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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 장소(추천코스)전지훈련 장소(추천코스)

축구장 :축구장 : 완도군 공설운동장(105×68), 생활체육 공원(105×68), 축구전용구장(105×68), 완도중학교운동장, 완도수산고등학교운동장

조깅 코스 :조깅 코스 : 상왕봉(象王峯) 체력훈련장(제1코스~제3코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4㎞)

테니스장 :테니스장 : 완도군 군립테니스장(코트 8면)

실내 체육관 :실내 체육관 : 완도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타(29×35×10M), 완도수산고 체육관, 완도중학교 체육관, 완도초등학교 체육관

국궁장 :국궁장 : 청해정(거리145M, 사대폭1M, 사대수12개)

훈련장소 관련 정보훈련장소 관련 정보

완도군은 한반도 끝자락의 행상교통 요충지이며 동절기 평균기온이 서울과는 3℃정도 차이가 나며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중 가장 따뜻한 지역입니다.또한, 광어, 전
복, 도미, 김, 미역과 같은 해산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따뜻한 기후로 사계절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교통편 안내(기차)

출발지역출발지역 운행횟수운행횟수 역역 전화번호전화번호

서울→광주 28회 광주역 062-524-7788

서울→영산포→목포 13회 영산포역 061-333-7788

부산→순천→목포 2회 목포역 061-242-7788

모범음식점

연번연번 업소명업소명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업태업태 주메뉴주메뉴

1 가든 한국관 완도읍 군내3번길 24-6 061-552-1215 한식 한정식, 비빔밥, 곰탕

2 개성순두부 완도읍 개포로 19 061-554-8484 한식 순두부찌개

3 계절의 맛 명성 완도읍 개포로 145번길 31 061-553-0035 한식 해물찜, 대구뽈탕

4 다봄 완도읍 중앙길 15-1 061-555-6363 한식 갈비탕, 닭곰탕

5 대복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109-1, 1-2층 061-554-3341 한식 전복코스, 생선회

전지훈련시 특전 전지훈련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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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복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109-1, 1-2층 061-554-3341 한식 전복코스, 생선회

6 대성회식당 완도읍 해변공원로 59, 1층 061-554-5164 한식 전복코스, 생선회

7 대원 완도읍 청해진남로 15, 1층 061-555-2245 한식 갈비탕, 쌈밥정찬

8 대흥전복식당 완도읍 장보고대로 313 061-554-1213 한식 전복코스, 전복회

9 동서지간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15 061-555-9999 한식 전복코스, 매운탕

10 라이차이 완도읍 개포로 182-9, 1층 061-553-5050 중식 찌장면

11 미락식당 완도읍 군내11번길 15 061-554-4182 한식 아구찜, 복찜

12 미원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65 061-554-2506 한식 생선회, 전복코스

13 직화볶음 찜닭 볶찜 전남완도점 완도읍 개포로 114번길 38-10, 1층 061-555-9989 한식 볶음 찜닭

14 빙그레식당 본점 완도읍 청해진로 1565-4(죽청리) 061-554-1145 한식 전복요리, 생선구이

15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 완도읍 장보고대로 251, 1층 061-555-0516 한식 동치미막국수, 회막국수

16 석장포구 완도읍 석장길 2 061-554-0704 한식 병어회, 오리백숙

17 수산시장55호 완도읍 해변공원로 130 061-553-1458 한식 전복코스, 생선회

18 신지횟집 완도읍 해변공원로 117 061-552-5244 한식 전복요리, 생선회

19 어가일식 완도읍 해변공원로 113번길 6 061-555-0305 일식 전복정식, 생선회정식

20 완도어반 완도읍 장보고대로 334, 1층 061-555-7100 한식 화덕생선구이정식

21 완도항구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19-1 061-554-7227 한식 생선회

22 완도회타운 완도읍 해변공원로 136 061-554-0068 한식 전복코스, 생선회

23 조금산 삼계탕 완도읍 해변공원로 91번길 10 061-553-5514 한식 삼계탕, 오리탕

24 진미횟집 완도읍 장보고대로 282-2(중앙시장내) 061-553-2008 한식 전복코스, 생선회

25 청솔가든 완도읍 중앙길 78(외4필지) 061-554-1644 한식 돌솥밥정식, 회정식

26 청실 완도읍 해변공원로 51-1 061-552-4559 한식 생선회, 백반

27 칭찬 완도읍 해변공원로 59, 2층 061-554-5577 중식 짜장면

28 코너179(koner 179) 완도읍 개포로 179 1층 061-552-1790 한식 커피, 빙수

29 해미 군외면 청해진서로 2164 061-552-5522 한식 매운탕

30 완도모래뜰 신지면 명사십리길 74, 1층 061-552-4015 한식 해양치유밥상

31 금강식당 고금면 고금동로 9 061-553-0961 한식 유황오리로스탕, 갈치찜

32 도토리 고금면 고금로 601 061-555-0781 한식 수제돈가스, 카레

33 돼지네 촌닭 고금면 농상도남길 21-2 061-886-8866 한식 숯불구이

34 보적산장음식점 청산면 청산남로 149 061-555-5210 한식 한식, 삼겹살

35 바위섬 보길면 청별길 28 061-555-5612 한식 생선회, 매운탕

36 세연정횟집 보길면 청별길 30-1 061-553-6782 한식 간장게장, 생선회

37 청명회관 보길면 청별길 36 061-552-8506 한식 활어회, 전복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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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망스 완도읍 해변공원로 91번길 6 061- 555-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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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니스모텔 완도읍 해변공원로 101 061-555-8822

3 쉴리모텔 완도읍 개포로56번길 29-9 061-554-3322

4 완도원네스리조트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50 061-553-1000

5 코너레지던스호텔 완도읍 개포로 179, 2~3층 061-555-0179

6 파크힐 완도읍 장보고대로 330-5 061-552-2364

7 프라하 호텔 완도읍 장보고대로 330-4 061-555-2235

8 헤지스 모텔 완도읍 개포로62번길 45-1 061-555-2277

9 호텔케이(HOTEL K) 완도읍 개포로62번길 42-5 061-555-5050

10 P-237 신지면 신지로582번길 94-26, 1~2동 010-4993-0237

11 더편안리조트 신지면 신지로582번길 81 061-555-0000

12 동고리의 아침 신지면 신지로 1261 061-555-3000

13 명사십리길 104 신지면 명사십리길 104 061-555-7777

14 올라 코스타(hola costa) 신지면 명사십리길 106 010-5331-0104

15 주식회사 루미아호텔앤리조트 신지면 울몰길 49 061-554-1000

16 코로나 금일읍 동백길 18, 4동 1층 010-9277-8429

17 블랙스톤펜션 보길면 예송로 264-10 061-554-1009

18 이엘관광농원 생일면 생일로 1284-2 061-55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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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망스 완도읍 해변공원로 91번길 6 061- 555-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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