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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갯바위낚시 갈치낚시

테마/체험  낚시여행  바다/갯바위낚시

섬 어디든 낚싯대만 드리우면 되는

바다낚시의 천국 완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는 바다낚시는 아마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

았을 것입니다. 

특히, 보길도에서 즐기는 바다낚시는 남해안의 아름다운 다도해의 풍광 속으로 배를 타고 나가 보길도의 청정해

역에서 싱싱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짜릿한 손맛과 선상에서 갓 잡아 올린 횟감을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상상만

해도 낚시인들이라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길도 주변에는 많은 어종들이 살고 있어 낚싯배에 올라 외줄채비를 내리면 줄줄이 걸려오는 바닷고기가 낚시

인들에게 최고의 손맛을 전해줄 것 입니다.

보길도예송마을 바다낚시 체험 바로가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부쩍 가까워진 완도 바다낚시 한 대 드리우고 천상의 강태공

이 되어보자!

주요 낚시터로는 완도권,신지권, 여서도, 소인권등으로 나뉘며 6월~11월에는 완도권과 신지권에서 감성돔, 볼

락, 참돔, 돌돔의 손맛을 느낄수 있고, 11월~익년10월까지는 황제도와 장도,초도,덕우도에서 농어, 감성돔 뿐

만 아니라 대형돌돔의 손맛을 6월~익년 5월은 여서도에서 방어, 볼락, 돌돔, 감성돔, 농어, 참돔이 3월~5월은

농어, 감성돔, 볼락, 대형벵에돔, 소인권에서는 3월~12월 이 기간동안 감성돔, 참돔, 볼락, 농어, 돌돔등이 주로

잡혀, 완도의 바다 어느 곳이든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완도읍에는 많은 낚시인들이 찾아 쉽게 낚시 용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완도읍에 있는 낚시점으로는 가리포낚

시, 관광낚시, 구도낚시, 국제낚시, 완도피싱랜드, 주도낚시, 청호낚시 등등 완도 어디서나 쉽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다/갯바위낚시바다/갯바위낚시

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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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점 안내(지역번호 061)

완도 주요 낚시터

시기시기 주요낚시터주요낚시터 비고비고

3월~5월 여서도 뱅어돔, 농어, 감성돔, 볼락

3월~12월 소안권 감성돔, 참돔, 볼락, 농어, 돌돔

5월~6월 여서도 방어, 볼락, 돌돔, 감성돔, 농어, 참돔

6월~11월 완도권, 신지권 감성돔, 볼락, 참돔, 돌돔

10월~11월 황제도, 장도, 초도, 덕우도 대형돌돔, 감성돔, 농어

연중 청산권 어종다량

가리포 낚시 : 554-2364 관광낚시 : 554-3288

구도낚시 : 553-4600 국제낚시 : 553-7000

완도피싱랜드 : 555-1610 주도낚시 : 552-3278

호낚시 : 554-7972 코리아낚시 : 555-2852

태광낚시 : 554-0802 토반낚시 : 554-3919

파라다이스낚시 : 555-0822 한마음낚시 : 554-9510

해태슈퍼낚시 : 554-4605

낚시인들의 천국

보길도 갯바위 낚시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오염되지 않은 바다에서 온몸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다내음에 흠뻑 취하고, 한 폭의 그림

같은 다도해의 풍경속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는 보길도 갯바위낚시는 낚시인들의 천국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발달된 대륙붕과 해류가 좋아 어디에서나 낚싯대를 드리우면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는 천상의 낚시터로 소문나

인근 지역에 사는 낚시꾼들도 즐겨 찾고 있으며, 낚시인 누구라면 한 번쯤은 찾아오는 낚시의 천국입니다.

보길도예송마을 갯바위 낚시 체험 바로가기

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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