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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코스

테마/체험  일정별 관광  당일코스  체도권2코스

보고 듣고 느끼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건강의 섬 완도가 당신을 기다고 있습니다.

본섬인 완도읍, 군외면과 신지면은 다리로 이어져있어 차량을 이용한 하루코스의 여행에 적합하다.

완도읍과 해조류센터 주변으로 식당이 많아 완도별미를 즐길 수 있고 5일마다 열리는 장에 들리거나 수협공판

장에 들러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여행코스

완도수목원

중식

청해포구촬영장 어촌민속전시관 정도리 구계동 완도타워 수협위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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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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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정보

완도수목원

상왕봉(象皇峰)의 후사면에 조성된 완도수목원은 상록활엽

수로는 세계 최고·최대의 집단 자생지이다. 산림전시관, 열

대·아열대 온실, 관찰원, 관찰로, 수생식물원, 전망대, 야영

장,농구장등이 갖추어져 있다.

주소 :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109-1

전화 : 061-552-1544

상세정보 보기+

청해포구 촬영장

최인호의 역사소설 “해신”을 원작으로 한 특별기획드라마

“해신” 세트장으로 현재 주말마다 청해포구에서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

다.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89-3

전화 : 061-555-4500

상세정보 보기+

어촌민속전시관

완도수산고등하교 등에서 기증한 어업관련 물품 등을 바탕

으로, 어촌의 생활사,어획방법, 수산양식의 실태, 선박의

발달사등의 어촌의 풍물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동시에 어

촌의 생활을 체험할수 있도록 꾸몄다.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960

전화 : 061-550-6911

상세정보 보기+

정도리 구계등

구계등은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9개의 계단을 이룬 비

탈」이란 뜻이다. 태고이래 거센 파도에 닳고 닳아진 갯돌이

바다 밑으로부터 해안까지 아홉 계단을 이루고 있다해서 붙

여진 이름이다.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2

상세정보 보기+

완도타워

완도타워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한 영상모니터

와 전망쌍안경이 설치되어 있다. 야간에는 완도타워의 경관

조명이 켜지고, 매일 환상적인 레이저 쇼를 연출하게 된다.

주소 : 완도군 장보고대로 330 (완도읍) 205-1

전화 : 061-550-6960

수협위판장

수협위판장은 완도읍 전복특화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

정바다 완도에서 자라나는 다양한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

다. 종류도 많고 다양하여 완도로 여행오는 여행객들의 필

수 코스 중 하나이다.

주소 :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24번길 26

전화 : 061-554-2187

이용시간 : 전화 문의

내용 : 수산물 판매

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tour/attraction/park?mode=view&idx=4487
/tour/attraction/film?mode=view&idx=4480
/tour/attraction/park?mode=view&idx=4484
/tour/attraction/beach?mode=view&idx=4466


상세정보 보기+
내용 : 수산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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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attraction/park?mode=view&idx=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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