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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그대로의 해양문화체험길

신지명사갯길

신지명사갯길은 자연 그대로의 길로 경관이 수려하고 우리 해양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보행 가능한 해안길로

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168개 길 중에 해안누리길로 지정되었다.

2005년에 완공된 신지대교로 더욱 신지도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다. 울창한 숲길과 아름다운 해안길은 힐링

의 시간이 되기에 충분하다.

코스안내

신지 주요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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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주요 관광지

신지대교

2005년 완공되어 완도읍과 신지도를 이어주 는 신지대교.

야경이 아름답다.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진 디자인, 완도포

구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물하태포구

완도-신지도를 오가는 배가 드나들던 추억의 포구. 신지대

교가 건설된 후, 현재는 민가와 양 식장 일부만 남아 있다.

물하태 몽돌해변의 파도소리가 아름답다.

서봉각등대

완도항을 드나든 뱃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무인 등대.

80년대 초 횡간도 무장간첩선 침투사건 이후 등대지기와

전경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하얀 등대만 남아 있는 비경

명사십리해수욕장

4km에 달하는 은빛 백사장. 모래가 부드럽고 경사가 완만

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해수욕장으로 최적이다. ‘명사’라는

명칭에 대해 ‘우는 모래’ 혹은 ‘맑은 모래’ 라는 설이 있다.

오토캠핑장

명사십리해수욕장 부근 2,6000여 ㎡ 부지에 조성된 자동

차 야영장. 오토캠핑 사이트 53개면, 숙박 및 취사 등이 가

능한 카라반 사이트 20개 면이 조성되어 있다.

이광사 유배지

18세기 조선의 명필이자, 동국진체를 완성하고, 이웃한 해

남 대흥사 대웅전 현판을 쓴 이광사선생이 숙종 대에 이곳

신지면 대곡리에서 유배살이를 하였다.

신지항일운동기념공원

신지면 대곡리에 조성된 항일운동기념공원. 신지면 출신인

왜가리 서식지

신지면 가인리에 있는 왜가리서식지. 왜가리들이 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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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면 대곡리에 조성된 항일운동기념공원. 신지면 출신인

임재갑, 장석천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탑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주차장,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갖추

고 있다.

신지면 가인리에 있는 왜가리서식지. 왜가리들이 사는 모습

은 아름다우나 배설물 때문에 소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양면성이 상존하고있다.

동고리 해수욕장&송림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백사장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절경.

한여름에도 옷깃을 여밀 정도로 서늘하다. 평화롭고 고즈넉

한 풍경의 피서지, 이웃에 바위절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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