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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코스

테마/체험  일정별 관광  당일코스  청산도

산,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러

청산(⾭⼭)이라 이름 붙혀진 작은 섬 청산도

자연경관이 유난히 아름다워 예로부터 청산여수(⾭⼭麗⽔) 또는 신선들이 노닐 정도로 아름답다하여 선산(仙

⼭), 선원(仙源)이라 부르기도 한 청산도는

전남 완도에서 19.2km, 뱃길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푸른 바다, 푸른 산, 구들장논, 돌담장, 해녀 등 느림의 풍경과 섬 고유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청산도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되었다.

여행코스

 

여객선터미널

50분

청산도항

5분(차량)

서편제주막
봄의왈츠촬영

지

40분(도보)

범바위

10분(차량)

구들장논체험

5분(차량)

상서리
돌담길

5분(차량)

신흥리
해수욕장

15분

청산도항

50분

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도 다운로드 여객선 운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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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지로 유명한 청산도

봄의왈츠 촬영지봄의왈츠 촬영지

이곳은 KBS 2TV 드라마 봄의왈츠가 촬영된 곳이다.

유채꽃과 청보리밭, 돌담길이 아름다운 청산도가 배경

이 되었다. “바닷가 언덕위의 하얀집‘이라는 컨셉으로

지어진 오픈세트장은 청산도를 오는 여행객이라면 필

수로 들리는 코스다.

서편제 촬영지서편제 촬영지

이곳은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

했던 영화 서편제가 촬영된 곳이다. 남도의 여러곳이

촬영지였지만 이곳이 유명한 것은 유봉일가가 황토길

을 내려오며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 촬영된 곳으

로 우리나라 영화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으로 손

꼽힌다.

청산도 범바위청산도 범바위

권덕리에서 범바위까지 이르는 길로 범의 머리 모양을 닮아 범바위라 부른다.

청산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나침반이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산소 음이온발생이가장많이 발생하는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범바위 매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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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리와 동촌리를 지나는 길로 마을 전체가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만 돌려도 한가득 들어오는 것이 청산

도 돌담이지만 이 곳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된 돌담을 만날 수 있다.(슬로푸드를 즐기며 피로를 풀 수 있는 쉼터

와 돌담찻집이 운영되고 있다)

청산사람들의 한이 서린 구들장 논을 둘러보러 당락리로 가보자. 쌀이 귀했던 옛날 청산 사람들은 구들장을 주

워 다 논을 만들어 쌀을 생산했다. 바다가 좋아 어족자원은 풍부했으나 논이 없어 쌀이 귀했던 시절 유교사상이

강했던 청산의 남자들은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 끝에 구들장 논을 만든 것이다.

상서마을 옛담장 상서마을 옛담장

피서지의 번거로움이 싫다면 신흥해수욕장을 찾아가라! 우리가 흔히 듣는 쪽빛바다, 손을 담그면 금세 파랗게

물이 들어버릴 것 같은 바다! 낚시대만 드리우면 고기가 물리는 갯바위. 이 모든 수식어들은 여태껏 숨겨졌던

신흥해수욕장이 갖춘 매력이다. 청산의 또다른 해수욕장인 백사장이 매우 넓은 해수욕장으로 물이 깨끗하고 조

용하며 주변바다가 전부 낚시터이다. 간조시 드러나는 수만평의 은빛 모래사장에서 가족이나 연인끼리 백사장

에서 체험 할 수 있는 조개잡이는 또 다른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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