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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소식



공지  
2023-04-20
완도군 남파랑길 걷기 코스 안내완도군 남파랑길 걷기 코스 안내

완도군 남파랑길 코스를 걸으며 완주 메달과 인증서를 받아보자!

공지  
2023-02-10
2023년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만한 곳' 관광사진 및 UCC 공모전 공고2023년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만한 곳' 관광사진 및 UCC 공모전 공고

'완도 가볼만한 곳' 관광사진 및 UCC 공모전 공고 안내

공지  
2022-12-21
2023 신년 해맞이 공식 행사 취소 안내2023 신년 해맞이 공식 행사 취소 안내

2023 신년 해맞이 공식 행사 취소 안내 * 안전을 위해 다도해일출공원 일부지역 폐쇄 및 차량 통제합니다. 통제일시 : 2023. 1. 1.(일) 6시 ~ 10시 동제장소 : 다도해일출공원 일대 (봉쇄구역 : 봉수

대, 일출공원 잔디밭 일대 / 차량통제 : 다도해일출공원 진입로)

공지  
2022-12-15
2022 '완도 가볼만한 곳'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 공고2022 '완도 가볼만한 곳'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 공고

2022 '완도 가볼만한 곳'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 공고

공지  
2022-11-01
2022 '완도 가볼만한 곳' 관광사진 공모전 공고2022 '완도 가볼만한 곳' 관광사진 공모전 공고

2022 '완도 가볼만한 곳' 관광사진 공모전 공고

공지  
2022-10-31
완도 알뜰관광 '완도로 여행경비 지원받고 떠나자!' 이벤트 참여자 모집 공고완도 알뜰관광 '완도로 여행경비 지원받고 떠나자!' 이벤트 참여자 모집 공고

완도 알뜰관광 '완도로 여행경비 지원받고 떠나자!' 이벤트 참여자 모집 공고

공지  
2022-10-21
남도 숙박할인 BIG이벤트 참여관광객 모집남도 숙박할인 BIG이벤트 참여관광객 모집

남도 숙박할인 BIG이벤트 참여관광객 모집

공지  
2022-10-07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참가자 모집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참가자 모집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참가자 모집

공지  
2022-09-27
장보고기념관 휴관 안내장보고기념관 휴관 안내

장보고기념관 임시휴관 안내 휴관기간 : 2022. 8. 15.(월) ~ 11. 30.(수) 휴관사유 : 장보고기념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공지  
2022-09-20
2022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2차)2022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2차)

완도군에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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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tour/tour_intro
/tour/tour_intro/tour_info
/tour/tour_intro/tour_info?idx=163132&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3132&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1991&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1991&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0904&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0904&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0769&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0769&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0090&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0090&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0081&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60081&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59900&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59900&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59530&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59530&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59133&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59133&mode=view
/tour/tour_intro/tour_info?idx=159024&mode=view


완도군에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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