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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청정바다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해양 레저 휴양타운으로 거듭나는 완도!

완벽한 투자인프라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완도에 투자하십시오! 투자자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습니다.

비전비전

해양개척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완도

1200년전 신라·당·일본의 국제해상무역을 장악하고 바다를 지배했던 해상왕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이 살아있는 곳으로 21c 신해양시대의 중심에서 해양물류, 해양산

업, 레저휴양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서남해안의 교류거점지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중국무역의 전초기지로서 청해진시대의 해상활동을 복원하고 대중국 관광객을 유입하는 국제관광·무역항으로 개발

청정해안과 조화를 이룬 매력있는 도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청정지역으로 독특한 생태환경과 경관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개발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레저타운으로 개발

개성있는 해양래져, 관광산업의 중심지

도서지역의 전통문화와 청정해역,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준비된 관광지로 접근성을 높인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의 확·포장, 연륙·연도교 신설, 역사유적지의

발굴과 복원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전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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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전략

완도군은 지역의 특성상 항만, 휴양, 레저 및 관광시설의 투자여건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완도항은 지난 1992년 국제항으로 지정되어 5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우며 또한

휴양과 레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 200여개의 섬 어디를 가나 코발트빛 바다와 아름다

운 해변 천혜의 바다낚시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인정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완도군은 이러한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으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요트, 골프와 휴양을 할 수 있는

휴양림, 해수온천, 펜션, 해양레저타운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적지이며 투자자 여러

분을 위해 남겨놓은 보배로운 땅이다.

항공이용시 : 서울 ↔ 광주·목포공항(1시간) / 제주 ↔ 광주공항(1시간) / 무안국제공항
철도이용시 : 서울 ↔ 광주(2 : 30) / 서울 ↔ 목포(2 : 50)
도로이용시 : 완도 ↔ 서울(6 : 00) / 완도 ↔ 광주(2 : 00) / 완도 ↔ 목포(1 : 30) / 완도 ↔ 광주(2024년 고속도로개통 → 40분 소요)
항로이용시 : 완도 무역항 : 완도 ↔ 제주(3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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