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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유적의 산실 ‘장도’

해상왕 장보고

장좌리 앞 바다에 전복을 엎어놓은 듯 둥글넓적한 섬 장도(일명 장군섬)가 있다. 마을에서 장도까지의 거리는

약 180m 쯤 되고 하루 두 차례씩 썰물 때는 바닥이 드러나 걸어갈 수 있다. 이곳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명한 무

장 장보고 장군과 그가 이룩한 청해진의 유적지이다. 장보고 장군은 이곳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삼해의 해상권을 장악, 신라, 일본, 당나라 3국의 해상교역에서 신라가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당시의 유적으로 장도에 외성과 내성이 있었다고 전하며 현재 유적 성역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당시 화려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와, 토기 등 여러 유적과 유물이 장도를 중심으로 완도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물이 빠졌을 때는 장도 남쪽 갯벌에서, 원래 청해진을 방비하기 위해 굵은 통나무를 섬

둘레에 박아놓았던 목책의 흔적이 드러난다. 유적으로는 청해진성, 와당편 다수, 토기편, 사당, 법화사지터 등이

있다.

목 책 : 장도의 남쪽과 북서쪽 해안에는 약 1,000여개의 직경 40∼80cm의 목책이 남아있다.

맷 돌 : 섬 중앙에 직경 1m, 두께 30cm의 맷돌이 하나 남아 있다. 그 모양이 중국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하다.

법화사지 : 장좌리 뒤쪽 상황봉 기슭에 다섯 계단으로 여러 채의 큰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주차장 : 이용가능

편의시설 : 무

휠체어 이용가능(보호자 동반시)

완도청해진유적지완도청해진유적지

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tour/attraction
/tour/attraction/main_tour
/tour/attraction/main_tour/jangdo_cheonghaejin
/tour/attraction/main_tour/wando_tower
/tour/attraction/main_tour/jangdo_cheonghaejin
/tour/attraction/main_tour/wando_arboretum
/tour/attraction/main_tour/wonlim
/tour/attraction/main_tour/Cheongsando_info
/tour/attraction/main_tour/filmset
/tour/attraction/main_tour/Sinji_beach
/tour/attraction/main_tour/8kyung
/tour/attraction/main_tour/fishingvil_museum
/tour/attraction/main_tour/marine_ecology
/tour/attraction/main_tour/
/tour/attraction/main_tour/chiyu


장도목교

간조시에만 장도 청해진 유적지 출입이 가능하므로, 자유롭게 출입가능 하도록 다리를 시설

하여 탐방객들의 불편 해소하였다.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찬란했던 청해진의 옛 영광 재현하고

『해신』으로 부활하여 전국민들에게 새롭게 각인된 장보고대사의 해양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계승시킬 수 있도

록

참배단의 설치로역사 교육장으로서 원활한 기능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관련 관광지

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장보고기념관 청해진유적지 장보고동상 장보고공원

시외버스 기차 항공 연안여객선 제주도

완도 가는 방법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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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tour/attraction/park?mode=view&idx=4483
/tour/attraction/heritage?mode=view&idx=4465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4490
/www/welfare/traffic_report/bus_schedule_new/bus
/www/welfare/traffic_report/bus_schedule_new#train
/www/welfare/traffic_report/bus_schedule_new#air
/www/welfare/traffic_report/ship_info
http://island.haewoon.co.kr/island/html/menu02/sub0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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