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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안내

로비 (휴게공간 1F)

높은 천정을 활용해 나선형 형태의 조명을 리듬감 있게 배치하여 해양생물의 행렬을 표현

벽체에는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패널을 배치하여 해양헬스케어산업 및 완도 관광지 홍보

조명 아래로 휴게 공간 마련

기획전시실 (1F)

역사 속의 완도에서는 시대별 고지도 속 완도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완도의 역사를 다룸

완도의 사람들에서는 완도에 유배를 왔던 유학자들과 관련 저술, 문학작품 등을 소개

다양한 테마의 기획전시를 위한 가변형 공간

청해진유적전시실 (2F)

청해진 유적지이자 장좌리 당제의 당집이 있는 장도를 조망하며, 장보고의 개척정신, 당제의 공동체정신 등

완도의 정신문화 소개

문화재청에서 건축 승인시 청해진유적전시실을 만들도록 함

생태실 ECOLOGY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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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바다 생물의 종류 및 효능, 활용가치 등을 생물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 알아보기

생물군별 특징에 따라 미세조류, 대형해조류, 갑각류, 패류, 어류, 산호류로 구분된 데모테이블에서 실제적 탐

구활동이 이루어짐

해양실 OCEAN (2F)

지구 생명체 탄생의 시작점이며 지구 표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개요와 생명활동, 5대양의 특징

을 거시적으로 소개하고 완도 해양의 우수성과 다양한 서식 종을 소개

미래실 DREAM (2F)

완도의 비전, 해양산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등을 대형 테이블 영상으로 흥미롭게 소개

환경오염 문제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를 이야기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청정바다의 수도, 완

도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형성함

체험실 JOY (1F)

가로10m, 높이 2.5m의 대형 디지털 수조에 담긴 바다 속을 관람하며, 퍼즐, 탁본, 낚시, 전복양식 등 다채로

운 체험 매체를 통해 이전 전시관에서 학습한 정보를 재확인함

살아있는 해양생물을 만져 보며 바다와의 교감으로 전시를 마무리 하는 터치풀 공간을 마련

3D영상실에서는 해마영상을 감상

복도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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