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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청산도 슬로길은 청산도 주민들의 마을 간 이동로로이용되던 길로써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

진다하여 슬로길이라 이름 붙여졌으며

2010년 전체 11코스(17일) 42.195km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지닌 풍경, 길에 사는 사람, 길에 얽힌 이야기와 어우러져 거닐 수 있도록 각 코스를 조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로 선정,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인증 세계슬로길

1호로 지정되는 등

길이 지닌 아름다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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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구들장논지대

일반버스일반버스

도청항(출발) - 당리(서편제) - 읍리(고인돌) - 청계리(범바위) - 부흥리(숭모

사) - 양지리(구들장논) - 신흥리(풀등해변) - 상서리(돌담)

순환버스순환버스

도청항(출발) - 당리(서편제) - 읍리(고인돌) - 청계리(범바위) - 양지리(구들

장논) - 상서리(돌담) - 신흥리(풀등해변) - 진산리(갯돌해변)- 도청항(도착)

느리게 걷고 깊게 파고들수록 아름다운 길

청산도 슬로길은 아래의 네가지 방향표시를 따라 걸으시면 됩니다.

 

청산도 슬로길 기념 스탬프 안내청산도 슬로길 기념 스탬프 안내

슬로길 리플렛에 코스별 기념 스탬프를 찍어보세요. 스템프는 왼쪽 각 코스별 안내판에 부착되어 있습니

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기간에는 완보인증서를 드립니다.

슬로길 제대로 즐기기

청산도에서 빠름은 반칙입니다. 슬로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청산도에서 관광객을 위한 교통과 숙박은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옛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불편함을

여유로 승화시킨 청산도 느림의 삶을 이해해주세요.

청산도가 느림의 풍경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해주세요.

청산도 슬로길을 걸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청산도 주민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어보세요.또 하나의 고향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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