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KCGS) 2018
학술대회를 즐겁게 즐기는 법
여수시 관광사이트: http://tour.yeosu.go.kr/

디오션리조트
그래픽스학회가 개최되는 디오션 리조트는 서울에서 KTX로 약 3시간 40분 걸리는 곳에 있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스파사우나, 그리고 골프 시설이 갖춰진 꼭 가봐야할 곳
이다. 특히,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아쿠아플래넷 여수, 디조션워터파
크, 그리고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와 오동도, 빅오쇼를 추천합니다.

가는 길 - KTX 이용시
용산 혹은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여천역에서 하차. 여천역에서 택시 이용시 약 20분, 버스(666
번) 이용시 약 41분 소요됨
▶디오션워터파크 http://theoceanresort.co.kr/main/contents.do?PID=110502&type=1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가족이 함께 가기 좋은 곳입니다.

빅오쇼 http://bigo.expo2012.kr/
감미로운 클래식과 재즈 선율에 맞춰 춤추는, 지상 최대 해상분수쇼를 감상하세요!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과 두바이의 버즈칼리파가 아닌, 여기 여수에서!
관람객 입장시간은 19:40분이고, 20시 20분에 해상분수쇼를 시작으로 하나쇼, 뭉키쇼가 20시55
분에 종료합니다.
티켓구매 필수! (http://ticket.expo2012.kr/bigo/)

아쿠아플래넷 여수

http://www.aquaplanet.co.kr/yeosu/index.jsp

아쿠아플라넷의 가치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써 '해양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고, '생태계 보존'이라는 명제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늘 새로운 감동으로 고객님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의 바다를 담은 <아쿠아 플라넷 여수>에서 바다의 경외감을 넘어, 생명 보
존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용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입장마감 오후 6시)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바다위를 지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 입니다.
야경이 뛰어나며, 오동도와 돌산공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폴, 베트남에 이어 네번째로 바다위를 통과하는 해상케이블카로써, 이
제 국내에서도 바다위를 통과하는 해상케이블카에서 바람을 가르는 짜릿한 스릴감과 함께 아름
다운 바다와 하늘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캐빈 10대와 일반 캐빈 40대, 총 50대의 케이블카를 운영중입니다. 특히, 여수해상케
이블카가 자랑하는 크리스탈 캐빈은 바닥을 강화유리로 만들어 짜릿한 스릴감과 함께, 아름다
운 바다를 발밑에 두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캐빈입니다.
운행시간: 오전 9시 ~ 밤 9시 30분 (편도 약 13분, 왕복 약 25분)
장소: 돌산공원 내 놀아정류장 또는 자산공원 내 해야정류장
주자: 자가용 이용 고객은 놀아정류장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오동도 입구, 엠블 호텔 맞은
편에 위치한 여수시 오동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동도
여수의 중심가에서 약 10분쯤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오동도 입구 주차장에서 약 15분 정도,
방파제 길을 따라 걸으면 도착한다. 이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바 있을 만큼
운치가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동백을 이야기하자면 항상 가장 먼저가 여수 오
동도다. 섬 전체를 이루고 있는 3천여그루의 동백나무에선 1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3월이면
만개한다. 오동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는 자산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향일암과 더불어
한려수도 서쪽 관광루트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여수낭만버스
여수낭만버스는 저렴한 가격의 버스를 타고 여수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여수낭만버스를 즐기기 위해 여러가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이들을 대
상으로 꾸며진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버스가 인기있다. 90분간 진행되는 여수 낭만 버스 투어
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뉜다.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다음 목적지인 돌산대교로 이동하는 25분간
은 버스 안에서 연극을 관람한다. 이후 여수 야경 명소인 돌산대교, 소호 동동다리, 예울마루
등을 들러 관광 해설을 진행하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는 음악 공연이 준비돼 있다.
각 코스의 출발장소와 도착장소를 잘 확인해야 한다.
제1코스 :엑스포역  오동도진남관해양수산과학관  항일암여수수산시장엑스포역
제2코스:엑스포역항일암이순신광장흥국사이순신대교홍보관서시장여수특화물수산
시장엑스포역
시간을달리는버스커:이순신광자히든베이호텔소호동동다리여문문화의거리돌산대교거
북선대교여수엑스포역종포해양공원이순신광장
아래 여러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낭만버스 홈페이지 http://tour.yeosu.go.kr/tour/leisure/city_tour
예약사이트: http://tour.yeosu.go.kr/tour/leisure/city_tour

여수 10미 – 여수의 모범음식점
http://tour.yeosu.go.kr/tour/lodge_food/food

그 밖의 여수 여행정보
그 밖의 여수 여행정보는 여수관광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http://tour.yeosu.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