙박 S호텔 광양시 광장로 148-4(중동) 794-7700 호텔
광양시 숙박 라온모텔 광양시 행정3길 7(중동) 791-9223 모텔
광양시 숙박 남일호텔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8-4 762-3111 모텔
광양시 숙박 로비스힐 광양시 등논1길 3-4(마동) 793-9933 모텔
광양시 숙박 타워모텔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57-1 761-2410 모텔
광양시 숙박 알프스모텔 광양시 광장로 142-7(중동) 793-7474 모텔
광양시 숙박 모리스모텔 광양시 광영로 118-1(광영동) 792-6496 모텔
광양시 숙박 베스틴모텔 광양시 오류3길 19(중동) 791-8891 모텔
광양시 숙박 VIP모텔 광양시 오류3길 6(중동) 794-7788 모텔
광양시 숙박 블루밍모텔 광양시 오류4길 22 (중동) 793-3381 모텔
광양시 숙박 쎄느모텔 광양시 행정2길 8(중동) 793-8400 모텔
광양시 숙박 초이스모텔 광양시 등논1길 7-3(마동) 792-9680 모텔
광양시 숙박 유토피아모텔 광양시 중마용소3길 32(중동) 794-4547 모텔
광양시 숙박 파라다이스모텔 광양시 중마용소3길 46(중동) 794-5500 모텔
광양시 숙박 서라벌모텔 광양시 구마1길 15(중동) 794-4300 모텔
광양시 숙박 꿈꾸는 펜션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769 763-7341 펜션
광양시 숙박 어치에서 좋은 집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1019-39 772-2564 민박
광양시 숙박 주노펜션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630 772-3664 민박
광양시 숙박 연경당 광양시 봉강면 중흥로 13-40 763-2678 민박
광양시 숙박 사계절민박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1019-51 772-2235 민박
광양시 숙박 백운플라자 광양시 동백길 5(금호동) 799-3766 기숙사
곡성군 숙박 자연애 곡성군 오곡면 침곡길 139 363-0363 펜션
곡성군 숙박 섬진강기차마을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산150 362-5600 펜션
곡성군 숙박 화이트빌리지 곡성군 죽곡면 대황강로 1598-96 363-7531 펜션
곡성군 숙박 심청이야기마을 곡성군 오곡면 송전리 302 363-9910 펜션
곡성군 숙박 섬진강기차마을레일펜션 곡성군 곡성읍 오지리 770-16 362-9712 펜션
곡성군 숙박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551-3 363-6224 펜션
곡성군 숙박 섬진강향기농장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39-68 362-0764 민박
곡성군 숙박 또랑가농원민박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144 362-7703 민박
곡성군 숙박 모심정민박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로 1005 362-7447 민박
곡성군 숙박 별천지가든펜션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266 362-8747 민박
곡성군 숙박 언덕위에 곡성군 오곡면 압록길 13-20 362-7663 민박
곡성군 숙박 압록오토캠핑장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061-3 362-3447 오토캠핑장
구례군 숙박 더케이대교개발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로261 783-8100 호텔
구례군 숙박 지리산둘레길호텔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61 783-5001 호텔
구례군 숙박 제일온천호텔 구례군 산동면 하관1길 29 783-1001 모텔
구례군 숙박 월등파크호텔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18 782-0058 모텔
구례군 숙박 호텔신선 구례군 산동면 하관길 48 783-6644 모텔
구례군 숙박 산동약수장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146 781-5820 모텔
구례군 숙박 지리산 산사랑펜션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48-12 783-6090 펜션
구례군 숙박 리틀프린스펜션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86-9 782-0740 펜션
구례군 숙박 화야평 구례군 산동면 사포길 33-121 783-7800 펜션
구례군 숙박 섬진강 솔밭이 보이는 풍경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4310-40 782-8545 펜션
구례군 숙박 하모니펜션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4310-48 783-2299 펜션
구례군 숙박 전망좋은집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4310-35 782-2282 펜션
구례군 숙박 지리산파크장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86-3 782-9881 펜션
구례군 숙박 지리산아름다운 펜션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4310-49 782-5385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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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숙박 햇살좋은아침펜션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4310-39 782-9919 민박
구례군 숙박 송원리조트 구례군 산동면 하관길 70-1 780-8000 리조트
구례군 숙박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64 782-2171 리조트
구례군 숙박 지리산온천랜드호텔앤드리조트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61 780-7800 리조트
고흥군 숙박 임해야영장 고흥군 대서면 동서로 802 834-1500 오토캠핑장
고흥군 숙박 호텔하얀노을 고흥군 동일면 와다리길 3 833-8311~3 모텔
고흥군 숙박 빅토리아호텔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736-19 832-2345 모텔
고흥군 숙박 스카이모텔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1길 36 843-0014 모텔
고흥군 숙박 라바모텔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1길 34 842-6300 모텔
고흥군 숙박 나로비치호텔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94-10 835-9001 모텔
고흥군 숙박 하얀노을 고흥군 동일면 와다리길 3 833-8311~3 민박
고흥군 숙박 팔영산장가든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19-65 833-8080 민박
고흥군 숙박 달아래황토민박 고흥군 두원면 월하길 48-39 010-2066-1548 민박
고흥군 숙박 도화헌 고흥군 도화면 땅끝로 860-5 832-1333 민박
고흥군 숙박 삼해민박 고흥군 포두면 오취안길 112-15 832-3141 민박
고흥군 숙박 별나로민박 고흥군 포두면 상오길 13 832-6396 민박
고흥군 숙박 청해민박 고흥군 금산면 옥룡마을길 104-31 844-6538 민박
보성군 숙박 보성컨트리클럽골프텔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804-1004 모텔
보성군 숙박 궁전여관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273-5 858-5252 모텔
보성군 숙박 보성관광모텔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6 853-7474 모텔
보성군 숙박 여의주한옥 보성군 조성면 삼정한옥길 74 857-9466 한옥 체험
보성군 숙박 보성다비치콘도 보성군 회천면 충의로 36 850-1111 콘도
보성군 숙박 보성녹차리조트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7 852-2600 리조트
보성군 숙박 제암산자연휴양림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330 852-4434 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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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쇼핑 농업회사법인

㈜명설차
순천시 별량면 일출길 390 755-9331 쇼핑

순천시 쇼핑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인정 상품 판매장

순천시 순천만길 513-25(대대동) 749-3542 쇼핑

순천시 쇼핑 동부생약 
영농조합법인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679 752-9004 쇼핑

순천시 쇼핑 태랑도예원 순천시 별량면 일출길 141 742-9326 쇼핑
순천시 쇼핑 ㈜에코그린 평생지기 순천시 중앙1길 26(장천동) 746-9195 쇼핑
광양시 쇼핑 광양청매실농원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55 772-4066 쇼핑
고흥군 쇼핑 고흥군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고흥군 동강면 한천길 4797 834-5151 쇼핑

서울시 여행사 ㈜체스투어즈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98
봉우빌딩 4층

02)730-0550 여행사

서울시 여행사 ㈜코앤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9
동성빌딩 2층

02)532-1114 여행사

서울시 여행사 ㈜제인투어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3-3 02)720-7506 여행사

3. 기타 공식 지정업소
지역번호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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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Suppliers

협    찬

Official Partners

KJB광주은행CI 응용편

3.

1.

2.

4. 5.

변경전 변경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