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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섬 하나!

망망대해에 외로이 떠 있는 섬, 

아름다운 일출과 새들의 휴식처 낙타섬

낙타섬의 원래 이름은 다라지(多羅只)이나 섬의 모습이 낙타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해고도가 이곳이 아닌가 싶다. 섬은 무인도로 섬의 1/3쯤에 해식 동굴이 관통되어 있으

며 정상 부위에는 상록활엽수가 뒤덮고 있어 4계절 푸르름을 자랑한다. 망망대해에 외로이 떠 있는 낙타섬은 일

출이 아름다우며 바다 새들의 휴식처 역할도 하고 있다.

낙타섬은 무인도로 정기 항로가 없다. 직접 찾아갈 경우 주변 섬과 연계하여 관광선을 이용하거나 완도항에서 1

일 1회 출발하는 새마을호(061-552-0116)를 이용 장도나 원도를 가면서 바라볼 수 있다.

다음 지도 위치 확인하기

명품섬 둘!

높이 20여 미터의 해식굴

장도 구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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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는 금일읍의 부속도서로 인근의 황제도와 함께 망망대해에 외로이 떠있는 절해고도이다. 예로부터 황금 바

다낚시터로 유명한데 장도의 뒤편에 높이 20여m의 해식굴이 하나있는데

이곳이 장도구름다리이다. 구름다리 주변은 바다낚시와 함께 일출과 일몰이 아름답다.

다음 지도 위치 확인하기

명품섬 셋!

거북이가 바다를 걷너는 모습의

거북섬

동송리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의 모양이 거북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과 흡사하여 거북섬으로 불린다.

문의 : 완도군 금일읍, 금일읍사무소 061-550-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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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섬 넷!

섬의 끝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뚤려있는 구멍섬혈도

혈도는 동고리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로 섬의 끝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어 주민들은 구멍섬(혈도)이라 부

르기도 한다.이 섬은 원래 제주도에 있었으나 삼신할머니가 제주에서 약산으로 끌고 오다 동고리 앞바다에서 끈

이 떨어져 현재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한다. 주변은 어종이 풍부한 천혜의 바다낚시터로 연중 낚시꾼들의 발

길이 끊이질 않는다.

문의 :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신지면사무소 061-550-6365

다음 지도 위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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