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 대전 → 광주(해남·강진) → 완도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 천안논산 → 

광주(해남·강진) → 완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 목포 → 

해남·강진 → 완도

남해고속도로(부산)

(부산)대저톨게이트(해남·강진) → 

순천 → 강진 → 완도

체험관광의 중심지 체도권

드라이브 코스 추천 BTS길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권 <청산도><완도급,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문화관광의 중심지 남부권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완도읍 정도리 152정도리 구계등(명승 제3호) 3C

통일신라 시대 황실의 녹원지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구계등은 크고 작은 돌이 모여 계

단을 이루고 여기에 파도가 밀려와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들려준다. 후원에는 참나무, 떡

갈나무, 동백나무 등 40여 종의 상록수와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넓은 숲이 있다.

1600-5027 www.campwando.com

신지면 신리 721명사십리 오토캠핑장 4D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으로 캠핑사이트 48면과 카라반 18대, 카라반

사이트 22면이 조성되어 있다. 샤워실과 식수대는 물론 풋살경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 갖추어져 있다.

힐링관광의 중심지 동부권 <금당면, 금일읍, 생일면>

완도군 관광과

완도군 관광안내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대성병원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여객선 터미널

항만터미널(청산방면)

한일고속훼리호(제주도, 추자도)

061)550-5411~5412

061)550-5151~3

061)552-2176(시설), 554-5474(행정)

061)553-1234

1566-0112

061)550-2119

061)550-6000

061)552-0116(자동응답), 061-552-9385(청산농협)

061)554-8000, 554-0045

기관명 전화번호

<주요 관내 기관>

<버스>

<철도 KTX, SRT>

<자가용>

윤선도 유적지

어촌민속전시관

장보고기념관

청해포구

정도리 구계등

완도수목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완도타워 

청산도

061)550-6637

061)550-6912

061)550-6931

061)555-4502

061)554-1769

061)552-1544

061)550-6922

061)550-6960

061)550-6491

관광지명 전화번호

<주요 관광지>

<여객선 항구>

노화·소안·보길 방면

금일·생일 방면

금일읍 소재

  

청산면 소재 

소안면 소재 

금당면 소재

생일면 소재

화흥포항

당목항

노력항(장흥군)

녹동항(고흥군)

일정항

동천항

산양진항

도청항

소안항

가학항

서성항

061)555-1010

061)553-9085

061)843-9717

061)843-2300

061)553-9085

061)553-5635

061)553-6107

061)552-9388

061)553-8177

061)550-1484

061)553-3632

구분 항구명 전화번호

금당방면

노화읍 소재

여객선 시간표 및 예약 한국해운조합 island.haewoon.co.kr

알아두면 편리한 정보

교통안내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 완도공용버스터미널

소요시간 : 5시간

홈페이지 : www.hticket.co.kr

광주/목포 버스터미널 → 완도공용버스터미널

소요시간 : 2시간 30분 / 2시간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062-360-8114,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완도공용버스터미널

061-552-1500 / 완도교통문의(061-554-4978)

서울 용산역 → 광주 송정역 / 서울 수서역 → 광주 송정역

소요시간 : 1시간 40분

홈페이지 : www.letskorail.com

<항공>

Tip!
3D 숫자와 영문으로 이루어진 마크는

뒷장 지도의 가로(영문) 세로(숫자)의 
좌표를 의미해요 !

완도읍 해변공원로 84해조류센터 4D

해조류센터는 2014년 3월에 개관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주제관으로 연면적 1,935㎡, 

지상 4층이다. 1층엔 특산품 홍보관(관내 농수특산품 전시), 2층엔 해조류 전시실이있 

다. 4년마다 열리는 국제해조류박람회의 의미와 해조류의 효능과 가치를 알려주고 있다.

061)550-5872 9:00~18:00 무료(매주 월요일 휴관)

제1전시실(해조류와 완도)

해조류 서식의 최적지인 완도의 바다환경과 다 

양한 해조류 소개

제2전시실(해조류 효능과 가치)

해조류의 효능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는 해조류의 가치

제3전시실(해조류 터널)

고래에게 잡힌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아 나선 

피노키오!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보자.

특산품 홍보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생산되는 다 

양한 해조류 특산품을 만날 수 있다.

완도읍 청해진서로 1161-8청해포구(해신 드라마 촬영장) 4B

장보고 대사를 소재로 한 최인호의 역사소설 ‘해신’을 원작으로 한 KBS 특별 드라마 ‘해

신’의 촬영무대이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6개월간 KBS 2TV로 방영된 

해신은 관광객 230만 명을 완도로 불러들였다.

W

청해포구 061)555-4500, 4503~4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연중무휴(동절기 9:00~17:00/하절기 8:00~18:30)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500원(매주 월요일 휴관)W

완도읍 화흥포길 149어촌민속전시관 3C

어촌민속전시관은 완도와 완도 주변 섬들을 이어주는 화흥포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1996년 장보고축제가 처음 열린 때부터 부대행사의 하나로 건물을 임대하여 세계바

다 동식물 전시관을 연것이 계기가 되어 2002년 5월에 박물관겸 전시관으로 정식 개관

하였다. 완도수산고등학교 등에서 기증한 어업 관련 자료 등을 바탕 으로 어촌의 생활사, 

어획 방법, 수산양식의 실태, 선박의 발달사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

고금면 충무사길 86-31충무사(사적 114호) 5E

고금도는 정유재란 당시 마지막 수군 본영이었던 곳이다. 고금 묘당도에는 노량해

전에서 전사하신 이순신 장군의 유해를 80여 일 안치했던 월송대와 충무공의 신위

를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모시고 있는 충무사가 있다.

약산면 득암리 66번지 일원삼문산진달래공원 4E

수려한 자연경관과 심지구엽초 등 190여종의 생약초 자생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약산도는 방목으로 키운 흑염소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해산물로 유명하

며 4월 말~5월에 걸쳐 진달래가 만개하는 모습과 삼문산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경

치가 장관을 이룬다.

슬로시티 청산도 2E

청산도는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으며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가 촬영된 곳으로 푸른 바다, 푸른 산, 구들장논, 돌담길 등 느림의 풍경이 가득한 

곳이다. 느림을 통해 삶에 쉼표를 그릴 수 있는 청산도에서 건강과 행복을 충전해보자.

 완도만의 특별한 이색여행 추천 BEST

가고 싶은 섬 소안도 1C

해방의 땅 소안도는 일제강점기 들불처럼 일어났던 항일운동의 성지로 365일 연 

중 태극기가 펄럭인다. 2015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

으로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소안면

1909년 조선에서 수탈한 쌀 등을 일본으로 나르던 

배를 위해 세워졌다. 의병이 등대를 습격하는 의거

를 감행, 이후 인근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의 시발점

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8년 등록문화재 제

731호가 되었다.

당사도 등대

소안면 당사도길 17-239

일제강점기 거센 항일운동을 펼쳐 전국의 면 단

위로는 가장 많은 89명의 애국지사를 낳은 호국

정신이 살아있는 섬이다. 가학리에 항일운동 기

념관이 세워져 항일투쟁의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소안항일운동기념관

소안면 소안로 263

소안면 비자리 1423-6

이목 생태공원 담수호에는 가로 18M, 세로 12M

의 2420개 친환경 부표로 제작한 태극기가 설

치되어 있다.

담수호 태극기 조형물

보길도 윤선도 원림(명승 제34호) 2B

보길도 윤선도 부용동 원림은 고산이 직접 조성한 곳이다. 특히, 세연정은 조선시

대 대표적인 별서정원으로 우리나라 3대 정원 중 하나다, 조선 시대 가사문학의 백

미 ‘어부사시사’가 이곳에서 창작되었다. 세연정은 부용동 정원에서도 가장 공들여 

꾸며진 곳으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있다. 관광정보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윤선도 

원림의 현황을 파악 후 고산 선생의 발자취를 탐방하면 좋다.

061)550-6637(관광정보센터)

신지면 명사십리길 85-105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4D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모래 우는 소리가 십리 밖

까지 들린다고 하여 울모래 또는 명사(鳴砂)십리로 불리우며, 2019년 우리나라 최

초로 블루플래그(친환경 안전해변)해변으로 지정되었다. 매년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는 이곳은 길이 3.8km, 폭 150m에 달하는 광활한 은빛 백사장으로 경사가 완만

하고 송림 또한 울창하다. 주차장, 샤워장, 탐방로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연인 

및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친환경적인 해변에만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하여 2년 연

속 유지하고 있다. 고운 모래와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주변경관 등이 잘 어우러진 남해안 

최고의 하계 휴양지로 2013년엔 전국 3대 해수욕장으로 선정, 2014년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물놀이 안전명소로 전국 최고점수로 선정, 2020년 코로나 19대응 우수 해수욕

장으로 선정되었다.

완도 관광
안내지도

금일읍 동백리 5번지 일원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4G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길이 3.2km, 폭 150m에 달하는 백사장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장관이다. 해양레포츠의 최적지다.

생일면가고 싶은 섬 생일도(금곡 해수욕장) 3F

다시 태어나는 섬 생일도는 해발 483m의 백운산과 300m의 금곡해수욕장을 낀 

동백숲이 있으며, 남쪽에는 용출리 갯돌밭이 장관을 이루어 2016년에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멍 때리기 좋은 곳’ 3개소(생일섬길너덜겅, 용출 갯돌밭, 구실잣밤나무숲)가 있다. 

금곡 해수욕장은 조개껍데기가 부서져 쌓인 곳으로 금빛 모래와 완만한 수심이 

주변 해송과 잘 어우려져 있다. 폭 100m, 길이 1.2km로 주변에 상록수림이 울창하

고, 조용하고 깨끗해 가족 단위 피서지로 적합하다.

금일읍 월소일 산144-7월송해송림 4G

길이 1.2km, 폭 100m에 수령 200년 된 소나무 1,000여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월

송리는 달이 소나무 위로 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부르게 된 이름이다. 달이 뜨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일몰 장면도 일품이어서 야영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완도읍 장보고대로 330완도타워 3D

아름다운 다도해를 한눈에! 완도타워는 첨탑까지 76m이며 지상 2층과 전망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완도타워 외부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는 환상적인 야경과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다.

061)550-6961

5월~9월(9:00~22:00), 10월~4월(9:00~21:00)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W

완도타워에서 모노레일 하차장까지 길이 320m

의 짚라인으로 바람을 가르며 다도해 비경을 한 

눈에 즐길 수 있다.

061)555-0902

15,000원(1인)W

061)552-2622

6,000원(왕복기준, 성인)W

완도타워스카이(짚라인)

완도항에서 다도해 일출공원까지 왕복으로 운영 

된다. 낮에는 완도읍과 드넓은 바다를 감상하고 

밤에는 완도타워와 야경까지 즐겨보자.

모노레일

권덕리에서 청계리로 향하는 산길을 오르면 범

바위를 만날 수 있다. 청산도를 한눈에 볼 수 있 

는 전망대가 자리잡고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

는 여서도, 거문도, 제주도까지 보인다.

범바위

구들장논은 논바닥에 돌을 구들처럼 깔고 그 위

에 흙을 부어 만든 과학적인 영농기법으로 자투

리땅도 놀리지 않았던 섬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청산도 구들장논

완도
관광안내지도

광주공항 062-942-0111
무안국제공항 1661-2626

군외면 초평1길 156완도수목원 4B

완도수목원은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다. 2,050㎡의 면적에 완도 호랑가시 나무, 붉

가시나무, 황칠나무 등 3,801종의 수목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난대성 목·초본 등 희

귀식물 770여 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아열대·온대 교차지의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수목원이다.

061)550-3500

동절기(11월~2월) 9:00~17:00, 하절기(3월~10월) 9:00~18:00

성인 2,000원, 청소년·군경 1,500원, 어린이 1,000원(매주 월요일 휴관)W

www.wando-arboretum.go.kr

아열대온실 산림박물관

수목원계곡 수목원 수변데크

완도읍 군내리 산259주도(천연기념물 제28호) 4D

4D

섬 모양이 구슬같다 하여 주도(珠島)라 불린다.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감탕나무, 황칠

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주도의 상록수림은 우리나라 난대림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식물생태역사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위에서 보면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 

‘사랑의 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완도전복거리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특산품 전복을 상징화하여 독창적인 테마거리로 2018년 조성하

였다. 전복 단품요리에서 전복코스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전복상징 조형물 앞

에서 인증샷도 찍고 전복의 맛을 추억하자.

완도읍 장좌리 809 외장도 청해진 유적지 4C

장좌리 마을 앞 해상에 위치한 장도는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828년 청해진을 설치하고 

중국과 신라, 일본을 잇는 삼각 무역을 펼쳤던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전진기지이자 군사 

요충지이다. 현재 중앙에 사당을 중심으로 목책과 맷돌, 토성 등이 남아있으며 최근 발

굴결과를 토대로 고대(古臺), 중문, 남문, 목교 등이 복원되었다. (사적 제308호)

청해신 유적 입구에 위치한 장보고공원은 15,000㎡면

적에 완도군 265개 섬에서 채집된 기묘한 수석 2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장보고 기념관과 해양생태전시

관이 있다.

완도읍 장좌리 214-7

장보고공원

목교 고대(古臺)

예송리 해수욕장
모래 대신 둥글납작한 검은 자갈이 가득 깔려

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특유의 소리를 낸다. 

1.4km로 길게 뻗은 자갈밭과 그 뒤의 예송 상

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이 절묘하게 조화

를 이루고 있다.

송시열 글씐바위
보길도의 동쪽 끝자락 백도리의 해안절벽으로 

윤선도와 동시대를 살아간 송시열의 글씨가 남

겨져있다.

보길면 예송리 산108

보길면 중통리 산1-1

보길면 부황길 57

코끼리바위 병풍바위

초가바위 스님바위 생일도 케이크 멍 때리기 좋은곳

금당면가고 싶은 섬 금당도(금당팔경) 5G

금당도는 2021년에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었으며 가학항에서 섬을 일주하는 배에 오 

르면 금강산 천불전을 닮은 천불전, 코끼리 바위, 남근바위, 초가바위, 상여바위, 스님

바위, 부채바위, 병풍바위 등 금당팔경의 신비로운 자태에 탄성이 끊이질 않는다. 모

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무인도를 징검다리 삼아 뜨고 지는 해돋이와 해넘이도 평생 기억

할 추억의 장면이 될 것이다.

061-843-4077(금당8경 해안일주)

블루 플래그란?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환경교육재단(FEE)이 각국의 
친환경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인증BLUE FLAG

2년연속 블루플래그 인증획득

검은 돌과 원석으로 이루어진 용출리 갯돌밭은 

앞으로 넓은 수평선이 펼쳐지고 뒤로는 노송이 

우거져 있다. 갯돌이 파도에 씻기는 소리가 맑

고 경쾌해 마치 음악 소리처럼 들려 관광객들

의 발길을 붙잡는다.

용출리 해안갯돌밭

생일면 봉선리 산93일원

해수찜

필라테스 해변엑서사이즈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스머프 환경캠페인
스머프사는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환경교육재단(FEE)과 협력을 맺고 국제적

인 해양환경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 해변가로 밀려온 쓰레기를 담아 

스머프 조형물과 인증 샷을 찍으면 기념품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준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관리사무소(061-550-6922)

생일도 생일축하 이벤트
주민등록증상 생일날에 생일도를 방문한다면 배삯이 무료이며 서성항 대합실 LED 

전광판의 생일축하와 함께 케이크 조형물 앞에서 생일축하노래를 들을 수 있다.

(사전신청)

생일면사무소(061-550-6675)

BTS길

완도 관광을 시작하는 길을 의미하며 Blue, Tour, Start를 나타낸다. 드라이브 코스는 완

도대교를 시작으로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일몰공원, 갯바람공원, 미소공원 

등이 있고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 영화·드라마 배경지로 인기가 높은 청해포구 

촬영장, 어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갯돌이 만들어 내는 음악소리

와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정도리구계등을 볼 수 있다.

완도대교

어촌민속
전시관 정도리구계등

완도수목원

일몰공원

갯바람공원

완도읍 청해진로 1455장보고기념관 4C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 

장보고 대사의 도전정신과 기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

다. 특히 전시실은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형 입체 관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흥미

로운 관람이 가능하다.

061)550-6930~4

성인 2,000원, 청소년·군경 1,500원, 어린이 1,000원(매주 월요일 휴관)W

www.wando.go.kr/changpogo

장보고기념관과 장도 청해진 유적지 인근에 

위치하여 장보고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둘러

볼 수 있는 전시관이다.

완도읍 청해진로 1459
9: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어른 2,000원, 청소년·군경 1,500원, 
어린이 1,000원

W

해양생태전시관

장보고 동상은 15.5m 크기로 오른손의 칼은 

무인을, 왼손의 교역물품도록은 상인을 상징

한 것으로 이는 군인이자 상인이였던 대사

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061)550-5880

무료(매주 월요일 휴관) W

완도읍 청해진로 1565-2

장보고 동상

2012 친환경 안심놀이터 우수공원 선정

봄의 왈츠 촬영지
드라마 ‘봄의 왈츠’가 촬영된 세트장을 배경으로 

유채와 초록 보리가 어우러진 그림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

서편제 촬영지
도청 항에서 해안을 따라 오른쪽으로 보이는 언

덕길을 오르면 영화 서편제 촬영지가 있다.

하트 개매기
서편제주막에서 바다쪽으로 하루에 두 번 썰물 

때 하트개매기를 볼 수 있다.

느림우체통사진
범바위 전망대와 봄의왈츠 세트장에 있는 엽서

에 사연을 적은 후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에 원

하는 주소로 발송해준다. 

해양치유란? 해양성기후, 태양광, 해수, 해조류, 해산물, 갯벌(머드), 해풍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질병예방,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이다.

해양치유 프로그램(노르딕워킹)

061)550-5682,5578

www.wando.go.kr/chiu4u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2월 - 11월

주요 프로그램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해변엑서사이즈, 명상, 해수찜, 해양치유음식 및 꽃차 시식 등

미소공원청해포구 촬영장

가고 싶은 섬 여서도
완도 최남단의 섬 여서도는 배가 한 번밖에 닿지 않아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지니고 있

다. 아담하고 정겨운 돌담길과 해양경관이 아름다운여서도는 2018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었다.

1E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지정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삼문산 포토존 삼문산 전망대

BT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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