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Coast 
Romantic Tour

                Gyeongsang nam-Do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표 지방관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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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 3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곳   경상남도   입니다.

경남에는 크고 작은섬이 약 400여개에 이르며 아름다운 명소가 가장 많은곳 입니다.

일본의 교토와 나고야, 지중해의 키프로스,미국의 오클라호마와 비슷해 

연중 온화한 날씨속에 언제나 포근하고 넉넉함을 맞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참 멋을 만끽하러 "경남으로 오세요!"



Tongyeong 

통영시
장사도 카멜리아

Jangsado Island (Camellia)Jangsado Island (Camellia)

Dongpirang Mural VillageDongpirang Mural Village
동피랑벽화마을

비진도비진도
Bijindo IslandBijindo Island

한산도한산도
Hansando IslandHansando Island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Hallyeosudo Viewing RopewayHallyeosudo Viewing Ropeway

Tongyeong-si 

미륵산
Mt. MireuksanMt. Mireuksa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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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반도 남쪽끝에 자리잡은 통영시는 3면이 바다로 싸여 있고 41개의 

유인도와 110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경남의 대표적 도서 지역이다. 통

영항은 한려 해상 국립공원의 동쪽 관문으로 우리나라 제일의 미항으로 

알려져 있다. 통영시의 대표적 산업은 수산업이다. 통영은 입지 특성상 

남해 해상 교통과 수산업의 거점 도시로 청정해역을 앞에 두고있다. 인

근해역은 어종이 다양하고 수심이 얕은 리아스시식 해안으로 양식업의 

최적지이다. 해양관광 휴양도시 

                 통영

통영_미륵산 케이블카 전망대  통영 미륵산에 설치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한국에서 유일한 2선(bi-cable) 자동순환식 곤돌라 방식으로 
스위스의 최신기술에 의해 설치 되었으며, 그 길이도 1975m로 국내 일반관광객용 케이블카 중에서는 가장 길다.

 



 한려수도케이블카

°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통영항 남쪽 미륵도 중앙에 해발 461m로 우뚝 솟은 미륵산은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힌다. 울창한 수림, 맑은 계곡물, 계절마다 펼쳐지는 진달래와 단풍의 향

연이 명산의 덕목을 보여준다.

특히 산정에서 내려다보이는 한려해상의 조망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주소   통영시 발개로 205               이용요금   대인 : 10,000·소인 : 6,000

 주요시설   케이블카, 전망대           1544-3303

 통영 루지

° 스카이라인 루지

스카이라인 루지는, 다운힐 라이딩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루지카트를 타

고, 1.5km 구간의 트랙을 내려오는 어드벤쳐 활동입니다. 출발지점까지는 

스카이라이드(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구불구불

한 코스, 커브구간, 터널 등, 스릴을 맛보실 수 있도록 설계된 트랙을 따라 

짜릿한 라이딩을 즐겨보세요!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19-3

 이용요금   루지 & 스카이라이드 1회 이용권  8,000 

 055-645-6657

 장사도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19회 촬영장소

  (김수현·전지현 출연)

도민준이 천송이에게 프로포즈한 남도의 아름다운 남도의 작은섬 

장사도는 한려수도의 절경과 동백의 조화로 절정을 이루며 동백꽃

이 필 때면 섬 전체가 장관을 연출한다.

 주소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길 95

 이용요금   어른:10,000 · 학생: 8,000

 주요시설   무지개다리, 전망대, 동백터널길, 야외공연장

 중앙시장

° 전통시장 체험

통영중앙시장은 한려수도의 관문인 통영에 위치한 

전통시장이다. 동피랑벽화마을과 강구안 문화마당 

등 유명 관광 명소와 가까이 있어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활어를 비롯해 다양한 물품들을 판

매하고 있다.

 주소   통영시 중앙시장1길 1

 이용요금   무료

 주요시설  수산물, 농산물, 누비 등 판매

 055-650-0580

 동피랑벽화마을

° 벽화골목 체험

통영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중앙시장 뒤쪽 언덕에 있는 마을로, ‘동피랑’이란 이름은 

‘동쪽 벼랑’이라는 뜻이다.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강구항이 한눈에 내려

다보이는 동피랑마을에 오르면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가 눈길을 끈다.

 주소   통영시 동호동 117-10

 이용요금   무료

 주요시설  벽화골목

·장사도 해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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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음식정보 

 향토집

 주요메뉴  굴요리

 단가  12,000~30,000 

 좌석수  140석 입식(48)/좌식(92)

 055-645-4808

 남옥식당

 주요메뉴  매운탕, 해물탕, 복국

 단가  10,000~70,000 

 좌석수  80석 입식(30)/좌식(50)

 055-643-2551

 엄마손김밥

 주요메뉴  충무김밥

 단가  4,000

 좌석수  35석 입식(35)

 055-641-9144

 통영생선구이

 주요메뉴  생선구이

 단가  10,000~30,000 

 좌석수  70석 입식(70)

 055-646-6960

 멍게가

 주요메뉴  멍게

 단가  10,000~17,000 

 좌석수  740석 좌식(40)

 055-644-7774

 민수사

 주요메뉴  생선회

 단가  20,000~400,000 

 좌석수  90석 입식(40)/좌식(50)

 055-649-7742

 뚱보할매김밥

 주요메뉴  충무김밥

 단가  4,000

 좌석수  70석 입식(70)

 055-64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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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빈관(1,2호점)

 주요메뉴  굴,멍게,해물정식

 단가  10,000~30,000 

 좌석수  252석 입식(24)/좌식(228)

 055-646-8028

 도남가든

 주요메뉴  한우, 돼지갈비

 단가  9,000 ~ 35,000

 좌석수  100석 입식(100)

 055-641-0016

 통영밥상갯벌

 주요메뉴  굴,멍게,해물요리

 단가  10,000~20,000 

 좌석수  110석 입식(40)/좌식(70)

 055-648-5599

  통영한팅관광호텔
　
 객실수  48실

    트윈(31)/더블(8)/스위트(9)/ 로얄스위트(1)

 객실단가  80,000 ~ 20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055-641-1000

  통영엔쵸비관광호텔

 등급  2성급

 객실수  43실  콘도형(2)/더블(29)/트윈(12)

 객실단가   80,000 ~ 20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커피숍

 055-642-6000

  통영갤러리관광호텔 

 등급  2성급

 객실수  39실   더블(16)/트윈(8)/온돌(9)/

              스위트더블(1)/ 스위트트윈(4)

 객실단가   80,000 ~ 25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055-645-3773

  통영비치캐슬호텔
　

 객실수  35실  더블(12)/트윈(8)/

    온돌4인실(4)/더블복층(2)/

    온돌6인실(8)/온돌15인실(1)

 객실단가   90,000 ~ 500,000 

 주요시설  연회장, 세미나실, 레스토랑

 055-644-2704

  동경호텔

 등급  2등급

 객실수  41실  스탠다드더블(26)/

    디럭스더블(2)/ 스위트(3)/온돌(2)/

    온돌배드(6)/ 디럭스트윈(2)

 객실단가   140,000 ~ 300,000 

 주요시설  연회장, 레스토랑, 비지니스룸, 와인바

 055-641-1020

  통영한산마리나호텔

 등급  3성급

 객실수  31실  원룸(29)/특실(2)

 객실단가  180,000 ~ 90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요트, 커피숍

 055-648-3332

  통영거북선호텔
　

 객실수  40실

    트윈(14)/더블(18)/복층4인실(4)/스위트더블(4)

 객실단가  90,000 ~ 23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비지니스룸,파티룸,세미나실, 아트홀

 055-646-0710

  금호리조트㈜ 통영마리나
　

 객실수  272실

    패밀리(28)/패밀리디럭스(24)/스위트(118)/스위트디럭스(76)

    로얄스위트(16)/로얄스위트디럭스(10)

 객실단가  120,000 ~ 35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사우나, 스포츠센터, 연회장, 세미나실

 055-640-8115

  라베르호텔
　

 객실수  44실  트윈(8)/온돌(6)/더블(30)

 객실단가  40,000 ~ 15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055-646-8807

Hotel 
   & 

   Resort
 숙박정보 

  

  동원리조트
　

 객실수  101실

   디럭스(47)/패밀리(8)/주니어스위트(7)/코너주니어스위트(2) 

   슈페리어(13)/4인온돌(9)/8인온돌(7)/8인2층침대(8)

 객실단가  100,000~ 275,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세미나실, 연회장

 055-640-5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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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Geoge 

거제시

매물도여객선터미널매물도여객선터미널

가조연륙교가조연륙교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자연예술랜드

거제박물관

Windy HillWindy Hill

해금강
Haegeumgang IslandsHaegeumgang Islands

외도 보타니아
Oedo-BotaniaOedo-Botania

Historic Park of Geoje, P.O.W. CampHistoric Park of Geoje, P.O.W. Camp

JangseungpoPassenger Terminal JangseungpoPassenger Terminal 

Geoje MuseumGeoje Museum

muldoIsland Passenger Terminal muldoIsland Passenger Terminal 

장승포여객선터미널장승포여객선터미널

Gujora BeachGujora Beach

 Geoje SeaWorld Geoje SeaWorld

Geoje Natural Art LandGeoje Natural Art Land 구조라해수욕장구조라해수욕장

바람의 언덕

거제씨월드

Gajo yeollyukkyo BridgeGajo yeollyukkyo Bridge

Geoje-si

MAP
거제시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며 경남에서는 가장 큰 섬이다. 거제도에

는 대우조선소가 있는 옥포 공단,삼성 조선소가 있는 죽도 공단 그리고 석

유 비축 기지로 개발된 지세포 공단 등 3개의 국가 공업단지가 있다.겨울이 

따듯한 난대성 기후를 활용하여 파인애플·알로에·신선초 등 아열대 작물

을 많이 재배하고, 장목·연초면은 맹종죽 단지가 있으며 남부 해안 지방은 

유자 재배가 성하다.

추억과 낭만의

 거제 

1110

거제_외도 보타니아   아열대 식물인 선인장, 코코스 야자수,가자니아, 선샤인, 유카리,병솔, 잎새란, 용설란 등 3,000 여종의 
수목으로 그 풍치가 한국의 파라다이스라 불리울 만큼 아름답다.



12 13

 바람의 언덕·신선대

° 해금강 유람선 선착장이 자리하는 도장포 작은 

항구 오른편으로 자연방파제처럼 낮게 누워있는 

언덕은 파란 잔디로 뒤덮여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

으로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산책로를 따라 언덕을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제의 명소.

 주소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292-11

 이용요금   무료

 주요시설   유람선터미널

·바람의 언덕 낮과 밤

거

제

12

  거제맹종죽테마파크

° 대나무 맹종죽을 이용한 창조적 활용과 보존을 통하여 죽림욕

을 이용한 치유, 바다경관과 환경예술을 접목한 경관치유, 맹종

죽을 이용한 체험놀이 치유 등 죽림(대나무)테라피 공간.

 주소   경남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700

 이용요금   성인 : 2,000

                      어린이: 1,000

 주요시설   모험의 숲, 서바이벌체험, 공방체험

 055-637-0067

  거제포로수용소

° 공산포로 수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제 포로수용소는 최대 
17만 3천여명의 포로를 수용했던 놀라운 규모에 걸맞게 많은 아
픈 상처를 쓰다듬고 있는 곳으로 300여 명의 여자 포로도 있었
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의 사진과 장비 및 의복 등을 수집 전시하고 있다. 이곳
에서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를 느낄 수 있으며 산 교육장으로 활
용되고 있다. 

 주소   거제시 계룡로 61

 이용요금   성인 : 7,000

                      어린이: 3,000

 주요시설   전시관, 막사재현, 무기 및 장비 전시

 055-639-8125

거

제

  씨월드

° 대한민국 최대의 돌고래 체험시설로 먹이주기, 수영

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

양동물의 특성과 행동습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음

 주소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15

 이용요금   성인 : 22,000~

                      어린이: 15,000~

 주요시설   파충류 학습관, 돌핀키스&허그

                     돌핌카약 등

 055-682-03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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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숙박정보 

  

15

 미당생선구이

 주요메뉴  생선구이

 단가  10,000~

 좌석수  100 (입식 50, 좌식 50)

 055-635-3313

 지세포맛집

 주요메뉴  생선회, 물회, 비빔밥

 단가  20,000~

 좌석수  120 (입식 120)

 055-682-4111

 황우식육식당

 주요메뉴  떡갈비, 갈비탕

 단가  11,000~

 좌석수  120 (입식 100, 좌식 20)

 055-688-3355

 각산숯불갈비

 주요메뉴  쌈밥

 단가  12,000~

 좌석수  100 (입식 50, 좌식 50)

 055-632-0392

 거제도굴구이

 주요메뉴  굴구이,굴무침

 단가  20,000~

 좌석수  120 (입식 80, 좌식 40)

 055-632-9272

  강성횟집

 주요메뉴  생선회, 물회, 비빔밥

 단가  10,000~

 좌석수  120 (좌식 120)

 055-681-6289

 싱싱게장

 주요메뉴  게장정식

 단가  14,000~

 좌석수 150 (입식 50, 좌식 100)

 055-681-6114

 티파니횟집

 주요메뉴  생선회, 물회, 비빔밥

 단가  15,000~

 좌석수  150 (입식 120, 좌식 30)

 055-636-2929

 항만식당

 주요메뉴  해물뚝배기

 단가  18,000~

 좌석수  170(입식 20, 좌식 150)

 055-682-3416

 백만석

 주요메뉴  멍게비빔밥

 단가  12,000~

 좌석수  200 (입식100, 좌식 100)

 055-638-3300

151515

  거제삼성호텔

 등급  4성급

 객실수  166실 (스탠다드 67,디럭스94, 스위트5)

 객실단가  18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수영장, 헬스클럽 등

 055-631-2114

  거제관광호텔

 객실수  55실

    (스탠다드14,디럭스25,스위트12, 한실4)

 객실단가  6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커피숍

 055-632-7009

  대명리조트거제

 객실수  516실

    (패밀리 480, 스위트 36)

 객실단가 125,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물놀이장 등

 055-688-0880

  더럭스관광호텔

 객실수  31실

    (스탠다드13,디럭스15,한실3)

 객실단가  6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055-682-0877

  거제돔관광호텔

 객실수  55실

    (스탠다드39, 한실16)     

 객실단가 8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커피숍

 055-682-2522

  거제오션호텔

 객실수  85실

    (스탠다드77, 디럭스7, 스위트1)

 객실단가 14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055-730-9600

  오아시스호텔

 객실수  155실

    (스탠다드 155)

 객실단가 10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커피숍, 스파

 055-636-8900

  도야거제가족호텔

 객실수  42실

    (스탠다드8, 디럭스24, 스위트4, 한실 6)

 객실단가 10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커피숍, 수영장

 055-681-6918

  호텔리베라거제 (관광호텔)

 등급  4성급

 객실수  138실(스탠다드93,디럭스30,스위트15)

 객실단가  10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사우나 등

 055-760-5000

  애드미럴호텔

 등급  3성급

 객실수  129실  (스탠다드77,스위트40,한실12)

 객실단가  180,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커피숍, 연회장 등

 055-687-3761

14

RESTAURANT 

 음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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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김해박물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롯데워터파크

Lotte Premium OutletsLotte Premium Outlets

Gimhae Lotte Water ParkGimhae Lotte Water Park

The Royal Tomb of King SuroThe Royal Tomb of King Suro

Gimhae National MuseumGimhae National Museum

클레이아크미술관
ClayArch MuseumClayArch Museum

Gimhae Gaya Theme ParkGimhae Gaya Theme Park

Sinsegae Department StoreSinsegae Department Store

Let’s Run ParkLet’s Run Park

김해시
Gimhae-si

김해가야테마파크
수로왕릉

신세계백화점

렛츠런파크
김해국제공항
Gimhae International AirportGimhae International Airport

MAP

Gimhae 

가야고도 

    김해

1716

김해시는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하여 영남의 내륙을 굽이굽이 돌아 남해바다

로 흐르는 낙동강의 하류에 위치한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부산광역시

가 자리잡고있고,김해의 서쪽에 위치한 불모산을 경계로 창원시와 접하고 있

는 지역으로 AD 42년 고대왕국인 가락국의 건국지이며 창건한 수로왕과 인

도 아유타국의 공주가 국제 결혼하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김해 김씨와 허씨

의 시조가 되는 금바다(金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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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런파크

° 빛의 마법이 펼쳐지는 경마공원

인간과 말이 교감을 나눌때, 하늘의 별이 하나씩 내려와 춤을 추는 

아름다운 마을

 주소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이용요금   경마일 2천원.비경마일 무료

                     일루미아 입장 8천~1만2천원

 주요시설   경마장, 마글램핑장, 포니랜드 빛축제 공원(일루미아)

 051-901-7114

·가야테마파크

·와인동굴

·레일파크

김

해

김

해

1918

  김해가야테마파크

° 가야를 주제로한 오감체험형 가족테마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는야테마파크는 고구려·백제·신라와 함께 오

랫동안 번영을 누렸던 제4의 제국 가야의 우수한 문화를 재조명하

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야역사문화를 한눈에 보고, 느끼고, 

다양한 체험·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거대한 터에 태

극전, 가락정전, 왕후전 등 가야왕궁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스릴있

는 모험의 공간 ‘가야무사 어드벤처’ 와 600석 규모의 뮤지컬 공연

장, 카라반 캠핑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역사와 현대문화가 공존

하는 공간으로 탄생 하였다.

 주소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어방동)

 이용요금   입장료 3천~5천원 / 체험비 별도

 주요시설   철광산공연장(뮤지컬상영) 가야왕궁 태극전, 

                     철기체험장, 캠핑장, 가야관(음식점) 등

 055-340-7900

  김해낙동강레일파크

° 레일바이크와 와인동굴이 함께하는 국내 유일 레일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세부시설은 김해철교레일바이크, 와인동굴, 

낙동강철교전망대, 와인카페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의 레일바이크 

시설 중에서 와인동굴, 철교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어 원스톱으로 힐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

일하다. 또한 레일바이크를 직접 타면서 강을 횡단할 수 있는 곳도 

유일한 곳이므로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주소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473번길41

 이용요금   레일바이크 2인 15,000

                     와인동굴  1~2천원

 주요시설   레일바이크, 와인동굴, 열차카페, 철교전망대

 055-333-8359

김해_클레이아크미술관  클레이아크는 흙과 건축의 상호 관계적 협력을 의미하는 합성어이다. 흙을 의미하
는 클레이와 건축을 의미하는 아크를 조합한 단어로 과학과 예술, 교육, 산업의 협력을 통한 건축도자 분야
의 미래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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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파인그로브

 객실수 7개 (더블50, 트윈22)

 객실단가  121,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세미나실

 055-310-1100

 꽁시파차이

 주요메뉴  탕수육

 단가  22,000

 좌석수  27

 055-314-3399

 밀양돼지국밥

 주요메뉴  돼지국밥

 단가  7,000

 좌석수  35

 055-337-1790

 섬진강재첩국

 주요메뉴  재첩국

 단가  7,000

 좌석수  24

 055-333-5009

 (주)외식명가 오립스

 주요메뉴  숯불갈비

 단가  15,000

 좌석수  130

 055-326-0006

  와우관광호텔

 등급  1성급

 객실수  30개 

              (더블1, 트윈19)

 객실단가  45,000~55,000

 주요시설  휴게실

 055-344-0016

  아이스퀘어호텔

 등급  특1등급

 객실수  181개

    (트윈30, 더블93, 패밀리45, 기타13)

 객실단가  363,000

 주요시설  레스토랑, 세미나실

 055-344-5000

 고향산천쌈밥

 주요메뉴  쌈밥

 단가  15,000

 좌석수  30

 055-345-2749

김

해

20

김해_국립김해박물관  선사시대와 가야 성립의 기반이 된 변한의 유물 및 전기가야를 대표하는 
금관가야의 유물을 전시.각 지역별로 형성된 가야문화의 독창성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각종 유물
을 전시하고 있다. 각종 복원 모형과 첨단 영상 시설을 설치하여 가야의 문화를 알기 쉽게 하였
다. 국립김해박물관은역사 교육의 현장과 가야 문화 연구의 산실이 되고 있는 곳이다.

  롯데 관광유통단지&워터파크

°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쇼핑공간

 주소   김해시 장유로469(신문동)

 주요시설   국내외 브랜드 제품 판매

                     영화관, 음식점

 055-900-2500

Hotel 
   & 

   Resort
 숙박정보 

  
RESTAURANT 

 음식정보 

21

 음식정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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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군항제 거제 바다로세계로 거제 바다로세계로

°위치  구조라해수욕장 일원 

°내용  해양 스포츠, 공연행사, 
         체험/부대행사 등

                       FESTIVAL 
                    GYEONGNAM 경남의 대표 축제

FESTIVAL 
                    GYEONGNAM 경남의 대표 축제

° 위치  중원로터리  

° 내용  개막행사, 추모행사, 문화예술행사, 군부대 개방행사, 체험행사, 특별행사

° 위치  구조라해수욕장 일원  

° 내용  해양 스포츠, 공연행사, 체험·부대행사 등

통영 한산대첩축제 °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동 236  

° 내용  이순신장군어록목판찍기,장군탈만들기,검만들기,활만들기,거북선&판옥선만들기,이순신장군무예체험등 

         전시·체험·참여마당

김해 분청도자기축제 ° 위치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35 김해분청도자관 일원  

° 내용   도예작가와의 만남, 공연행사, 체험·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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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List

아이스퀘어호텔

와우관광호텔

호텔파인그로브

특1등급

1성급

-

363,000

45,000~55,000

121,000

181개(트윈30, 더블93, 패밀리45, 기타13)

30개(더블1, 트윈19)

7개(더블50, 트윈22)

레스토랑, 세미나실

휴게실

레스토랑, 세미나실

업소명 등급   객실 수  객실단가  주요시설   연락처

통영한팅관광호텔

통영엔쵸비관광호텔

통영갤러리관광호텔

동경호텔

통영한산마리나호텔

라베르호텔

통영거북선호텔

통영비치캐슬호텔

금호리조트㈜ 통영마리나

동원리조트

　-

2성급

2성급

2등급

3성급

　-

　-

　-

　-

　-

 80,000 ~ 200,000 

 80,000 ~ 200,000 

 80,000 ~ 250,000 

 140,000 ~ 300,000 

 180,000 ~ 900,000 

 40,000 ~ 150,000 

 90,000 ~ 230,000 

 90,000 ~ 500,000 

 120,000 ~ 350,000 

 100,000 ~ 275,000 

055-641-1000

055-642-6000

055-645-3773

055-641-1020

055-648-3332

055-646-8807

055-646-0710

055-644-2704

055-640-8115

055-640-5000

166실 (스탠다드 67,디럭스94, 스위트5)

138실 (스탠다드93,디럭스30,스위트15)

129실 (스탠다드77,스위트40,한실12)

55실 (스탠다드14,디럭스25,스위트12, 한실4)

155실 (스탠다드 155)

42실 (스탠다드8, 디럭스24, 스위트4, 한실6)

31실 (스탠다드13,디럭스15,한실3)

55실 (스탠다드39, 한실16)

85실 (스탠다드77, 디럭스7, 스위트1)

516실 (패밀리 480, 스위트 36)

레스토랑, 연회장

레스토랑, 연회장, 커피숍

레스토랑, 연회장

연회장, 레스토랑, 비지니스룸, 와인바

레스토랑, 연회장, 요트, 커피숍

레스토랑, 연회장

레스토랑,비지니스룸,파티룸,세미나실, 아트홀

연회장, 세미나실, 레스토랑

레스토랑,사우나,스포츠센터,연회장,세미나실

레스토랑, 세미나실, 연회장

업소명 등급   객실 수  객실단가  주요시설   연락처

업소명 등급   객실 수  객실단가  주요시설   연락처

거제삼성호텔

호텔리베라거제(관광호텔)

애드미럴호텔

거제관광호텔

오아시스호텔

도야거제가족호텔

더럭스관광호텔

거제돔관광호텔

거제오션호텔

대명리조트거제

4성급

4성급

3성급

-

-

-

-

-

-

-

180,000~

100,000~

180,000~

60,000~

100,000~

100,000~

60,000~

80,000~

140,000~

125,000~

055-631-2114

055-760-5000

055-687-3761

055-632-7009

055-636-8900

055-681-6918

055-682-0877

055-682-2522

055-730-9600

055-688-0880

166실 (스탠다드 67,디럭스94, 스위트5)

138실 (스탠다드93,디럭스30,스위트15)

129실 (스탠다드77,스위트40,한실12)

55실 (스탠다드14,디럭스25,스위트12, 한실4)

155실 (스탠다드 155)

42실 (스탠다드8, 디럭스24, 스위트4, 한실 6)

31실 (스탠다드13,디럭스15,한실3)

55실 (스탠다드39, 한실16)

85실 (스탠다드77, 디럭스7, 스위트1)

516실 (패밀리 480, 스위트 36)

레스토랑, 연회장, 수영장, 헬스클럽 등

레스토랑, 연회장, 사우나 등

레스토랑, 커피숍, 연회장 등

레스토랑, 커피숍

레스토랑, 커피숍, 스파

레스토랑, 커피숍, 수영장

레스토랑

레스토랑, 커피숍

레스토랑

레스토랑, 연회장, 물놀이장 등

055-344-5000

055-344-0016

055-310-1100

통  

영

거  

제

김  

해

거  

제

백만석

항만식당

싱싱게장

미당생선구이

거제도굴구이

강성횟집

지세포맛집

티파니횟집

황우식육식당

각산숯불갈비

멍게비빔밥

해물뚝배기

게장정식

생선구이

굴구이,굴무침

생선회, 물회, 비빔밥

생선회, 물회, 비빔밥

생선회, 물회, 비빔밥

떡갈비, 갈비탕

쌈밥

12,000~

18,000~

14,000~

10,000~

20,000~

10,000~

20,000~

15,000~

11,000~

12,000~

200 (입식100, 좌식 100)

170 (입식 20, 좌식 150)

150 (입식 50, 좌식 100)

100 (입식 50, 좌식 50)

120 (입식 80, 좌식 40)

120 (좌식 120)

120 (입식 120)

150 (입식 120, 좌식 30)

120 (입식 100, 좌식 20)

100 (입식 50, 좌식 50)

055-638-3300

055-682-3416

055-681-6114

055-635-3313

055-632-9272

055-681-6289

055-682-4111

055-636-2929

055-688-3355

055-632-0392

업소명

Restaurant  List

통  

영

향토집

통영생선구이

영빈관(1,2호점)

통영밥상갯벌

멍게가

남옥식당

민수사

뚱보할매김밥

엄마손김밥

도남가든

굴요리

생선구이

굴,멍게,해물정식

굴,멍게,해물요리

멍게

매운탕, 해물탕, 복국

생선회

충무김밥

충무김밥

한우, 돼지갈비

 12,000~30,000 

 10,000~30,000 

 10,000~30,000 

 10,000~20,000 

 10,000~17,000 

 10,000~70,000 

 20,000~400,000 

4,000

4,000

9,000 ~ 35,000

140석 입식(48)/좌식(92)

70석 입식(70)

252석 입식(24)/좌식(228)

110석 입식(40)/좌식(70)

40석 좌식(40)

80석 입식(30)/좌식(50)

90석 입식(40)/좌식(50)

70석 입식(70)

35석 입식(35)

100석 입식(100)

055-645-4808

055-646-6960

055-646-8028

055-648-5599

055-644-7774

055-643-2551

055-649-7742

055-645-2619

055-641-9144

055-641-0016

주요메뉴 단 가 좌석 수   연락처

22,000

15,000

7,000

7,000

15,000

27

30

35

24

130

055-314-3399

055-345-2749

055-337-1790

055-333-5009

055-326-0006

꽁시파차이

고향산천쌈밥

밀양돼지국밥

섬진강재첩국

(주)외식명가 오립스

탕수육

쌈밥

돼지국밥

재첩국

숯불갈비

김  

해



3

37

26

59

24

24 20

58

20

7
25

79

20

58

59

20

33

20

19

3

2

14

79

19

77

77

5

14

3

3 33

19

2

26

55

45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창녕군

밀양시

양산시

김해국제공항

김해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필리핀

일본

서울

제주도

김해국제공항
경상남도

러시아

대만

중국

통영·거제·김해

주요관광지
·김해 수로왕릉

·김해 클레이아크미술관

·창원 경화역

·거제 포로수용소

·거제 외도보타니아·거제 바람의언덕

·통영 미륵산케이블카 ·통영 장사도카멜리아



South Coast Romantic Tour
                    Gyeongsang nam-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