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안내

대표행사

청산완보
4. 1(토)~4. 30(일)

상설
미항길 축제운영본부슬로길 사랑나눔 걷기 

프로젝트

개막행사

슬로시티 지정 10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

슬로푸드‘오색주먹밥’나눔잔치

4. 1(토)
14:00~14:30

서편제길 특설무대

특별행사

선상 라디오 매주 토요일
 1일 3회

완도→청산 (퀸청산호)

힐링토크 시즌 4 4. 15(토)
14:00~15:00

봄의왈츠 세트장

나비야 청산가자 4. 15(토)
15:00~15:20

봄의왈츠 세트장 유채길

청산별곡 원정대 4. 30(일)
10:00~14:00

청산도 일원

청산도 초분 시연 4. 30(일)
8:30 / 10:00

1코스 서편제길

구분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  소

1년 뒤에 도착하는 편지를 보내는 느림우체국
일시 : 4. 1(토) ~ 4. 30(일) / 상설
장소 : 봄의왈츠세트장, 범바위전망대, 
         느린섬 여행학교

해조류와 수산물을 이용한 디저트 
핑거푸드 요리아카데미

일시 :4. 15(토) 13:00 ~ 14:00
        4. 29(토) 13:00 ~ 14:00 
장소 : 11코스 느림카페

장소 : 범바위 일원
일시 : 4. 1(토) ~ 4. 30(일) / 상설운영 
        ※기(氣)체조 체험 - 매주 일요일에 진행

·범바위 소망나무
    인조나무에 소망지 써서 달기

·범바위 기(氣)체조 체험
    기(氣)가 충만한 범바위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기(氣)체조 체험

·생기(生氣)의 삼각의자 
    기(氣)가 가장 강력한곳에 설치된 삼각의자 체험

·자기(磁氣)의 벽 
   범바위의 기(氣)를  느끼며 자석을 돌에 붙여보는 이색체험

·움직이는 나침반 
    대형 나침반 안의 작은 나침반이 움직이는 모습 체험

·내 손안의 청산뱃지 
   청산도 배경에 문구를 직접 써넣어 제작해보는 체험(범바위 방문객 한정)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안치환’과
포크가수‘박강성’이 펼치는 힐링콘서트

일시 : 4. 1(토) 14:40 ~ 15:40
장소 : 도청항 야외공연장

힐링콘서트‘안치환 &박강성’

영화 서편제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공연

일시 : 매주 토요일 (11:00/12:30/13:30)
장소 : 1코스 서편제길

서편제 마당극

범바위 기(氣)체험 프로그램

청산도 슬로 쿡(COOK)

느림보 우체통

완도행 승선 대기 시간을 달래줄 동전노래방
일시 : 4. 1(토) ~ 4. 30(일) / 상설
장소 : 도청항 방문자센터 2층

슬로길 동전노래방

완도 → 청산도행 배편에서 축제프로그램 및 청산도 관광 안내
일시 : 4. 1(토) ~ 4. 30(일) / 매주 토요일(3회)
장소 : 청산도행 선박(퀸청산호)

선상 라디오

힐링의 섬 청산도에서 또다른 행복을
선물하는 버스킹 공연

일시 : 매주 토요일 (11:30/13:00)
장소 : 봄의왈츠 세트장

슬로길 버스킹

걷다 보면 어느덧 청산도의 문화와

자연을 만나는 청산완보

일시 : 4. 1(토) 14:00 ~ 14:30
장소 : 1코스 서편제길 특설무대
내용 : 슬로시티 지정 10주년 기념‘타임캡슐 봉인식’
         슬로푸드‘오색주먹밥’나눔잔치

·슬로길 스탬프 4코스 이상
   물병홀더 기념품 증정

·슬로길 스탬프 5코스 이상
   타올 기념품 증정

·슬로길 스탬프 6코스 이상
   돗자리 기념품 증정
※ 복지회관 앞 축제운영본부에서 소진시까지 제공됩니다.

앱(APP)을 키고 걸으며 느림의 미학으로 실천하는

슬로길 사랑나눔 걷기 프로젝트

인생, 청산도, 공감을 주제로 
가수‘하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일시 : 4. 15(토) 14:00 ~ 15:00 (1시간)
장소 : 봄의왈츠 세트장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브로슈어 받기
(축제운영본부)

청산도 슬로길
코스별 스탬프 찍기

(코스 안내판 스탬프 비치)

청산도 
완보 기념품 받기
(축제운영본부)

2017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17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빅워크 어플리케이션
실행 

모음통 항목 클릭 →
청산도슬로걷기축제 클릭

슬로길 감상하며 걷기

 총 걸은거리 확인 후 모음통 기부 및 기념품 수령
※ 걷기 1m에 1눈(noon)의 걸음 적립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나비 날리기 퍼포먼스

일시 : 4. 15(토) 15:00 ~ 15:20
장소 : 봄의왈츠 세트장 유채꽃길

청산도에서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하여
나만의 포토북 만들기

일시 : 4. 1(토) ~ 4. 30(일) /상설
장소 : 미항길 축제운영본부

청산도 셀프 스토리북 만들기

나비야 청산가자

힐링토크 시즌4 (하림)

개막행사

신흥리해수욕장 - 상산포보리마당 - 노적도일출전망대 - 
진산리갯돌해변 - 진산천 - 정골꼬랑(상수원입구)

해맞이길

해맞이길  청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항도(목섬), 신흥리,
               상산포, 진산리를 잇는 길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길입니다.

파도가 연주하는 갯돌의 음악소리 슬로길

8코스  4.1km, 소요시간 77분

노을길 
지리해수욕장입구 - 지리해수욕장 - 고래지미 - 도청들녘 - 
도청리뒷등길

노을길  섬의 서쪽 가장자리로 난 길을 따라 걷기에 청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다. 노을의 검붉은 농담이 푸른 바다로 흘러
          내리는 장면이 장관을 연출한다

지리해수욕장  수심이 완만하고 폭이 100m, 길이 1.2km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200년 이상의 해송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청산도의 대표적인 일몰 포인트입니다.

고래지미  지리청송해변과 이어지는 언덕을 올라 숲길로 들어서면 더 광활한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 나타나는데 일명 고래지미 포인트입니다. 
             일몰에 역광으로 비춰지는 섬모양이 고래 같다고 하여 고래지미라 
              부릅니다.

바다로 향하는 거북같은 슬로길

10코스  2.67km, 소요시간 51분

도청리뒷등길 - 사장개 - 청산지역아동센터(구,우체국) - 안통길 - 
향토역사문화전시관(구·면사무소) - 청산도방문자센터

미로길

미로길  청산중학교에서 도청항까지 이르는 골목길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길을 찾는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소소한 일상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미로를 찾다보면 머리가 좋아지는 슬로길

11코스  1.2km, 소요시간 21분

단풍길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단풍나무와 함께 걸을 수 있어 단풍길이라 합니다.
           아름다운 단풍만으로도 눈이 즐거운데 푸른 바다를 옆에 끼고 있어 선명한
           색의 대비에 눈을 떼지 못하는 길입니다.

정골꼬랑(상수원입구) - 국화리입구 - 오천기미입구 - 진짝지입구 - 
지리해수욕장입구

단풍길

호젓한 가을색 슬로길

9코스  3.21km, 소요시간 55분

청계리중촌들샘 - 다랑치길(다랭이논) - 신풍리마을회관 - 부흥리
숭모사 - 양지리구들장논체험장 - 느린섬여행학교입구 - 배롱나무뚝방길
- 원동리마을회관 - 상서돌담마을 

구들장길 - 다랭이길

구들장길  구들장논이 펼쳐진 논길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농토와 물이 부족했던 
              척박한 땅을 논으로 일군 섬 사람들의 애환과 열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다랭이길  청산도 곡창지대라 불리는 너른 들판을 지나는 길로 경사진 산비탈을
             개간하여 층층이 만든 다랭이 논을 볼 수 있습니다.

섬사람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슬로길

6코스  5.115km, 소요시간 82분

느린섬 여행학교 www.slowfoodtrip.com

폐교가 된 청산중학교 동분교가 숙박동, 체험관(식당), 홍보관(세미나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청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쳤던 학교가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느린 여행에 대한 철학을 가르쳐주는 공간
으로 변모한 것이지요. 느림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에 머물러
지친 삶에 느림의 행복을 선물해 보세요.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541 / 숙박 체험 문의 061)554-6962

상서돌담 마을 - 돌담길/소막 - 동촌리돌담길 - 동촌리할머니나무
- 1박2일촬영지 - 신흥리해수욕장정자쉼터 - 국화길해변공원
- 목섬연도제주차장 - 목섬삼거리 - 목섬새목아지 - 목섬연도제주차장
- 신흥리해수욕장 

돌담길 - 들국화 길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슬로길

7코스  6.2km, 소요시간 136분

상서리 돌담  청산도에서 눈만 돌려도 한가득 들어오는 것이 청산도 돌담이지만
                  상서리 돌담은 소박하게 지어진 농가와 조화를 이루며 포근한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279호)

권덕리마을회관 - 권덕리삼거리 - 낚시터입구 - 말탄바위 -
범바위 - 범바위주차장 - 칼바위전망대 - 공룡알해변(장기미) - 
해녀바위 - 범바위입구삼거리 - 매봉산등산로입구 - 청계리중촌들샘

범바위길 - 용길

범바위에 숨겨진 이야기
영원불멸의 땅인 청산도에 열 개의 영원한 생명들을 모으라는 신선의 명을 받은
범이 명을 어기고 십장생 중의 하나인 사슴을 해치고  자신이 십장생이 되려 하다가 
이를 알게 된 신선에 의해 범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자성으로 범바위 부근에서는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청산도 생기운을 받는 슬로길

5코스  5.54km, 소요시간 125분

※ 서편제 마당극/슬로길 버스킹의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축제운영본부에서 별도 공지)※ 8코스 진산리 갯돌해변 소망돌탑쌓기 참여인증자에 한함(핸드폰, 디카 인증샷 확인)

청산도방문자센터 - 도청리쉼터 - 갤러리길 - 도락리안길 - 동구정
- 도락노송길 - 당리입구(서편제촬영지) - 봄의왈츠드라마세트장
(여인의향기촬영지) - 화랑포갯돌밭입구(삼거리) - 연애바위입구

미항길 - 동구정길 - 서편제길 - 화랑포길

동구정길  도락리에 있는‘동구정’이란 오래된 우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길로
             ‘가뭄이 들어도 항상 같은 수위를 유지한다’하여‘신비의 우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서편제길  영화‘서편제’에서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걷는 장면이 촬영된 길입니다.
            봄에는 유채와 청보리,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화랑포길  화랑포에서 새 땅끝을 연결하는 길로‘먼 바다에 파도가 일면 그 모양이

              꽃과 같다’하여‘꽃花’,‘파도浪’자를 써서 화랑포라 부릅니다.

가벼운 걷기와 인증샷을 위한 슬로길

1코스  5.7km, 소요시간 90분

읍리앞개 - 서편제촬영가옥 - 청산진성계단 - 읍리안길 
고인돌공원(하마비) - 청룡공원 - 읍리해변방파제

고인돌길

청산진성  1866년(고종3년) 첨사진(僉使鎭)이 신설되었고 당리에 청산진성
(靑山鎭城)이 축조되기에 이릅니다. 2010년 흔적만 남아 있었던 청산진성터가
복원되었으며 성곽에 오르면 청산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섬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슬로길

3코스  4.54km, 소요시간 88분

연애바위입구 - 모래남길(당리재) - 읍리앞개
사랑길 

사랑길  기생을 사랑하여 청산이 되어버린 무사의 슬픈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슬로길

2코스  2.71km, 소요시간 48분

낭길  시간이 없더라도 걷지 못하면 후회 하는 절경코스입니다.

읍리해변방파제 - 바람구멍 - 따순기미 - 권덕리해변 - 권덕리마을회관

낭길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슬로길

4코스  1.8km, 소요시간 40분

관광사진 산책코스 1 청산 비경 강력추천코스 4 7

섬바람 콧바람 산책코스 3등산 같은 운동코스 2 5

시간이 없는 이를 위한 알짜코스 4 11

체험행사

공연행사

판매행사

전시행사

부대행사

4. 1(토)~4. 30(일)
상설

4. 1(토)~4. 30(일)
상설

주말(토~일)/수시

4. 1(토)~4. 30(일)
상설

주말(토~일)
수시

4.1(토)~4. 30(일)/상설

4. 15(토) / 29(토)
13:00 ~ 14:00

매주 일요일
11:00 / 13:00 / 14:00

매주 토요일
11:00 / 12:30 / 13:30

청산도 셀프 스토리북 만들기

내 손안의 청산뱃지

미항길 축제운영본부청산도 자연 살리기

보물섬 청산도

슬로길 동전노래방 도청항 방문자센터 2층

서편제 전통악기 체험

슬로 전통놀이 체험 1코스 서편제길

토피어리 포토존

슬로시티 소달구지 체험 1코스 도락길

청산愛 스토리 1코스 화랑포길

사랑길 하트캡슐“사랑을 채우다” 2코스 사랑길 

해설가와 함께하는 청산진성 탐방 3코스 고인돌길 

슬로공예방 조개공예체험판매장

생기(生氣)의 삼각의자

자기(磁氣)의 벽

움직이는 나침반

5코스 범바위 
전망대 일원

범바위 소망나무

해맞이길 소망돌탑 쌓기 8코스 진산리 갯돌해변

느린섬 여행학교 전기자전거투어

봄의왈츠세트장, 범바위
전망대, 느린섬여행학교

느림보 우체통

범바위 기(氣)체조 체험 5코스 범바위 전망대 일원

슬로길 캐릭터 친구들 1코스 서편제길

청산도 힐링 조개잡이 체험 7코스 신흥리

청산수제맥주 시음회 미항길 축제운영본부

청산도 슬로 쿡(COOK) 느림카페

서편제 마당극 1코스 서편제길

매주 토요일
11:30 / 13:00

슬로길 버스킹 봄의왈츠 세트장

4. 1(토)
14:40 ~ 15:40

4. 1(토)~4. 30(일)
상설

힐링콘서트‘안치환 & 박강성’ 도청항 야외공연장

4. 8(토)
18:00 ~ 19:00

앙상블‘펠리체’ 도청항 야외공연장

슬로장터 & 달팽이수레 1코스 미항길 (농협 앞)

슬로 스트리트 푸드 1코스 화랑포길

 
-석천 김용환 작가 사진전

-포토팩토리 동아리 사진전

-향토사진가 김광섭 개인전

청산도 스토리 사진전

느린섬 여행 학교

향토역사문화전시관 외 2개소

봄의왈츠 세트장

청산도 시화전 청산도 일원

시간으로 보는 청산도 1코스 미항길 복지회관

청산도 어촌 생활문화전시 읍리 농어업역사문화전시관

상서 마을 입구

청산지킴이‘달팽이 순찰대’
청산도 일원

슬로시티 클린 캠페인

청산도 구들장논 홍보·판매관

기간 중  2회

구분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  소

느린섬 여행학교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완도 오시는길

서울톨게이트 - 천안논산 - 광주 - (해남·강진) - 완도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 - 목포 - (해남·강진) - 완도
서해안고속도로

(부산)대전톨게이트 - 순천 - 강진 - 완도
남해고속도로

자가용

소요시간 5시간 (1일 4회운행) / 예매: www.hticket.co.kr
서울 센트럴시티(호남선) - 완도버스터미널

소요시간 2시간 / 1시간 30분

광주 버스터미널 062-360-8114

목포터미널 1544-6886

완도 버스터미널 061-552-1500

광주 / 목포 버스터미널 - 완도버스터미널

고속버스

소요시간 1시간 30분(KTX) / 예매: www.korail.com
서울 용산역 - 광주 송정역

소요시간 1시간 40분(SRT) / 예매: https://etk.srail.co.kr
서울 수서역 - 광주 송정역

※ 광주 터미널에서 완도 버스터미널까지 고속버스가 수시로 운행됩니다.

기  차

소요시간 50분(첫비행기 07:00) / 3회 운항
서울(김포) - 광주

항  공

청산도 섬내 교통

요금: 대인 5,000원 (14세이상), 소인 3,000원(14세 이하) 

슬로시티 청산도 순환버스 문의ㅣ061-552-1999

청산복지회관(출발) - 당리(서편제) - 읍리(고인돌) - 권덕리(범바위)

- 청계리(범바위) - 양지리(구들장논) - 상서리(돌담길) - 신흥리(해수욕장)

- 진산리(갯돌해변) - 지리(해수욕장) - 청산복지회관(도착)

노선안내

※ 주중 10회, 주말 12회 이상 운행합니다.
※ 권덕리(범바위)의 경우 주중 5회, 주말 6회 운행하오니 승차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유효기간 : 구매당일, 청산도 출발 → 청산도항 도착(1회 이용권)
    단, 경유지 반복 승하차는 가능합니다.
※ 여객선 운항시간 및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금: 대인 7,000원 (14세이상), 소인 5,000원(14세 이하) 

슬로시티 시티투어버스 문의ㅣ010-3067-6568

청산복지회관(출발) - 당리(서편제) - 읍리(고인돌) - 범바위

- 양지리(구들장논) - 상서리(돌담길) - 신흥리(해수욕장)

- 진산리(갯돌해변) - 지리(해수욕장) - 청산도항(도착)

노선안내

※ 1일 3회 운행 / 소요시간 150분 (해설가 탑승)
※ 투어버스는 여객선 운항시간에 따라 10 ~ 20분 정도 변동 또는 증회될 수 있습니다.
※ 축제기간 차량통제로 인해 범바위 노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산버스: 010-6428-9432  청산마을버스: 010-9981-0078

청산버스 / 청산마을버스

※ 여객선 시간표에 맞춰 청산도항에서 대기 및 운행합니다.

청산택시: 061-552-8519, 011-9610-8545, 011-608-1502
청산개인택시: 061-552-8747, 010-6552-8747
※ 청산도 택시는 모두 4륜 구동형으로 거리 간 요금이 정해져 있는 정액제입니다.

청산택시 / 청산개인택시

슬로길 스탬프

소요시간 90분 / 거리: 5.71km
슬로길 1코스 

소요시간 48분 / 거리: 2.1km
슬로길 2코스 

소요시간 88분 / 거리: 4.54km
슬로길 3코스 

소요시간 40분 / 거리: 1.8km
슬로길 4코스 

소요시간 125분 / 거리: 5.54km
슬로길 5코스 

소요시간 82분 / 거리: 5.115km
슬로길 6코스 

소요시간 136분 / 거리: 6.21km
슬로길 7코스 

소요시간 77분 / 거리: 4.1km
슬로길 8코스 

소요시간 55분 / 거리: 3.21km
슬로길 9코스 

소요시간 51분 / 거리: 2.67km
슬로길 10코스 

소요시간 21분 / 거리: 1.2km
슬로길 11코스 

※ 천천히 슬로길을 걸으며 안내판에 있는 스탬프를 찍어 오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주최:                      주관: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토)2017. 4.1 ~ (일)4.30
느림의 섬, 청산도의 자연·문화·음식과 만나다

※ 매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개찰은 출항시간 5분 전에 마감됩니다.
※ 축제기간 동안 여객선 증편운항합니다.
※ 선박 운항시간은 기상현황 및 이용현황에 따라 조정되오니 예약사이트나 
    문의전화를 통해 먼저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산도 여객선 시간표 완도 ↔ 청산도 50분 소요

완도 버스터미널 - 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택시 5분 소요(기본요금 3,000원 내외) / 도보 30분 소요

차량도선 안내

청산도 여객선은 차량 도선이 가능하며 운임 요금은 카드, 현금으로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예약을 받지 않고 대기하신 순서대로 도선이 이루어집니다.

완도군청 홈페이지
www.wando.go.kr

완도연안여객선 터미널
네비게이션 주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군내리 1255)

061-552-0116 / ARS 1666-0950

예매 : island.haewoon.co.kr
청산농협 061-552-9385, 061-554-9386

청산도 슬로길 42.195km
※ 슬로길 스탬프는 각 코스별 안내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화랑포 공원 / 초분

봄의 왈츠 촬영지

여인의 향기 촬영지

향토역사문화 전시관 청산 파시문화거리

서편제 영화 촬영지

남쪽으로 튀어 영화 촬영지

진산리 갯돌해변

신흥리 해수욕장

옛담장

범바위

세계중요농업유산/구들장논체험장

느린섬 여행학교

읍리앞개

지리해수욕장

고인돌

청산도 주민들의 마을간 이동로로 이용되던 길로써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하여 슬로길이라 부릅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선정」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인증 「세계슬로길 제1호」로 지정되는 등
길이 지닌 아름다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슬로길이 주는 느낌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행복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길 ※각 코스별 점선은 단축로 입니다

1코스 미항길 - 동구정길 - 서편제길 - 화랑포길

2코스 사랑길

3코스 고인돌길

4코스 낭길

5코스 범바위길 - 용길

6코스 구들장길 - 다랭이길

7코스 돌담길 - 들국화길

8코스 해맞이길

9코스 단풍길

10코스 노을길

11코스 미로길

등산로 및 관광안내

1코스 도청리 - 청산중학교 진입로

- 선음약수터 A코스 : 대선산 - 고성산 - 동부재 - 보적산 - 범바위 - 권덕리 (총 9km, 4시간 30분 소요)
                   B코스 : 대선산 - 대봉산 - 오산 - 보리마당쉼터 (총 6.7km, 3시간 30분 소요)

청계리 - 매봉산 - 상서리재 - 상서리 (총 4.35km, 2시간 소요)
                                       - 동촌리 (흰색점선 : 험로)

당리 - 구장리 - 보적산 - 청계리 (총 3km, 1시간 소요) 여객항갯바위 낚시터 해수욕장사찰

주중(월~금) 주말(토·일)

6:00
7:00

6:30

7:30
8:30

8:30

9:00
10:00

10:10

11:10
11:30

11:40

13:00
13:00

14:20

14:50
14:30

15:40

16:50
16:00

17:20

18:30
18:00

가는 여정 (완도 → 청산도)

주중(월~금) 주말(토·일)

6:00
6:30

7:10

7:40
8:30

8:40

9:40
10:00

10:10

11:40
11:30

13:00

13:30
13:00

14:30

15:40
14:30

16:10

17:10
16:30

18:10

18:30
18:00

돌아오는 여정 (청산도 → 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