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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난대림의 보고, 보길도

보길도는 섬 전체가 해상국립공원으로 높게 솟은 상록수림과 장엄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풍광은 다른 섬에

서는 느끼지 못할 특별함이 있다.

섬 전체를 감싸는 빽빽한 산림과 높은 산등성이는 여행객을 푸근히 감싸주는 듯 하다.

여행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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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안내도 다운로드 여객선 운항시간

보길대교

완도읍 화승포항에서 출발하면 노화도 동천항에 도착하여 다시 차량으로 보길도로 건널 수 있다.

완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보길도!

그곳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변 예송리해수욕장!당사, 예작, 닭섬, 기섬, 추자, 저 멀리 제주도! 예송리해수욕장

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무인도들이다.

후사면의 방풍림은 천연기념물 40호로 소나무를 비롯해 팽나무, 후박, 동백나무등 30여종의 목·초본류가 자라

고 있다. 특히 소나무는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호되며 매년 갯제를 모신다. 여름밤 갯돌이 들려주는 사랑의 하모

니를 연인과 함께 들어보라 큐피트의 화살이 그대를 향해 적중 할 것이다.

통리해수욕장은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찾는다. 해수욕장의 앞으로는 목섬, 기섬, 토끼섬, 갈마섬, 소도, 당사도

등 크고 작은 소안군도의 섬들이 펼쳐져 있다. 주변 섬이나 갯바위에서 연중 바다낚시가 가능하다.

중리해수욕장은 통리해수욕장 바로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이곳역시 경사가 완만하고 마을의 방풍림인 송

림이 아름다운 곳이다. 비단결 같이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중리는 수백년 된 소나무 300여그루가 해수욕장을

감싸 안았다.

망끝 전망대는 보길도의 가장 서쪽인 보옥리 바로 못 미쳐 망월봉 끝자락의 돌출부에 자리한다, 전망대에 서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천길 단애가 펼쳐진다. 끝없이 탁트인 시원한 바다와 함께 서해바다로 붉은 몸을 감추는 우

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 망끝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추자도와 함께 옥매, 가도, 상도

등 다도해의 수많은 섬과 함께하는 일몰은 한편의 서사시다.

예송리해수욕장

예송리상록수림

중리해수욕장

통리해수욕장

송시열글쓴바위 망끝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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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도 원림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 양식을 하고 있다. 윤선

도 선생이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제주로 향하던 중 이곳의 절경

에 매료되어 머물게 되었으며 『어부사시사』 등 주옥같은 한시가

이곳에서 창작되었다. 낙서재는 고산 윤선도가 보길도에 1637

년에 들어와 1671년 임종 할때까지 살았던 집이다.

이곳은 보길도 안에서 가장 좋은 양택지라고 한다. 이곳은 강학

하고 독서하면서 소요하고 은둔하고자 하는 선비의 생활공간이

었다. 

곡수당은 고산의 아들 학관이 거주하며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으로, 낙서재 골짜기에서 흐른 물이 이곳 인근에 이

르러서 곡수를 이루고 있다.

낙서재 곡수당

 보길도 숙박업소정보 보길도음식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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