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완도는 ‘빙그레 웃는 섬’입니다.

완(莞)이 ‘빙그레 웃을 완’이고 보니 완도에 오시면 웃을 일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에 웃게 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265개의 섬들이 그렇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슬로

시티 청산도와 어부사시사의 창작무대인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고운모

래가 10리를 이루는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등 섬마다 특색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바다와 산에서 생성돼 나오는 맑고 깨끗한 

공기는 대도시의 50배에 이를 정도로 산소음이온이 풍부한 곳입니다.

완도에 오시면 웃을 수 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완도의 풍부한 먹거리

에 있습니다. 맥반석 층으로 형성된 청정 완도 바다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해조류와 각종 어패류가 생육하기에 가장 알맞은 최적의 

환경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2,200여 종의 바다 생물

자원이 서식하고 있으며, 맛과 영양이 뛰어나 최고의 웰빙음식으로 사랑 

받고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섬, 
              또 가보고 싶은 섬, 완도!”

I WANDO

또한 해풍을 맞고 자란 완도의 유자와 방울토마토, 해변포도, 딸기 등은 

당도가 뛰어나고 싱싱하여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웃을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완도사람들의 따뜻한 정(情)과 인심

입니다. 후덕하여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완도사람들의 정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전통문화로써 완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친절하

게 맞아주고 감싸주는 미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도는 1200년전 해상왕 장보고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한-중-일은 물론 

멀리 페르시아만까지 해상무역을 실시하였던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으며, 

고금 묘당도 이충무공유적과 함께 국위를 선양한 유서깊은 곳입니다.

“건강의 섬 완도, 완도여행”은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가이드가 

되고, 해설사가 되어 ‘빙그레 웃는 섬 완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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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바다와 어우러진 절경이 일품인 완도!

Tourist Attraction

완도읍·군외면 다도해 일출공원 완도타워 / 해변공원 / 주도 상록수림 / 장도 청해진

유적지 / 장보고공원 / 장보고 기념관 / 완도수목원 / 청해포구 / 정도리  구계등 / 

어촌민속전시관 / 완도해조류센터  신지면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 신지 동고리 해변  

고금면 충무사  약산면 가사 동백숲 해변 / 삼문산 진달래공원  금일읍 금일명사

십리 해수욕장 / 월송해송림 / 금일낙타섬  금당면 금당팔경  생일면 금곡해수욕

장 / 용출리 해안갯돌밭  청산면 청산도 서편제 촬영지 / 봄의 왈츠 촬영지 / 범바위 

/ 구들장논  보길면 지리 해수욕장 / 동천석실 / 세연정 / 예송리 해수욕장 / 중리 

해수욕장 / 통리 해수욕장 / 보옥리 공룡알 해변  소안면 미라리 해수욕장 / 당사도 

등대  노화읍 신비의 바닷길 / 전복체험마을



다도해 일출공원  완도타워
완도 관광 전망 명소인 다도해 일출공원은 완도읍 동망산 정상 5만여평에 타

워, 광장 산책로, 쉼터 등을 갖춘 해돋이 감상 공원이다. 일출공원에 있는 높이 

76m, 지상 2층 전망대로 구성된 완도타워에서는 환상적인 일출과 일몰은 물

론 완도항과 신지대교 등 야경을 영상 모니터와 전망 쌍안경을 이용하여 감상

할 수 있다. 

특히 타워 외부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타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이곳에서는 음악과 함께 환상적인 레이저쇼도 펼쳐진다. 중앙광

장에는 미소정원, 꽃비가든, 바다정원 등 테마를 설정하여 공원을 조성했다. 

 위치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0

Travel 
Tip 완도타워에 올라 완도를 보자. 

낮에 저 완도 타워에 올라서 시야 멀리 바다가 출렁거리는 것을 지켜보고 

밤에 저 완도 타워에 올라서 숯불처럼 타오르는 밤바다의 야경을 바라보자. 

8 9

wando 
tourist attraction

건강의 섬 완도여행 



해변공원 
완도 해변공원은 완도 읍내에 위치해 있다. 

바닷가였던 곳을 매립하여 공원과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다. 수협 위판장 바깥으로는 

완도 바다를 끼고 길이 약1,000m, 폭 25m

에 이른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걸으며 이야

기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조깅을 할 수 있는 

등의 산책로가 되고 있다.

 위치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완도항 제1물양장 

                일원

 주요시설물   가로공원, 바닥분수, 야외음악당, 

                        빛의 광장, 실개천 등 

구슬같이 조그만 섬  주도 상록수림
완도항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마치 구슬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37여 종의 상록수가 있는 식물의 보고이다. 이 섬은 봉산으로서 본시 벌채를 금

하여 왔으며 중앙에는 성황당이 있어 더욱 나무를 다치지 못하게 하여 원시림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 한편 고란초가 자란 모습은 이 섬에서 비로소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도는 온대식물의 보고로서 식물생태연구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녘의 숲들이 북녘의 숲들과 

다른 것은 바로 상록수들 때문이다. 겨울에도 이파리를 떨구지 않고 항상 푸르

러서 이름이 상록수이다. 좀 높은데 올라가서 저 숲을 보면 숲이 반짝거린다. 

마치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눈동자가 반짝거렸던 것처럼. 

 위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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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청해진유적지
장좌리 마을앞에 위치한 장도(장군섬)는 전복을 엎어놓은 듯 둥굴 넓적한 

12만6000㎡의 섬으로 해상왕 장보고가 828년 청해진을 설치하고 중국과 

신라, 일본을 잇는 삼각무역을 펼쳤던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 전진기지이자 

군사요충지였다. 1984년 사적308호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부터 발굴을 

시작해 섬 주변으로 둘러진 목책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의 문양이 새겨진 

기와, 동아시아 해상교류를 알려주는 중국의 자기 등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위치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809

청해진 유적 입구에 위치한 장보고

공원은 4,500여평의 면적에 완도군

의 201개 섬에서 채집된 기기묘묘

한 수석 200여 점이 상록활엽수와 

어우러져 전시되어 있다. 현재 장보

고 기념관과 관광정보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공원 내에는 수석 이외

에 장보고대사의 흉상, 기념탑, 소

나무·동백나무 군락지, 잔디광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연중 수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위치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214-7

청해진 유적의 보고  장보고공원 

장도 목교

장도는 섬이 일자형으로 길게 뻗어 

있다고 해서 붙여졌으며 속칭으로 

‘진섬’이라고 불린다. 장도 목교는 완

도읍 장좌리와 청해진 본영인 장도 

유적지(사적 308호)를 연결하는 길

이 150m의 아치형 다리다. 썰물 때

는 도보로 장도에 갈 수 있었으나 밀

물 때는 먼 곳에서만 바라만 봤던 곳

인데 나무다리를 통하여 갈 수 있게 

만들었다. 장도 목교는 한국공공디자

인지역지원재단이 주최한 ‛2009 국

제공공디자인대회’에서 토목구조물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9년 11월에 완공된 장도목교는 하

루 한 차례 썰물 때에만 드나들던 불편

함을 해소, 조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교장 

150m, 교폭 3m, 아치형 목교이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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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을 향한 꿈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관은 1200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

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던 장보고 대사

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해양 개척 정신을 고

취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08년 2월 9일 완

도읍 장좌리에 개관하였다. 장보고기념관에는 장

보고 대사의 역사적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한·중·일 삼국의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기록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은 뿌리, 생성, 제국, 항해 등 

4개의 존으로 구분되어 있다. 

 위치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5

 1층 중앙홀, 영상실, 기획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휴게실
2층 1전시실, 바닷길, 2전시실 

 관람시간   동절기(11월~2월) 09:00~17:00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휴관일：매주 월요일 

 관  람  료
•개인：어른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단체： 어른 700원, 청소년 및 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관람자 20인 이상)

※ 관람료 면제 
•국빈, 외교사절단,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완도군민의 날에 입장하는 자
•현충일에 입장하는 국가보훈 가족 
•국가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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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조류센터 
해조류센터는 2014년 3월에 개관하여 지상4층, 건축면

적1.935㎡, 연면적 1,409㎡, 주요시설로는 해조류전시실 2층, 

3개 전시실, 18개 아이템 특산품홍보관(관내 농수특산품 30종이 전시됨)으로 

이루어져있다. 기존 최경주 공원 자리에 센터를 건립해 4년마다 열리는 국제해

조류박람회의 의미와 해조류를 가시적으로 구현하고자 건립되었다.

 위치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245번길 6

제1전시실(해조류와 완도)
해조류 서식의 최적지인 완도의 바다환경과 다양한 해조류
를 소개합니다. 신지 명사십리 파도영상 쇼, 해조류분포현황, 
완도 바다환경 등 

제2전시실(해조류 효능과 가치)
해조류의 효능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해조류의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조류의 효능, 해조류소재 & 의약
산업, 해조류 생선과정 등 

제3전시실(해조류 터널) 
고래에게 잡힌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아나선 피노키오가 
선사하는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가세요.

농수특산품 홍보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해조류 특산품을 만나보세요. 

 관람시간   09시 ~18시

 관  람  료   무료

 문의전화   061-550-5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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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신’ 드라마 촬영장  청해포구
통일신라시대 해로요충지였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당

나라와 일본은 물론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해상질서를 주도하며 왕

성한 해상무역활동을 펼쳤던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담은 특별기획드

라마가 청해진의 옛 터 완도군 일원에서 제작되었다. 최인호의 역사소설 ‘해신’

을 원작으로 한 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은 50부작으로 국내 사상 최대의 제작비 

150여 억원을 들여 한국과 중국 현지에서 촬영한 드라마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 까지 6개월간 KBS2 TV로 방영되었다. 청해포구는 

TV드라마 속의 생생한 현장이며 역사 생태체험의 공간으로 

현재 주말마다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

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치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1161-8 

 관람시간   연중무휴 (동절기 09:00~17:00 / 하절기 08:00~19:00)

 문의전화   청해포구 061-555-4500, 4503~4

 입  장  료   일반：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단체：어른 4,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유공자 3,000원, 장애인 4,000원, 군민 3,000원, 경로우대 3,000원

 주  차  료  무료

정도리 구계등
완도읍 정도리 152번지에 위치한 구계등은 1972년 7월 명승 제3호로 지정되

었다. 구계등은 파도에 씻겨 아홉 계단 모양으로 쌓인 다양한 크기의 돌들로 

이루어진 해안이다. 즉 ‘바다로 내려가는 자갈 해안이 아홉 개의 계단으로 이

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1153년 전인 신라 42대 흥덕왕 3년에 이 지대를 녹원지로 봉했다고 한다. 해

변 길이는 800m, 폭은 200m로 후원에는 참나무, 떡갈나무, 동백나무 등 40

여 종의 상록수와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넓은 숲이 있다. 

 위치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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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민속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은 완도와 완도 주변 섬들을 이어주는 완도읍 화흥포길 149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2002년 5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 겸 전시관

으로 정식 개관하였다. 1996년 장보고축제가 처음 열린 때 부대행사의 하나

로 건물을 임대하여 세계바다동식물 전시관을 연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7

년 11월부터 1998년 6월에는 구계분교로 이전하였고, 1997년 12월 완도군 어

촌민속전시관 설치 조례에 따라 군 기구로 신설되었다. 완도수산고등학교 등

에서 기증한 어업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어촌의 생활사, 어획방법, 수산양

식의 실태, 선박의 발달사 등을 사진자료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 

 위치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149 전시관

건물은 연면적 1만1,08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상징홀, 기획

전시실, 3개 전시실, 영상관, 선박

체험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영상관：136석 규모로 장보고의 일대기, 
완도 홍보영상, 신비의 바다체험 다큐멘
터리 등을 상영한고 군민을 위한 가족극
장을 운영하고 있다. 

선박체험코너：완도에서 보길도 까지 
가상 보트 운전을 체험 할 수 있다. 

제1전시실：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어
구 및 어업을 단계별로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어선 제조시술의 변천과정 
자료를 전시한다. 실제 목조 선박에서 노
젓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제3전시실：대형 식인조개와 각종 조개
류, 희귀 산호 어류 박제물, 다도해에 서
식하는 어류 30여 종을 수족관에 기르
고 있다. 

상징홀：실물크기의 박제물 중 길이 1m, 
몸무게 144kg의 돗돔과 원양 어류 및 연
근해 어류를 직접 만질 수 있는 터치풀이 
있다. 

 관람시간   매년 1월 1일~2일 휴관 / 매주 월요일 휴관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 관람권 매표는 개관종료 30분 전까지 한다.

 관  람  료   개인：어른 1,000원, 청소년(군·경) 500원 
  단체：어른 800원, 청소년(군·경) 400원(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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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최대 난대림 완도수목원 
완도수목원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립 

수목원으로 상황봉의 후면에 조성된 상록활엽수 

집단 자생지다. 2000ha의 광활한 면적에는 169

과 3,449종의 동식물이 자라고 있다. 주요 시설로

는 산림전시관, 열대·아열대 온실, 관찰로, 수생식

물원, 전망대 등이 있다. 

 위치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북로88번길 156

 입  장  료   일반：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단체：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 만 7세 이하, 국가유공자, 만65세 이상, 장애인 무료

 주  차  료  대형 5,000원, 소형, 3,000원, 경차 1,500원 

 관람시간   동절기 9시 ~ 17시(11월~다음해 2월말) 
  하절기 9시 ~ 18시(3월~10월말)

 문의전화  061-552-1544 

완도대교

“건강의 섬 완도”를 가기 

위해서는 군외면의 완도

대교를 건너야 한다. 완

도대교는 1주탑, 2면식 

비대칭 사장교로 해상왕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을 

상징하는 무역선과 투구

를 형상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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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신지면 신리, 대곡리 일원에 조성된 57만㎡(길이 

3,800m, 폭150m) 규모다. ‘명사십리’라는 말은 어떻게 유래 했을까. 조선 후

기 철종의 사촌 아우였던 ‘이세보’는 안동 김씨의 계략에 빠져 신지도로 유배

를 오게 되었다. 그는 밤이면 해변에 나가 북녘 하늘을 보며 설움과 울분을 시

로 읊었다. 귀양살이에서 풀려난 이세보는 한강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하

게도 신지도 해변 모래밭에서 비바람이 치는 날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이때부터 마치 누군가가 우

는 것과 같은 울음소리와 같다고 하여 명사십

리(鳴沙十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또

한 해변에서 모래가 우는 소리가 10리 밖까

지 들린다 하여 ‘울모래’또는 ‘명사십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위치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길 85-105

신지 동고리 해수욕장
신지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고리 해수욕장 주변에는 수백년 된 해송 

300여 그루가 있다. 동고리해수욕장은 신지면에서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이

어 두 번째 해수욕장으로, 마을 앞에 울창한 송림이 펼쳐져 무더운 여름날 

피서객들의 더위를 씻어주기에 안성맞춤이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명성에 

가려 피서객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편안함을 찾는 관광객

이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치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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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도 충무사 홍살문

정전 이순신 장군 영전

충무사 관왕묘비

월송대

충무공의 넋 기리는  충무사
고금도 묘당도 유적지는 사적 제114호로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

이 수군의 본영을 둔 곳이다. 고금도는 농지가 많아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었

고, 갯벌이 발달해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

에서 왜병 30만 명을 무찔렀다. 이순신을 모신 사당인 충무사 앞에는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충무공을 아산으로 모시기 전 83일간 봉안했

던 월송대가 있다. 

 위치  완도군 고금면 세동84번길 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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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해수욕장
3월이면 붉은 동백꽃이 푸른 바닷물을 붉게 물들인다는 곳이 가사해수욕장

이다. 가사해수욕장은 수백 년 된 동백나무 수백 그루와 후박나무, 잣밤나무

가 해안을 둥글게 감싸안고 있다. 상록활엽수림이 하늘을 가리고 여름철엔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 준다. 

 위치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934

약산면 삼문산  진달래공원
약산의 등줄기를 이루는 장용산과 삼문산(399m) 정상에는 봄이면 철쭉이 

산을 붉게 물들인다. 삼문산은 190여 종의 생약초가 자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삼문산 정상의 군락지 5만여 평에 꽃이 만개하면 다도해의 푸른 바다

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이때 약산도는 삼문산 뿐만 아니라 관내 일주도

로 18km에 있는 20만 그루의 철쭉 나무도 온통 연분홍색

으로 물든다. 

 위치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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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과 달이 아름다운  월송해송림
금일읍 방풍림 중 송림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길이 1.2km, 폭 100m에 수령 

200년 된 소나무 1,0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월송리는 달이 소나무 위로 

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부르게 된 이름이란다. 달이 뜨는 모습도 아름답

지만 일몰 장면도 일품이어서 야영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위치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금일 명사십리’라 불리는 이 해수욕장은 길이 3.6km, 너비 150여m에 달하

는 백사장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장관이다. 수심이 깊지 않아 파도타

기를 즐기기에 좋다. 게다가 형형색색의 조개껍데기가 깨끗한 백사장에 깔려 

있다. 조개의 양이 풍부해 8월 중순이면 소라, 진주조개, 홍합을 캐는 마을 아

낙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금일 해수욕장은 모래해안 - 사구 - 배후습지로 이

어지는 전형적인 해안 사구 지형으로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어린이들이 

놀기에도, 야영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위치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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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우도

금일 따리섬

일출이 아름다운  금일낙타섬
원래 이름은 다라지(多羅只)였으나 섬의 모습이 낙타를 쏙 빼닮았다 하여 낙타

섬으로 바꿔불리고 있다. 낙타의 등처럼 우뚝 솟아있는 섬의 모습에서 고개를 

죽 내밀고 있는 낙타의 얼굴까지 한눈에 들어오자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이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낙타의 등 모양에 해당하는 정상 부위에는 상

록 활엽수가 뒤덮고 있어 4계절 내내 푸름을 자랑한다고 한다. 망망대해에 외로

이 떠 있는 낙타섬은 바닷새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며 섬의 외로움을 달래주

는 듯하다. 이곳에서 보는 일출의 모습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해류의 흐름이 

좋아 천혜의 어장을 형성하는 섬이다. 

 위치  완도군 금일읍 

장도 구름다리

장도는 금일읍의 부속도서로 인근의 황제도와 함께 망망대해에 외로이 떠있는 천해

고도이다. 예부터 황금 바다낚시터로 유명한데 장도의 뒤편에 높이 20여m의 해식

굴이 하나있다. 구름다리 주변은 바다낚시와 함께 일출과 일몰이 아름답다. 

소사도 거북섬 

동송리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의 모양이 거북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과 흡사하여 거북섬으로 불리워

진다. 

구동리 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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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절경  금당팔경

1경  孔山齊月 공산제월  맑게 갠 하늘에 뜬 밝은 달

2경  聖山曉鐘 성산효종  이른 새벽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 

3경  箕峰細雨 기봉세우  비에 젖어 삿갓모양의 봉우리 같은 아름다운 나무군락

4경  鬱浦歸帆 울포귀범  울포로 들어오는 만선의 돛단배 

5경  轎岩淸風 교암청풍  가마바위로 불어오는 청아한 바람

6경  花島暮雲 화도모운  한덩이 구름처럼 떠가는 진달래 꽃동산 같은 작은 섬 

7경  鶴岺落照 학령낙조  황금빛 저녁놀이 비단처럼 깔린 해상 

8경  角岩牧笛 각암목적  뿔 바위 위로 들여오는 초동의 피리소리 

가학항에서 섬을 일주하는 배에 오르면 

금강산 천불전을 닮은 천불전, 코끼리

바위, 남근바위, 초가바위, 상여바위, 스

님바위, 부채바위, 병풍바위 등 ‘금당8

경’의 신비스러운 자태에 탄성이 끊이질 

않는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무인도

를 징검다리 삼아 뜨고 지는 해돋이와 

해넘이도 평생 기억할 추억의 장면이 될 

것이다. 금당팔경은 억겁의 시간과 세월

이 빚은 기암괴석과 신비로운 자연풍광

을 가리킨다. 영조 때 존재 위백규(魏伯

珪, 1727~1798)는 금당도의 경치가 좋

아 금당별곡(金塘別曲)을 지었다. 

 위치  완도군 금당면

초가바위

부채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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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로 만들어진  금곡해수욕장
생일도의 진산인 백운산의 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조개껍데기가 부서져 형성

되었다. 금빛 모래와 완만한 수심으로 주변 해송과 잘 어우러져 있다. 

폭100m, 길이 1.2km로 주변에 후박나무, 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수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인근에는 야생 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다. 조용하

고 깨끗한 편이어서 가족 단위 피서지로 적합하다. 

 위치  완도군 생일면 금곡리 277

용출리  해안갯돌밭
검은돌과 원석으로 이루어진 용출갯돌밭은 단계별로 갯돌이 이루어져 있고 앞

으로는 넓은 바다 수평선이 펼쳐지고 뒤로는 노송이 우거져 있어 아름다움을 간

직하고 있다. 500m의 갯돌이 50m의 넓이로 펼쳐져 있고 파도에 씻기는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들려 음악소리를 연상케 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명소이다. 

 위치  완도군 생일면 용출리

가고 싶은 섬
생일면

가고 싶은 섬
생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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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서편제 촬영지
도청항에서 해안을 따라 오른쪽으로 보이는 언덕길을 오르면 영화 ‘서편제’

촬영지가 나온다. 

‘서편제‘는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정일성 촬영감독이 앵글을 잡았으

며 1993년 개봉해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임권택 감독에게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미스 춘향 출신의 신예 배우이자 국

악인 오정해씨는 ’서편제‘에서 청산도의 수려한 절경을 배경으로 한국을 대

표하는 정서와 한을 토해냈다. 

 위치  완도군 청산면 당락리 656, 535

봄의 왈츠 촬영지
이곳은 KBS 2TV 드라마 봄의왈츠가 촬영된 곳이다. 드라마 봄의왈츠의 촬영

지가 해외에서는 오스트리아 크리스탈 공원이 배경이 되었었고, 국내에서는 

유채꽃과 청보리밭, 돌담길이 아름다운 청산도가 배경이 되었다. 

드라마 첫회에 오스트리아가 주배경으로 방영되었고, 2회에 청산도가 주배경

으로 방영되었는데, 청산도의 풍광이 훨씬 멋지다는 인터넷 네티즌들의 평이 

많았었고, 당초 드라마 방영과 동시 청산도를 묻는 관광객들의 문의가 쇄도했

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봄의 왈츠 촬영지는 당리에 “바닷가 언덕위의 하얀집”

이라는 컨셉으로 지어진 오픈 세트장이 있고, 읍리 청용공원, 원두막. 도락리 

선착장(매표소), 지리해수욕장 남자주인공집, 청계리 장기미 해변, 읍리~청계

리 들녘(유채밭, 보리밭), 청계리 느티나무(사장터) 등이 있다. 당리마을 언덕은 

KBS 2TV 드라마 <봄의 왈츠>가 촬영된 곳으로 세트장으로 사용된 언덕 위

의 하얀 집이 자리잡고 있다. 세트장을 배경으로 봄에는 노란유채와 초록색 

청보리가,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그림같은 풍경을 자랑한다. 

 위치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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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범바위
누가 처음 이 바위에 범바위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 이름에 끌려 바위를 보니 

정말 범의 두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누군가 ‘범바위’라고 하지 않고 ‘소바

위’라고 했다면 우리는 저 바위를 바라보며 정말 소와 닮았다고 생각했을 것이

다. 읍리를 지나 권덕리로 향하면 청계리의 범바위가 눈앞에 나타난다. 잠시 바

라보고 권덕리의 바다낚시터로 향하나 남지나에서 밀려온 파도가 천길 단애를 

만들어 눈과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줄 것이다. 여기에는 범바위에 올라보자 남쪽

에는 여서도가 멀리는 제주도가 아스라이 바다에 떠 있고 동쪽으로는 덕우, 황

제, 장도, 원도, 초도, 거문도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다. 

 위치  완도군 청산면 읍리 산352

청산도  구들장논
2013년 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로 지정, 2014년 4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

구(FAO)에서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 농림부가 국가중요

농업유산 1호로 지정한 다랑논은 국가적인 보물에서 세계적인 보물로 지정, 세

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 16~17세기 무렵 청산도에 정착한 사람들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산도에서만 발견되어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

산이라고 평가 받는다. 한반도의 온돌 문화를 이용한 것으로, 자갈층에 통로수

를 깔고 그 위에 구들장을 놓은 후 진흙을 쌓아 만든다. 구들장 위에 토양층을 

얹어 벼를 키우면 논물이 잘 빠지지 않는데, 이는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섬

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청산도의 농민들은 강인하고 명민했다. 이 구

들장논 앞에 서면 쌀을 만들어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 애썼던 청산도 농민들의 

고투가 먼저 떠오른다. 그들의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잘살고 있다는 고마

움이 전해온다. 

 위치  완도군 청산면 부흥리

Travel 
Tip 범바위 오르는 코스

•차량：청계리 마을~범바위(2km)

•도보：권덕리 마을~범바위(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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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일몰을 보는  

지리 해수욕장 
지리 해수욕장은 청산면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으로 일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

수욕장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지리해수욕장

에서 보는 일몰의 휘황함은 청산도가 갖는 모

든 아름다움들 중에서도 백미이다. 앞으로는 

폭 100m 길이 1km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후사면에는 200년 이상된 노송 500여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해질

녘 점점이 떠있는 섬의 서쪽으로 떨어지는 해는 붉다 못해 바다를 검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선명하다. 청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낚시터로 이곳 역시 돔과 

능성어, 우럭 등 고급 어종이 풍부한 곳이다. 

 위치  완도군 청산면 지리 970

연인과 함께  신흥 해수욕장 

한적한 이 해변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 당신

이 나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따라오면 나는 당

신의 눈동자가 향한 곳을 바라보리라. 청산의 

또 다른 해수욕장인 신흥해수욕장은 지리해수

욕장의 반대편에 위치한 백사장이 매우 넓은 

해수욕장으로 지리해수욕장에 비해 편의시설

이나, 방풍림은 적으나 물이 깨끗하고 조용하며 주변바다가 전부 낚시터이다. 간

조시 드러나는 수만평의 은빛 모래사장에서 가족이나 연인끼리 백사장에서 체

험 할 수 있는 조개잡이는 또 다른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위치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산54-2

윤선도의 정취  세연정

‘세연(洗然)’이란 주변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

라는 뜻이다. 세연정은 부용동 정원에서도 가장 공들여 꾸며진 곳이며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다. 자연적인 계류를 돌둑으로 막아 연못[세연지]으로 만들고, 

다시 그 물을 끌어들여 네모진 인공 연못[회수담]을 만든 후, 두 연못 사이의 인

공 섬에 정자[세연정]을 놓은 형태다. 세연지 안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점점이 

드러난 자연미와 축대로 둘린 회수담의 인공미가 대비되면서도 잘 어울린다. 

 위치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윤선도 문학관 

조선시대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고산윤선도 선생의 문학세계 재조명하고 후세들의 

문학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위해 2016년 1월에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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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읊던  동천석실

동천석실은 바위로 된 자연 공간이다. 격자봉 아래 낙서재 터에서 북쪽으

로 약 2km 떨어져 마주 바라보이는 곳, 해발 약 100m 높이의 안봉 중턱에 

있는 1,000여 평이 넘는 암석군이다. 주변에는 석문, 석천, 석폭, 석대가 조

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지금은 1993년에 복원된 네모반듯한 정각이 세워

져 있다. 이곳에 오르면 부용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동천석실이라는 이름은 신선이 사는 

곳을 ‘동천복지(洞天福地)’라고 부르는 데

서 연유했다. 

 위치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421-1

예송리 해수욕장 

모래대신 둥글 납작한 검은 자갈이 가득 깔려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특유

의 소리를 낸다. 1.4km나 되게 길게 뻗은 자갈밭과 그 뒤를 두른 상록수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송리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정취가 묻어나는 

곳이다. 앞으로 당사 ․ 예작 ․ 닭섬 ․ 기섬 ․ 추자, 멀리는 제주도가 뒤로는 적자

봉(433m)이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있다. 이예송리의 돌들은 억만겹의 세월속

에 닳고 닳은 검고 둥근 갯돌이다. 특히 둥글고 긴 푸른 청환석이 폭 50m, 길

이2km에 걸쳐 기다랗게 펼쳐져 있다. 바로 뒤쪽의 방품림은 천연기념물 40호 

소나무를 비롯해 30여 종의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다.

 위치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중리 해수욕장

백사장이 1km, 너비 130m의 중리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고 마을의 방풍

림인 송림이 아름다운 곳이다. 비단결같이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중리 해변은 

수백 년 된 소나무 300여 그루가 해수욕장을 감싸고 있다. 

 위치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3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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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 글씐바위 

송시열 글쓴바위는 보길도의 백

도마을 앞 바닷가의 암벽을 말

한다. 이곳은 선조~숙종조의 대

유학자인 우암이 왕세자 책봉문

제로 관직이 삭탈되고 제주 유

배길에 올라 경치가 좋은 이곳에

서 잠시 쉬며 임금에 대한 서운

함과 그리움을 시로 읊어 바위에 새겨놓은 것이다. 「여든세살 늙은 몸이 만경

창파를 헤치며 바다를 가는구나…」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시로 표현하여 바위

에 새겨놓았다. 이후 우암의 후학인 임관주라는 사람이 1707년 같은 바닷길로 

유배를 가다 이곳에 들러 「동국의」라는 오언절구를 남겨 오늘에 전하고 있다. 

 위치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산 1-1

통리 해수욕장

통리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0.7km이고 평균 수심일 1.5m로 중리해수욕

장과 함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명소로 알려져 있다. 앞쪽의 목섬까지 하루 

두 번씩 물길이 열려 낚시를 즐기거나 해초와 석화를 채취하는 재미가 쏠쏠하

다. 뒤로 적자산에 오르면 일출과 일몰은 물론 삼림욕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위치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산254-1

보옥리 공룡알 해변

보옥리 마을 안쪽을 감싸고 있는 뾰족산아래 해안을 공룡알 해변이라 부르고 있

다. 청명석이라고 불리는 갯돌이 크고 둥글둥글 하여 공룡알 같이 생겼다 하여 

공룡알 해변이라 부르나 공룡알을 닮은 자갈이 있는 해변이라 풀이된다 하겠다. 

 위치  완도군 부황리 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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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리 해수욕장 

미라리 해수욕장은 소안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편의시설은 다른 곳에 비

해 부족한 편이나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바다낚시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해수욕장의 앞으로는 제주해협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으며 뒤편으로는 천연기념

물 제339호로 지정된 미라리 상록수림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둥근 몽돌로 이루

어져 파도가 들려주는 해조음이 한편의 시로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위치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가고 싶은 섬
소안면

소안항일운동기념관 

소안도는 일제 감정기 거센 항일운동을 펼쳐 

전국의 면단위로는 가장 많은 57명의 애

국지사를 낳은 호국정신과 애국충정이 

살아 있는 섬이다.

소안면 가학리에 2003년 10월에 소안항

일운동기념관이 세워져 항일투쟁 정신

을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위치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263

소안면  당사도 등대

당사도 등대는 신라 말 당나라와의 교역 시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세워졌다. 

1909년 1월 처음으로 석유를 사용하여 불을 밝혔다. 

105년 동안 완도와 제주해협을 지나는 배의 안전 항

해를 돕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무선방향탐지기

를 설치하여 무선방위측정업무 기능도 갖고 있다. 

 위치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가고 싶은 섬
소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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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체험마을

노화 북고리에 있는 전복체험마을은 2009년 

10월 전복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관광객들

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전복 공동직

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복 및 해조류 생태체험, 

개막이 체험, 전통노젓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위치  완도군 노화읍 북고리 

신비의 바닷길 

완도군 노화도의 신비의 바닷길을 아시나요? 완도 노화읍 당산리에는 바로 앞

의 노록도와 연결되는 신비의 바닷길이 1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닥을 감추고 있다가 한 달에 2번 영등살(사리)때면 나타나는 신비의 길입니다. 

노록도는 섬의 생김새에서 유래하는데 그 모습이 사슴 같아 ‘노록도(老鹿島)’라 

하였다 합니다. 이 섬에는 슬픈 전설이 있는데 바다 건너 노록도에 수사슴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답니다. 이 사슴은 당산리에 살고 있는 암사슴을 너무 그리워했

습니다. 그러던 중 바닷길이 갈라지고 사슴은 그리던 암사슴을 만나기 위해 당산

리로 향했다 합니다. 그러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바닷길을 건너다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온답니다. 슬픈 이야기가 전해오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지금은 바닷길이 갈라지면 많은 완도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바지락과 꼬막, 낙

지, 소라 등을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복이 많이 나는 완도 노

화에 방문하실 때는 미리 물때를 맞추어 노화와 노록도를 잇는 신비의 바닷길도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랍니다. 

 위치  완도군 노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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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체험 / 등산체험 

당일 코스 / 2박3일 코스 / 1박2일 코스

BEST 20

테마관광
다양하게 즐기는 완도!

Theme Tourism



낚시하기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완도. 이 

완도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식으로 바다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안

도 월항리 해변의 고기잡이 바다체험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은 숭어, 농어, 갯장어 등

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바닷가의 갯벌 위

에 그물을 쳐 고기 떼를 썰물 때 갇히도록 하

는 전통방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

는 체험입니다.

완도로
바다체험
하러 오세요

북고리 고기잡이 체험 

월항리 고기잡이 체험 

달도리 개매기 체험 

위치 군외면 달도리

시기 5월, 8월 

운영 군외면 달도마을회 

문의 061- 550-6330 

달도리
개매기 체험

위치 소안면 월항리

시기 7월~8월 
운영 완도군 소안면 월항마을회

문의 061-550-6541

월항리
고기잡이
체험 

위치 노화읍 북고리 물양장 앞바다(장목)

시기 8월

운영 완도읍 노화읍 북고마을

문의 061-550-6264

북고리
고기잡이
체험 

* 일정은 기상상황 및 물 때(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다체험 01

바다 물고기 잡기 체험

개매기란? 개막이. 갯고랑에 그물을 쳐놓고 밀물 때에 밀려든 물고기를 

썰물때에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잡는 그물을 일컫는 북한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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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미네랄 함량이 높고 비타민이 풍부하다.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의 창고라 불
린다.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및 원기회복을 요하는 환자에게 최고의 건강식품 및 강장식품
으로 알려져 있다.

소라  씹히는 맛이 일품인 소라는 아미노산, 알기닌, 히스티딘, 라이신 등 많은 영양소가 들
어있어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 또한 기본적인 성질이 차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보인다. 입맛이 없을 때 아주 좋다. 

바지락  칼슘, 철, 인, 비타민 B2가 풍부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 예로부터 황달에 바지락 끓인 물을 먹였다. 피로해소 및 숙취제거 식품으로 애용되며 조
혈작용도 있다. 

위치 보길도 예송리바닷가 

시기 매년 7월말 ~8월초 

문의 061- 553- 5899

보길도
전복소라
잡기체험 

위치 노화읍 북고리 물양장 앞바다 

시기 4월 ~10월

운영 북고리 자율어촌계 

문의 북고리장 010-2800-2762 

 어촌계장 010-9433-5958

북고리
전복체험장 

위치 완도군 금당도 갯벌섬마을(가학리) 

시기 8월초

운영 금당도 갯벌섬마을 

문의 061-550-6582 (금당면사무소) 

금당 자연산 
바지락
캐기 체험 

위치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운영 완도 금당도갯벌섬마을 

문의 010-9440-4242

금당
해삼전복
잡기체험 

* 물때에 맞춰 체험행사가 가능하오나,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바다체험 02

전복·소라·바지락 체험

남해안의 아름다운 다도해의 풍경과 전복·소라·바지락 등을 직접 잡아보고 맛

도 볼수 있는 체험행사입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 시기 매년 7월 ~8월에 실시되는 행사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갖가지 부대행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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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코스 정자리고택 → 남은사 → 뽀래기재 → 격자봉 정상 → 큰길재 

 → 동산 

제2코스 세연정 → 보길초등학교 → 부용리사무소 → 곡수당 → 낙서재 

 → 산신당골 → 격자봉 정상 

격자봉
등산코스 

격자봉(425m, 완도군 보길면) 

보길도는 하나의 커다란 자연공원이다. 동서 12km, 남북 

8km로 15개의 부속도서를 거느리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의 숨겨둔 보석으로 남아있는 섬이다. 그 중심에 격자

봉(425m)이 있다. 실질적으로 보길도를 이루는 섬이 격자봉이다. 

격자봉이라는 이름은 산 자체가 상록활엽수로 이루어져 해가 비추면 나뭇잎

이 햇볕을 반사해 산이 붉은색을 띤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격자봉을 중심

으로 광대봉(廣大峰 311m), 망월봉(望月峰 350m)이 둥근 원을 그리듯 펼쳐

져 있고 안쪽으로 고산 윤선도의 적거지였던 부용동이 있다. 

격자봉은 난대림 지역으로 동백을 비롯해 200여 종 이상의 난대림(상록활엽

수)이 자생하는 곳이다. 산의 대부분이 난대림으로 덮혀 있지만 8부능선부터

는 섬회양목과 소사나무가 90%이상으로 주종을 이룬다. 특히 능선에는 이끼 

식물과 덩굴식물이 가득해 마치 원시림에 들어온 느낌이다. 우리나라에 동백

꽃과 군락지가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 격자봉 만큼 

많은 동백나무가 있고 붉은 꽃이 피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11월부터 피기 시작하는 

동백은 이듬해 4월까지 꽃을 피우며 손님

들을 맞는다. 쉽게 말해 격자봉은 제주에

서 온 봄소식을 육지에 전해주는 전령사

로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서…

온 산이 동백나무와 가시나무로 덮혀있네. 

섬 산행이 보여주는 강력한 아름다움…

섬 산행에서 만끽할 수 있는 조망!

상황봉(644m, 완도군 군외면) 

완도의 진산인 상황봉(644m)은 완도의 크고 작은섬 200여개를 거느리며 노령

의 마지막에 우뚝 솟은 오봉산의 중심 봉우리이다. 주변에 백운봉(600m), 쉼

봉(598m), 업진봉(544m), 숙승봉(461m)를 거느리며 다도해의 풍경을 눈이 시

리도록 조망 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늘을 가리는 상록수림을 뚫고 가뿐 숨을 몰아

쉬며 정상에 오르면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에 점점이 박힌 섬들… 다도해가 반

긴다. 고금도, 신지도, 청산도, 소모도, 대모도, 여서도, 소안도, 보길도, 추자도, 

제주도…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이다. 아름다운 일출을 보

고 싶다면 반드시 상황봉을 찾으라 .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출의 장관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 이다. 넓은 바다! 점점이 박힌 섬들 그곳

을 비집고 나오는 찬란한 빛! 이것이 상황봉의 일출이

다. 감히 대자연의 신비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부

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일출이라는 것

이다. 산행 또한 다양한 길이 개발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다. 

고산 윤선도의 유적을 품은 산 격자봉 265개의 섬을 호령하는 완도의 지붕 상황봉 

상황봉
등산 코스 

제1코스 대구리 마을 표지석 → 쉰봉(심봉) → 상황봉 → 관음사지  

 → 상여바위 → 건드렁바위 → 대야저수지(에덴농원)

제2코스 죽청리LPG충전소 → 헬기장 → 삼빗재 → 하느재 → 상황봉 

 → 백운봉 → 송곳바위 → 대야 제2저수지

제3코스 원불교수련장 → 숙승봉 → 업진봉 → 백운봉 → 상황봉 

 → 쉰봉(심봉) → 화흥초등학교 

(6.2km)

(11.3km)

(9km)

등산체험 01 등산체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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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대교 휴게소(출발지)

서봉각전망데크

신지면

3km

신지대교
첫 번째 전망대

물하태포구

서봉각등대
완도타워

완도항

완도군청

내동

2km

신리선착장

석화포 선착장 

기선봉 

방죽포항 

가인리 왜가리 서식지 

농학봉 

세포나루터 삼마리나루터 

6

이광사 유배지 

송곡항 

고금면

1

2

3

동고리 송림  

울몰

민박시설단지 

신지항일운동기념공원

오토캠핑장 

범례 
  탐방로
  도로 

상산

4km
2.5km 명사십리해변

4

5

7신지면사무소 
77

동고리 해수욕장 

8

9

View 
Point

이동코스 
신지대교 휴게소 → 물하태포구 → 서봉각등대  
→ 명사십리해수욕장 → 울물 → 석화포

이동거리 약 11.5㎞, 소요시간 4시간(일반성인 기준)

등산체험 03

신지대교

2005년 완공되어 완도읍과 신지도를 이어주는 신지

대교. 야경이 아름답다.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진 디

자인, 완도포구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물하태포구

완도-신지도를 오가는 배가 드나들던 추억의 포구. 

신지대교가 건설된 후, 현재는 민가와 양식장 일부만 

남아 있다. 물하태 몽돌해변의 파도 소리가 아름답다.

오토캠핑장

명사십리해수욕장 부근 12,000여 ㎡ 부지에 조성된 자

동차 야영장. 오토캠핑 사이트 53개 면. 숙박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카라반 사이트 20개 면이 조성되어 있다.

이광사 유배지

18세기 조선의 명칠이자, 동국진체를 완성하고, 이웃

한 해남 대흥사 대웅전 현판을 쓴 이광사 선생이 숙종 

대에 이곳 신지면 대곡리에서 유배살이를 하였다.

신지 명사갯길 탐방
신지대교

2005년 완공되어 완도읍과 신지도를 이어주

는 신지대교. 야경이 아름답다.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진 디자인, 완도포구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물하태포구
완도-신지도를 오가는 배가 드나들던 추억의 

포구. 신지대교가 건설된 후, 현재는 민가와 양

식장 일부만 남아 있다. 물하태 몽돌해변의 파

도 소리가 아름답다.

서봉각등대
완도항을 드나든 뱃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무인 등대. 80년대 초 횡간도 무장간첩선 침투

사건 이후 등대지기와 전경이 근무했으나 현재

는 하얀 등대만 남아 있는 비경.

명사십리해수욕장
4km에 달하는 은빛 백사장. 모래가 부드럽고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해수욕장으

로 최적이다. ‘명사’라는 명칭에 대해 ‘우는 모

래’ 혹은 ‘맑은 모래’ 라는 설이 있다. 

오토캠핑장
명사십리해수욕장 부근 2,6000여 ㎡ 부지에 

조성된 자동차 야영장. 오토캠핑 사이트 53개 

면, 숙박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카라반 사이트 

20개 면이 조성되어 있다. 

이광사 유배지 
18세기 조선의 명필이자, 동국진체를 완성하고, 

이웃한 해남 대흥사 대웅전 현판을 쓴 이광사 

선생이 숙종 대에 이곳 신지면 대곡리에서 유

배살이를 하였다.

신지항일운동기념공원
신지면 대곡리에 조성된 항일운동기념공원. 신

지면 출신인 임재갑, 장석천 선생의 공적을 기리

기 위해 기념탑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주

차장,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왜가리 서식지
신지면 가인리에 있는 왜가리서식지. 왜가리들

이 사는 모습은 아름다우나 배설물 때문에 소

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양면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고리 해수욕장&송림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백사장과 어우러진 자연경

관이 절경. 한여름에도 옷깃을 여밀 정도로 서

늘하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풍경의 피서지, 이

웃에 바위절벽이 있다.

1

2

3

4

5

6

7

8

9

View Point

이동코스 

이동거리

약 11.5km, 소요시간 4시간(일반성인 기준)

신지대교
2005년 완공되어 완도읍과 신지도를 이어주

는 신지대교. 야경이 아름답다.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진 디자인, 완도포구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물하태포구
완도-신지도를 오가는 배가 드나들던 추억의 

포구. 신지대교가 건설된 후, 현재는 민가와 양

식장 일부만 남아 있다. 물하태 몽돌해변의 파

도 소리가 아름답다.

서봉각등대
완도항을 드나든 뱃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무인 등대. 80년대 초 횡간도 무장간첩선 침투

사건 이후 등대지기와 전경이 근무했으나 현재

는 하얀 등대만 남아 있는 비경.

명사십리해수욕장
4km에 달하는 은빛 백사장. 모래가 부드럽고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해수욕장으

로 최적이다. ‘명사’라는 명칭에 대해 ‘우는 모

래’ 혹은 ‘맑은 모래’ 라는 설이 있다. 

오토캠핑장
명사십리해수욕장 부근 2,6000여 ㎡ 부지에 

조성된 자동차 야영장. 오토캠핑 사이트 53개 

면, 숙박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카라반 사이트 

20개 면이 조성되어 있다. 

이광사 유배지 
18세기 조선의 명필이자, 동국진체를 완성하고, 

이웃한 해남 대흥사 대웅전 현판을 쓴 이광사 

선생이 숙종 대에 이곳 신지면 대곡리에서 유

배살이를 하였다.

신지항일운동기념공원
신지면 대곡리에 조성된 항일운동기념공원. 신

지면 출신인 임재갑, 장석천 선생의 공적을 기리

기 위해 기념탑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주

차장,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왜가리 서식지
신지면 가인리에 있는 왜가리서식지. 왜가리들

이 사는 모습은 아름다우나 배설물 때문에 소

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양면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고리 해수욕장&송림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백사장과 어우러진 자연경

관이 절경. 한여름에도 옷깃을 여밀 정도로 서

늘하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풍경의 피서지, 이

웃에 바위절벽이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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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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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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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ew Point

이동코스 

이동거리

약 11.5km, 소요시간 4시간(일반성인 기준)

신지대교
2005년 완공되어 완도읍과 신지도를 이어주

는 신지대교. 야경이 아름답다.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진 디자인, 완도포구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물하태포구
완도-신지도를 오가는 배가 드나들던 추억의 

포구. 신지대교가 건설된 후, 현재는 민가와 양

식장 일부만 남아 있다. 물하태 몽돌해변의 파

도 소리가 아름답다.

서봉각등대
완도항을 드나든 뱃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무인 등대. 80년대 초 횡간도 무장간첩선 침투

사건 이후 등대지기와 전경이 근무했으나 현재

는 하얀 등대만 남아 있는 비경.

명사십리해수욕장
4km에 달하는 은빛 백사장. 모래가 부드럽고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해수욕장으

로 최적이다. ‘명사’라는 명칭에 대해 ‘우는 모

래’ 혹은 ‘맑은 모래’ 라는 설이 있다. 

오토캠핑장
명사십리해수욕장 부근 2,6000여 ㎡ 부지에 

조성된 자동차 야영장. 오토캠핑 사이트 53개 

면, 숙박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카라반 사이트 

20개 면이 조성되어 있다. 

이광사 유배지 
18세기 조선의 명필이자, 동국진체를 완성하고, 

이웃한 해남 대흥사 대웅전 현판을 쓴 이광사 

선생이 숙종 대에 이곳 신지면 대곡리에서 유

배살이를 하였다.

신지항일운동기념공원
신지면 대곡리에 조성된 항일운동기념공원. 신

지면 출신인 임재갑, 장석천 선생의 공적을 기리

기 위해 기념탑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주

차장,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왜가리 서식지
신지면 가인리에 있는 왜가리서식지. 왜가리들

이 사는 모습은 아름다우나 배설물 때문에 소

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양면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고리 해수욕장&송림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백사장과 어우러진 자연경

관이 절경. 한여름에도 옷깃을 여밀 정도로 서

늘하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풍경의 피서지, 이

웃에 바위절벽이 있다.

1

2

3

4

5

6

7

8

9

View Point

이동코스 

이동거리

약 11.5km, 소요시간 4시간(일반성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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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슬로길

천천히
    느리게

슬로걷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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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여행

당일코스 
완도여행

1박2일 

완도수목원

청해포구 촬영장

어촌민속전시관

정도리 구계등

완도 해산물장터

완도타워

해조류센터

장도 청해진 유적지 장보고 기념관

해조류센터&
해변공원

장보고기념관&장도유적지

청산도봄의왈츠&
서편제촬영지 범바위 구들장논체험장

지리해수욕장

상서마을옛담장신흥해수욕장파시문화재향토
역사문화전시관

완도수목원

청해포구 촬영장 어촌민속전시관

정도리 구계등

완도타워 완도해산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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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여행

2박3일 
완도여행

BEST 20

01 완도수목원 
완도수목원은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1년 

내내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다. 

붉가시나무, 황칠나무 등 750

여종의 희귀 난대식물이 분포

하는 국내최대의 난대림자생

지이고 유일한 난대 수목원

이다. 

03 어촌민속전시관 
어촌의 생활사, 어획방법, 수

산양식의 실태, 선박의 발달

사 등 어촌의 풍물에 관한 자

료를 전시하고 있어 어촌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영상

관에서 해상왕 장보고의 일

대기를 그린 영상물도 보고 

선박체험코너에서는 시뮬레

이션을 통한 가상 바다체험

을 할 수 있다. 

05 완도 해산물장터 
해산물 장터에는 전복을 비롯

하여 광어, 도미, 우럭, 농어 ,

낙지, 문어, 해삼, 개불 등 풍

성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02 청해포구 촬영장 
드라마 세트장으로 유명한 청

해포구 촬영장이다. 지금도 

각종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면 이곳에서 자주 촬영을 

한다. 경치도 좋아서 완도 관

광에서 이곳을 빼놓고 가면 

안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04 정도리 구계등 
맨들맨들 돌이 예쁜 정도리 

구계등 해안가는 언제 가보

아도 너무나 예쁘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파도가 밀

려왔다 내려가면 갯돌끼리 부

딪히는 소리 또한 정겨움을 

준다. 

06 완도타워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도타워에 올라가면 확트인 

전경에 푹 빠지게 된다. 섬과 

섬사이를 잇는 다리와 바다

에 떠있는 배를 보면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너

무나 아름답다. 

청해포구
촬영장

어촌민속
전시관

정도리
구계등 완도해산물

장터

완도타워

해조류센터&
해변공원

장보고기념관&
장도유적지

청산도봄의왈츠&
서편제촬영지

범바위

구들장논체험장

지리해수욕장 상서마을
옛담장

신흥
해수욕장

파시문화재향토
역사문화전시관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

부용리 
동천석실

망끝전망대예송리
갯돌해변

통리&중리
해수욕장

송시열글씐바위

완도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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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조류센터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당시 주제관으로 활용된 

해조류센터 전시실은 ‘청정해

역 완도, 해조류 가치를 재조

명합니다’란 주제로 완도바다 

탐험, 해조류 탐험, 해조류 생

명 숲 탐험의 3가지 전시 스토

리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서편제 촬영지 
이곳은 영화 서편제에서 유봉

일가가 황토길을 내려오며 ‘진

도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다. 이 장면은 우

리나라 영화사상 가장 아름다

운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또한 

봄의 왈츠, 여인의 향기, 피노

키오 등의 드라마 촬영지가 있다. 

13 당락리 구들장논 
구들장논은 한국의 전통주택 

난방기술인 온돌에서 사용하는 

구들장 구조를 논에 적용한 것

으로 급한 경사와 물빠짐이 

심한 사질토양 등 불리한 청산

도의 자연조건을 극복하고자 

했던 섬사람들의 애환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삶의 유산이다. 

08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대사의 흔적을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형 입체 관

람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흥미

로운 관람이 가능하며, 장보

고대사와 서남해안의 중심지 

청해진 완도를 이해하는 소중

한 자리가 될 것이다.

11 슬로푸드 체험관 
슬로시티 영농조합법인이 운

영하는 슬로푸드 체험관은 청

산도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 식

재료로 음식을 조리해 체험객

에게 ‘청산도 밥상’ 제공, 건강

한 전통 먹거리를 맛보는 즐거

움도 선사한다. 

14 지리해수욕장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고 청산

도의 대표적인 일몰 포인트이

다. 자연이 만들어준 붉은 조

명에 그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다.

09 장도 청해진 유적지 
장좌리 앞 바다에 전복을 엎어

놓은 듯 둥글넓적한 섬 장도, 

섬을 이어주는 장도 목교로 자

유롭게 오고갈 수 있지만 하루

에 두 차례씩 썰물 때는 바닥

이 드러나기 때문에 걸어 장도

에 가보는 것도 좋다. 

12 청산 범바위 
범바위에 오르면 전설과 자성 

이야기보다 어디까지 바다이

고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구분

하기 힘든 수평선에 매료된다. 

두 팔 벌리고 바다와 하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장소로 범

바위만 한 곳이 없다. 

15 보길 윤선도 유적지 
파도를 따라 한수 한수 떠밀려

와 어부사시사로 머문 곳, 고

산 윤선도 선생의 흔적으로 남

아있는 곳, 고산선생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의미를 부여

하였던 그 자연경관 속으로 들

어가 고산선생을 느껴 보자. 

16 부용리 동천석실 
인공의 손이 닿지않은 자연 그

대로의 것으로 그 모양에 따라 

한칸 집을 석함 속에 짓고 명

명하기를 ‘동천석실’이라 하였

고 선생은 이곳을 사랑하여 

부용동 제일의 절승이라 했다. 

19 망끝 전망대 
남해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작

은 섬들이 포개지듯 자리한 바

다의 경관이 한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하다.  해가 지기 전 서

둘러 망끝 전망대를 찾아가면 

보길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

날 수 있다. 

17 송시열 글씐바위 
글씐바위는 보길도 백도마을  

해변 암벽을 말한다. 우암이 

관직 삭탈된 후 유배길에 오를

때 잠시 이곳에 머물며 임금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의 시를 

바위에 새겨놓은 것이다. 

20 보옥리 공룡알 해변
돌 위에 앉아 파도가 씻어주어 

맑은 얼굴을 드러낸 갯돌이 햇

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

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18 예송리 상록수림 
활처럼 휘어진 모양의 해변에

는 백사장 대신 검은 조약돌이 

1만 5000평 정도 깔려 있고 

조약돌밭 뒤편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아 

주는 후박나무와 소나무 등 

6,700여 그루의 상록수 방풍

림이 해변을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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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조류박람회 / 장보고 수산물 축제 /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 해맞이 축제

축제마당
즐거움이 가득한 완도!

Festival



세계 최초, 해조류 테마 국제박람회!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 

국제해조류박람회

청정한 자연은 해조류를 숨쉬게 하고, 건강한 해조류를 통해 인류의 지속·가

능한 미래를 꿈꾸게 한다. 해조류와 인류의 관계를 오랜 문화 속에서 조명하

고, 자연친화 기술로서 비전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의 섬 완도 청해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장보고 수산물 축제 

1200년 전 청해진을 중심으로 장보고대사가 이루어낸 다이내믹한 역사를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즐기고 배우는 장보고 체험행사이다.

개최시기  2017. 4. 14(금) ~ 5. 7(일) 24일간

주      제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

장      소  완도항-해변공원-장보고유적지를 잇는 완도 EXPO 벨트(97,310㎡) 

주요행사
전시   해조류이해관, 바다신비관(주제관), 건강인류관, 지구환경관, 미래자원관, 

  참여관

체험 및 이벤트   해조류 체험, 해조류아이스크림 체험, 재래김뜨기 체험,  

  해조류 천연팩·미용제품 체험, 해조류 향초·비누 만들기,  

  해초김밥 만들기, 해조류 요리 경연대회, 버스킹 퍼포먼스 등

국제컨벤션  국제 해조류 학술회의, 비즈니스 상담&미팅, 해조류 산업시찰 등

개최시기  매년 5월 첫째 주 (주말포함 3~4일간) 

장      소  완도 해변공원, 장도 청해진 유적지 

주요행사
공식행사   장보고대사 고유제, 개막행사 등 

기획행사   읍 ․ 면대항 한마당체육대회, 전통 노젓기대회 등 

공연 및 경연행사   TV축하쇼, 전국청소년 댄송경연 등 

체험행사   대행김밥만들기, 개매기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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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수목원 공연

자연이 빚어낸 한 폭의 그림

순수한 행복감을 주는 그곳!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슬로시티 청산도를 중심으로 느리게 펼쳐지는 여유와 쉼. 아름다운 풍광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슬로걷기 축제의 장이 마련됩니다.

개최시기  매년 4월 1일 ~ 4월 30일(30일간)

슬 로 건  느림은 행복이다.

장      소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요행사
 주중 간소화, 주말 집중화 

공식행사
 슬로시티 청산도 어워드

느림 메시지 전달 및 느림의 종 타종 

나비날리기 행사 ‘나비야 청산가자’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눈부시게 빛나는 가을의 청정바다, 화려한 빛으로 물든 완도 가을숲 “완도만의 

색다른 가을빛여행”을 선물합니다.

완도 CJ헬로비전 완도 sea-food판매관

등반대회

개최시기   

매년 10월중(3일간)

장      소   

 완도해변공원, 완도수목원, 청산도,  

완도타워 일원 

주요행사
22종 프로그램
싱싱 가을빛, 낭만 가을빛, 상상 가을빛, 푸른 가을빛, 느린 가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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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 해맞이는

건강의 섬 완도로 오세요~! 

해맞이 축제  

매년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풍물패 길놀이, 희망의 노래, 희망의 북소리 등의 공

연과 함께 신년덕담, 소원지 달기, 영상메세지, 떡국 나누기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최시기  매년 1월 1일 06:00~08:00

장      소  완도 일출공원 일원 (완도타워)

청정 바다에서 한상 가득 차려진 

건강한 맛을 즐기세요!!

완도 맛 기행 

바다의 명품 전복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무기질이 많아 

성장기 어린아이, 

노인, 산모에게 

훌륭한 식품입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나 전복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명품 요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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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장조림 

전복 비린내를 잡아준다는 솔잎 깔고 그 위에 전복 살포시 올려 쪄주고 가을이

면 완도에 활짝 피는 구절초~! 그 고운 자태, 진한 향기는 구절초 효소로 재탄생

되는데, 일년 묵힌 효소가 전복 요리에 맛을 내는 생명이라고~ 솔잎에 찐 전복에 

구절초 효소 넣고 달인 간장을 뿌려주면, 이게 바로 완도표 “구절초 전복 장조림”.

전복 삼계탕  

피로회복과 여름철 및 사계절 보양식으로 각광 받는 전복 삼계탕. 청정 완도 바

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전복으로 요리한 맛도 좋고, 영양도 으뜸인 전복 삼계

탕. 시원 담백한 맛에 속이 편안하고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전복해조류비빔밥 

전복과 싱싱한 해조류가 주 식재료이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찾아온 방문객

들이 간편하고 값싸게 먹을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음식이다. 

전복물회

구절초 효소를 물과 혼합하고  

새콤한 식초도 살짝~.

신선한 전복 썰어서 매콤

한 고추와 구절초 꽃잎을 

동동~ 띄우면 시원한 구

절초 전복물회가 탄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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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모범 음식점 안내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주메뉴 

가든 한국관 완도읍  군내3번길 24-6 552 - 1215 해물한정식

개성순두부 완도읍 개포로 19 554-8484 순두부

금강식당 고금면 동로 9 553-0961 한식,갈치

나주곰탕완도점 완도읍 청해진남로 16 552-9500 곰탕,수육

남강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11 552-2299 생선회, 매운탕

느린섬여행학교 청산면 청산로 541 554-6962 백반, 비빔밥

대복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109-1 554-3341 생선회, 매운탕

대성회식당 완도읍 해변공원로 59 554-5164 생선회,매운탕

동서지간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15 555-9999 생선회,매운탕

모래뜰 신지면 명사십리길 74 552-8020 전복요리, 생선회

목우촌 신지면 신지로 582번길  51 554-5705 고등어쌈밥

무지개회식당 고금면 고금동로 2번길  25 553-8448 생선회,매운탕

미락 완도읍 군내11번길 15 554-4182 아구찜, 복어탕

미원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65 554-2506 생선회, 매운탕

바위섬 보길면 보길동로19번길  28 555-5612 생선회, 매운탕

보적산장음식점 청산면 청산남로 149 555-5210 백반, 삼겹살

새천년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124번길  19 554-0704 생선회, 매운탕

샤브랑고기랑 완도읍 군내3번길 14 554-5232 소고기샤브샤브

세연정횟집 보길면 보길동로19번길  30-1 554-5005 생선회, 매운탕

소야돼지야 완도읍 해변공원로 59 554-5577 소고기,돼지고기

신지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117 552-5244 생선회, 전복코스

어가일식 완도읍 해변공원로113번길  6 555-0305 일식

어수향 완도읍 해변공원로 152 554-7892 회정식,전복코스

완도항구 완도읍 해변공원로124번길  19-1 554-7227 생선회, 매운탕

완도회타운협동조합 완도읍 해변공원로 136 554-0068 생선회, 매운탕

전사마 완도읍 장보고대로 197 555-0838 전복요리, 생태탕

조금산 삼계탕 완도읍 해변공원로 91번길  10 553-5514 삼계탕

천지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124번길  17 552-2098 생선회, 매운탕

청솔가든 완도읍중앙길78 555-1644 영양솥밥, 떡갈비

청실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51-1 552-4559 생선회, 매운탕

청포도 소안면 소안로207번길  23 553-7248 생선회,매운탕

초계산 완도읍 청해진서로 142 552-2747 토종닭, 오리

토박이 완도읍 장보고대로248번길  48 552-4114 김치찌개,된장찌개

해미식당 군외면 청해진서로2164 552-5522 해물탕,찜

해운대회식당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11 554-0604 생선회,매운탕

해진주 노화읍 이포길 27 553-7077 한우, 삼겹살

(061)

 숙박시설 안내

업소명 주 소 전화번호

파레스모텔 군외면 청해진서로 2100번길 81-8 555-5338

크로바모텔 노화읍 이포길 27 555-5757

갈꽃섬모텔 노화읍 이포길 27-1 553-8888

힐링 보길면 보길동로 19번길 30 010-4114-0003

세연정모텔 보길면 보길동로 19번길 30-1 553-6782

미라펜션 소안면 소안로 567 552-4711

수산장 소안면 소안로 179번길 32 552-1151

완도해조류스파랜드 호텔 신지면 명사십리 61번길 230 550-7000

스타비치 펜션 신지면 명사십리 61번길 230-1 552-9050

모래뜰 펜션 신지면 명사십리길 74 552-7203

카사엘리오 신지면 명사십리길 85-155 555-5517

나인오션 신지면 신리 838-32 555-7733

리베라펜션 신지면 신지로 415 554-4445

라일펜션 신지면 신지로 582번길 94-10 554-6367

비파펜션 신지면 신지로 582번길 94-18 555-5058

스카이모텔 완도읍 개포로 11-8 554-1133

카멜리아모텔 완도읍 개포로 5 554-3668

시드니모텔 완도읍 개포로 6 555-1075

M모텔 완도읍 개포로 114번길 29 553-2131

제우스모텔 완도읍 개포로 114번길 68-9 552-7117

씨앤휴모텔 완도읍 개포로 56번길 40-11 554-4828

그랜드모텔 완도읍 개포로 56번길 41 555-0100

빙그레모텔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46-1 555-7000

우성모텔 완도읍 장보고대로 180 554-7711

그랑프리모텔 완도읍 장보고대로 198 552-2500

워커힐모텔 완도읍 장보고대로 243-6 554-6077

타워모텔 완도읍 장보고대로 302-1 554-4747

XYM디자인모텔 완도읍 중앙길 21 554-5448

시애틀모텔 완도읍 해변공원로 103 555-5500

아로마모텔 완도읍 해변공원로 117 552-5244

리베라모텔 완도읍 해변공원로 121 554-4455

완도관광호텔 완도읍 해변공원로 152 552-3005

두바이모텔 완도읍 해변공원로 37 553-0688

장보고모텔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11 554-8551

그리스행복모텔 완도읍 해변공원로 125번길 6 555-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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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대전

대구

부산광주

천안JC

논산JC

익산JC

장성JC

진주JC

목포

당진

서천

무안

군산

강진

안성JC

순천JC

해남

 자가용 이용시

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 대전 ➞ 광주(해남·강진) ➞ 완도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 천안논산 ➞ 광주(해남·강진) ➞ 완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 목포 ➞ (해남·강진) ➞ 완도

남해고속도로(부산)

(부산)대저톨게이트(해남·강진) ➞ 순천 ➞ 강진 ➞ 완도

 고속버스

기관명 전화번호

완도교통문의 061-554-4978

완도공용버스터미널 061-552-1500

 항공

기관명 전화번호

광주공항 062-942-0111

대한항공 062-222-2000

아시아나항공 062-226-4000

무안국제공항 1661-2626

 철도

기관명 전화번호

코레일 1544-7788(고객센터)

1544-8545(철도회원예약)

 렌트카

기관명 전화번호

(유)동부렌트카 061-554-5050

하나렌트카 061-552-1060

 주요 관내기관

관내 기관명 전화번호

완도군 관광정책과 061-550-5411~5413

완도군 관광안내소 061-550-5151~3, 6967

다도해해상국립공원 061-552-2176(시설), 554-5474(행정)

대성병원 061-553-1234

완도경찰서 1566-0112

완도해양경찰서 061-550-2119

항만터미널 061-552-0116(자동응답), 061-552-9385(청산농협) 

한일고속훼리호(제주도, 추자도) 061-554-8000,554-0045

 여객선 항구

관내 기관명 전화번호

화흥포항 061-550-1010

일정항(약산금일농협) 061-553-9085

당목항(약산금일농협) 061-553-9085

송곡항(신지면) 061-552-1171

동천항(노화읍) 061-553-5635

산양진항(노화읍) 061-553-6107

도청항(청산면) 061-552-9388

소안항(소안면) 061-553-8177

상정항(고금면) 061-552-1173

가학항(금당면) 061-626-8168

서성항(생일면) 061-553-3632

노력항(장흥읍) 061-843-9717

 주요 관광지 

관광지명 전화번호

윤선도 유적지 061-555-5559

어촌민속전시관 061-550-6911

장보고기념관 061-550-6931

드라마 세트장 061-555-4500(청해포구) 

정도리구계등 061-554-1769

완도수목원 061-552-1544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061-550-6922

느린섬 여행학교 061-554-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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