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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등산의 최대 매력포인트

청산로에서 가장 긴 등산로 코스인 1-A 코스

거리 9Km 소요시간 4시간 30분

도청리 - 청산중학교진입로 - 선음약수터 - 대선산 - 고성산 - 동부재 - 보적산 - 범바위 - 권

덕리

1-A코스1-A코스

청산도 1-A 코스

도청항에서 내려 미항길을 따라 쭉 걷다보면 왼쪽에 농협 건물이 있다. 왼쪽으로 가면 슬로길 11코스 미로길 시

작

지점이자 도청리 등산로 입구 표지판과 만나게 된다. 화사한 벽화가 있어 눈에 확 띈다.

5분 정도 올라가다보면 청산중학교 못 미쳐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를 따라 왼쪽 길로 들어서면

선음약수터까지 1.1km까지라고 가리키는 표지판에 있다. 등산로 초입부분에서 바라본 도청리 마을은

어촌마을 답게 바다가 보이고 가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청산도 1-A코스청산도 1-A코스

완도관광문화(http://tour.wando.go.kr)

/tour/theme
/tour/theme/tracking
/tour/theme/tracking/cheongsan_1_a
/tour/theme/tracking/sanghwangbong
/tour/theme/tracking/gyeokjjabong
/tour/theme/tracking/sammunsan
/tour/theme/tracking/backunsan
/tour/theme/tracking/gaetgil
/tour/theme/tracking/cheongsan_1_a
/tour/theme/tracking/cheongsan_1_b
/tour/theme/tracking/cheongsan_2
/tour/theme/tracking/cheongsan_3
/tour/theme/tracking/namparanggil


대성산과 보리마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고성산과 대봉산으로 갈라지는 고성산 분기점이 나오는데 바로 이 곳이 등산로 1의 A 코스와 B 코스로 갈라지

는 부분이다.

이 곳에서 고성산 방향(오른쪽)으로 길을 잡는다.

돌계단으로 만들어진 등산로를 지나면 돌길이 시작된다.

도청리에서 출발한지 30분 정도 지나면 대선산 분기점에 도착한다. 여기서 고성산과 보적산 방향으로 향한다.

고성산은 0.5km, 보적산은 2.8km가 남았다.

등산을 시작한지 1시간여만에 도착한 마당바위로 마당바위 아래는 절벽에 가까운 모습이다. 큰 바위들이 곳곳

에 놓여 있다.

바위들을 따라 등산을 계속하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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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 정상에 도착하면 돌담들이 정상을 둘러싸고 있다.

정상에서 청산도를 내려다보면 오른쪽 도청항에서부터 봄의 왈츠 세트장을 지나 화랑포길, 읍리앞개까지 전체

를 조망할 수 있다.

고성산 하산로를 따라 내려가면 읍리큰제 표지판이 보이고 보적산 등산로가 나타난다.

보적산은 여기서부터 화살표방향 (왼쪽)으로 1.9km 이다.

청계 구장마을 분기점 안내판에 까지 왔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800m만 가면 보적산이다!

보적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청산도의 마을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해안쪽으로 바라보면 범바위와 여서도

를 조망할 수 있다.

범바위 전망대를 거쳐 범바위길(슬로길 5코스)을 따라 하산하게 되면 범바위 주차장을 지나 권덕리 마을에 도

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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