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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주요관광지  완도타워

'완도의 랜드마크' 다도해 일출공원 완도타워

1층에는 특산품 전시장, 관리실, 휴게공간, 크로마키 포토존, 휴게음식점 겸 매점, 영상시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크로마키 포토존은 영상합성을 이용하여 관람객들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영상시설에는 "건강의

섬", "Slow City", "완도의 소리" 를 주제로 구성하여 완도를 상징하는 여러가지 영상 및 소리로 관람객들에게

완도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2층에는 이미지 벤치, 포토존, 완도의 인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로 연결된 전망데크에 완도의 해산물을

응용한 이미지 벤치를 설치하였고, 완도의 인물인 최경주 선수와 장보고 대사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관람객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다.

전망층에는 영상모니터와 전망쌍안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도해의 아름다운 전경과 영암의 월출산과 제주도까

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야경이 아름다운 완도타워

완도타워의 외부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완도타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으며, 매일 환상적인 레이저 쇼를 볼 수 있다.

해발 : 132m

대지면적 : 52,810㎡

건축면적 : 1,346.66㎡

연면적 : 1,872.91㎡

전망층 높이 : 51.4m

최고높이 76m

전망층 면적 : 420.92㎡

완도타워완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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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다도해를 한눈에

2008년 9월에 준공된 완도타워는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도의 명소이다.

소정원에는 주변 자연경관 감상을 위한 전망테크가 조성되어 있어 완도전경이 한눈에 보이고

바다위 돛대형태의 막구조 파고라를 설치하여 청해진의 지역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소정원내 바다정원, 꽃비정원, 미소정원의 작은 테마를 설정하여 바다정원에는 야생초 및 꽃잔디로 완도군

의 로고를 만들고 주변은 야생초로 파도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 꽃비정원에는 계절감을 고려한 야생화 정원

으로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를 식재하였고 다양한 높이의 크기로 구성된 파이프조형물로 독특한 조형적 식재공

간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미소정원은 대칭적 식재패턴 및 시설물 배치로 이국적인 정원을 연출하였다.

입장료

이용시간

장애인 편의시설

휴게시설

공원시설

내부시설

일반 : 어른 2,000, 청소년 및 군인 1,500, 어린이 1,000

단체 : 어른 1,500, 청소년 및 군인 1,000, 어린이 500 (청소년 만13세~만18세, 어린이 만7세~12세, 단

체 20명이상)

※ 무료 : 만6세 미만, 완도군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인

5월~9월 : 09:00~22:00

10월~4월 : 09:00~21:00

전용 주차장 : 이용가능(2대)

편의시설 : 엘리베이터, 전용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휠체어 대여

휠체어 이용가능

시외버스 기차 항공 연안여객선 제주도

완도 가는 방법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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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sland.haewoon.co.kr/island/html/menu02/sub0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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