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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소지자 연계 할인혜택입장권 소지자 연계 할인혜택

관내 주요 유료관광지 입장료 할인관내 주요 유료관광지 입장료 할인

무료 : 완도타워, 세연정, 장보고기념관, 어촌민속전시관 / 완도수목원(주차료 별도)

할인(30%) : 청해포구 해신 세트장

관내 주요 유료 관광지 할인관내 주요 유료 관광지 할인

기관명기관명 대상대상
운임요금(원)운임요금(원)

비고비고
구분구분 기준요금기준요금 할인요금할인요금

완도군

완도타워
개인 2,000

무료
단체 1,500

보길 세연정
개인 2,000

무료
단체 1,500

장보고기념관
개인 1,000

무료
단체 700

어촌민속전시관
개인 1,000

무료
단체 800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개인 2,000

무료 주차료 별도
단체 1,500

(주)대산씨엔디 청해포구촬영장
개인 5,000 3,500

30% 할인
단체 4,000 2,800

모노레일 운행정보모노레일 운행정보

운행시간 : 09:00 ~ 21:00까지 (왕복 15분소요)

요금 : (박람회 기간) 성인 : 4,000원, 어린이 : 3,000원 / (박람회 이후) 성인 : 6,000원, 어린이 : 4,000원

※ 요금은 왕복기준이며요금은 왕복기준이며, 박람회 기간동안 편도는 발권안하며 왕복권만 발권 가능합니다
※ 또한 민간회사가 운영하므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불가

여객선 운임 할인여객선 운임 할인

구 분구 분 완도↔소안, 노화완도↔소안, 노화 완도↔청산완도↔청산 완도↔제주완도↔제주

할인율
개인 10%

단체 20%

개인 10%

단체 20%

블루나래호

개인 10%

단체 20%

한일카훼리호

개인 20%

단체 30%

인근 시군 유료관광지 할인인근 시군 유료관광지 할인

시군명시군명 할인대상할인대상 할인내용할인내용 비 고비 고

강 진 한국민화뮤지엄, 고려청자박물관 500~1,000원 할인

해 남 공룡박물관, 땅끝전망대, 우수영관광지, 고산윤선도유적지 300~1,000원 할인

장 흥 정남진전망대, 물과학관, 천문과학관 500~1,000원 할인

입장권 소지자 연계 할인혜택 세부내역 보기

음식요금 할인업소음식요금 할인업소

연번연번 구분구분 업 소 명업 소 명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주메뉴주메뉴
할인율할인율 수용수용

인원인원현금현금 카드카드

1 모범 가든 한국관 완도읍 군내3번길 24-6 552-1215 해물한정식 10% 5% 130

2 모범 개성순두부 완도읍 개포로 19 554-8484 순두부 10% 5% 96

3 모범 미락 완도읍 군내11번길 15 554-4182 아구찜, 복어탕 10% 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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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범 미락 완도읍 군내11번길 15 554-4182 아구찜, 복어탕 10% 5% 108

4 모범 샤브랑고기랑 완도읍 군내3번길 14 554-5232 샤브샤브, 오리주물럭 10% 5% 76

5 모범 전사마 완도읍 장보고대로 197 555-0838 전복요리, 해조류비빔밥 10% 5% 100

6 모범 토박이 완도읍 장보고대로248번길 48 552-4114 생삼겹살, 양념갈비 10% 5% 40

7 모범 청솔가든 완도읍 중앙길 78 555-1644 떡갈비 정식, 연잎정식 10% 5% 160

8 모범 나주곰탕완도점 완도읍 청해진남로 16 552-9500 곰탕, 수육 10% 5% 72

9 모범 초계산 완도읍 청해진서로 142 552-2747 토종닭, 오리 10% 5% 150

10 모범 대복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109-1 554-3341 전복코스요리, 생선회 10% 5% 150

11 모범 신지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117 552-5244 생선회, 전복코스 10% 5% 200

12 모범 남강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11 552-2299 전복물회, 해조류비빔밥 10% 5% 50

13 모범 해운대회식당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11 554-0604 전복물회, 생선회 10% 5% 100

14 모범 동서지간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15 555-9999 전복코스요리, 생선회, 전복회조류비빔밥 10% 5% 80

15 모범 완도회타운협동조합 완도읍 해변공원로 136 554-0068 전복곰탕, 전복 순두부,해조류비빔밥, 전복코스 10% 5% 500

16 모범 어수향 완도읍 해변공원로 152 554-7892 회정식,전복코스 10% 5% 250

17 모범 청실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51-1 552-4559 전복코스요리, 해조류비빔밥, 김영란세트 10% 5% 120

18 모범 대성회식당 완도읍 해변공원로 59 554-5164 전복코스요리, 광어회 10% 5% 100

19 모범 칭찬 완도읍 해변공원로 59 554-5577 짜장면, 짬뽕 10% 5% 92

20 모범 미원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65 554-2506 전복코스요리, 생선회 10% 5% 95

21 모범 어가일식 완도읍 해변공원로113번길 6 555-0305 어가회정식, 김영란코스상 10% 5% 70

22 모범 천지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124번길 17 552-2098 전복코스요리, 전복회 10% 5% 150

23 모범 새천년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124번길 19 554-0704 생선회, 매운탕 10% 5% 60

24 모범 완도항구 완도읍 해변공원로124번길 19-1 554-7227 생선회, 전복코스 10% 5% 120

25 　 서민회관 완도읍 개포로 3 554-8067 갈치조림, 매운탕, 낙지볶음 10% 5% 50

26 　 명가짜장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61-5 554-0023 짜장면, 짬뽕 10% 5% 100

27 　 명품 탕찜 완도읍 개포로177번길 2-14 554-4900 해물탕, 해물찜 10% 5% 100

28 　 장원왕족발 완도읍 개포로177번길 2-8 554-8662 족발, 보쌈, 홍어족발·보쌈 10% 5% 30

29 　 최선장식당 완도읍 군내3번길 23-5 554-3002 복탕, 장어탕 10% 5% 90

30 　 바닷가횟집 완도읍 장보고대로 303 554-6170 생선회, 매운탕, 전복코스 10% 5% 80

31 　 동백횟집 완도읍 장보고대로 303 553-7079 생선회, 전복회 10% 5% 40

32 　 내담대구뽈탕 완도읍 장보고대로 313 554-1213 대구뽈탕, 대구뽈찜 10% 5% 80

33 　 해궁 완도읍 장보고대로 340 554-3729 물회, 전복뚝배기, 해조류비빔밥 10% 5% 80

34 　 대원 완도읍 청해진남로 15 555-2245 전복갈비탕, 소고기, 돼지고기 10% 5% 80

35 　 한우명가 완도읍 해변공원로 121 553-9293 살치살, 갈비살, 삼겹살 10% 5% 128

36 　 수산시장 55호 완도읍 해변공원로 130 552-3344 전복코스, 매운탕 10% 5% 80

37 　 빙그레식당 본점 완도읍 해변공원로 17 554-1145 생선구이, 전복해물뚝배기 10% 5% 160

38 　 추섬 활어회 식당 완도읍 해변공원로 25 554-9431 해물탕, 생선회 10% 5% 100

39 　 바글바글 완도읍 해변공원로 27 552-1880 생선회, 낙지비빔밥 10% 5% 36

40 　 일억조식당 완도읍 해변공원로 45 554-2037 전복코스, 전복해조류비빔밥 10% 5% 110

41 　 바다풍경 완도읍 해변공원로 47 554-7368 키조개삼합, 광어회 10% 5% 40

42 　 다도해 회센터 완도읍 해변공원로 53 554-3845 조개구이, 생선회 10% 5% 68

43 　 참바다 조개구이 완도읍 해변공원로 55 552-0314 조개전복구이, 조개탕, 매운탕 10% 5% 40

44 　 해왕숯불갈비 완도읍 해변공원로125번길 7-6 555-5884 돼지갈비, 영양돌솥밥 10% 5% 70

45 모범 해진주 노화읍 이포길 27 553-7077 삼겹살, 양념갈비 10% 5% 88

46 모범 해미식당 군외면 청해진서로2164 552-5522 해물탕, 장어탕 10% 5% 70

47 　 완도해조류스파랜드식당 신지면 명사십리길 61번길 230 552-4015 생선회, 전복죽 10% 5% 170

48 모범 목우촌 신지면 신지로 582번길 51 554-5705 쌈밥정식, 삼겹살 10% 5% 95

49 모범 무지개회식당 고금면 고금동로 2번길 25 553-8448 매운탕, 오리탕 10% 5% 90

50 모범 금강식당 고금면 동로 9 553-0961 김치찌개,백반,곰탕 10% 5% 120

51 모범 보적산장음식점 청산면 청산남로 149 555-5210 백반, 삼겹살 10% 5% 100

연번연번 구분구분 업 소 명업 소 명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주메뉴주메뉴
할인율할인율 수용수용

인원인원현금현금 카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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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범 느린섬여행학교 청산면 청산로 541 554-6962 건강밥상, 느림밥상 10% 5% 80

53 모범 청포도 소안면 소안로207번길 23 553-7248 생선회,매운탕 10% 5% 70

54 모범 바위섬 보길면 보길동로19번길 28 555-5612 전복코스요리, 생선회 10% 5% 88

55 모범 세연정횟집 보길면 보길동로19번길 30-1 554-5005 꽃게장, 전복낙지전골 10% 5% 116

연번연번 구분구분 업 소 명업 소 명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주메뉴주메뉴
할인율할인율 수용수용

인원인원현금현금 카드카드

특산물 할인 업체 현황 (입장권 소지자)특산물 할인 업체 현황 (입장권 소지자)

업체명업체명 대표대표 연락처연락처 주소주소 품목품목 할인율할인율

바다향기 정유선 010-6631-2424 해변공원로 43 건어물

10%

참조은전복 장성환 010-6600-9209 해변공원로 71 전복

갯돌소리전복 정민정 010-4641-2729 장보고대로 324 전복

완도건어물 차보경 010-5619-0037 청해진로 315 건어물

청해건어물 최영길 010-6623-4402 장보고대로 313 건어물

완도락건어물 고유진 061-555-6666 장보고대로 313 건어물

요한수산 구정모 010-3628-2523 장보고대로 290-1 전복

㈜바다미소 천화성 061)554-6020 장보고대로 185 건어물

바다농장 장대정 061)553-3139 해변공원로 130 전복

덕우도참전복 이제성 061)552-9717 해변공원로 109 전복

유)대한물산 정해곤 010-6607-2500 해변공원로 130 전복

완도전복마을 이범성 061)554-4567 해변공원로 115-1 전복

청해진수산 이수진 061)554-0058 해변공원로 89 전복

완도어부김씨 김용석 010-602-1906 해변공원로 149 건어물

설희수산 박창식 010-7166-7888 해변공원로 149 건어물,전복

보길도참전복 이동규 061)555-0652 010-8543-0904 해변공원로 149 전복

미소그린 최은숙 010-2494-1603 개포로 19 로컬푸드

㈜해미원 박남규 010-3600-1472 해변공원로 84 활전복

완도바다家 최내현 010-2648-2784 해변공원로 149 건어물

바다명가 장민석 553-6455 010-9887-6576 농공단지4길 12 건어물

하나물산 유승진 010-4644-6146 농공단지2길 54 건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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