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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 기념관 스마트치유센터

관광명소  주요관광지  해양생태전시관  전시관소개

다양한 어류와 어촌의 생활상을 한눈에

완도해양생태전시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양치유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관심속에 2018.8.8.일 해양생태전시관이 개관 하게

되었다. 기존 장보고기념관, 장도 등 청해진 유적지의 기존 문화·관광 시설과 연계하여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

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 및 해양생태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해양치유 산업의 중요성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각 실마다 저마다의 주제를 가지고 완도의 역사, 생태계 현황, 다양한 해

양 체험활동 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다.

관람안내

관람시간

오전 09:00 ~ 18:00 (입장 : 17:30까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휴관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입장료

구 분구 분 기 준기 준
관 람 료관 람 료

개인개인 단체 (20인 이상)단체 (20인 이상)

성인 (만19세~만64세) 1인 2,000원 1,600원

청소년 군경 (만13세~만18세) 1인 1,500원 1,200원

어린이 (만7세~만12세) 1인 1,000원 800원

※ 관람권매표는 개관종료 30분전까지

관람료의 면제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만 6세 미만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해양생태전시관 - 해양생태전시관 - 전시관소개전시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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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주차장 : 이용가능(2대)

편의시설 : 전용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휠체어 대여

휠체어 이용가능

시외버스 기차 항공 연안여객선 제주도

완도 가는 방법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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