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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자연의 신비로움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1-B코스

거리 6.7Km 소요시간 3시간 30분

도청리 - 청산중학교 진입로 - 선음약수터 - 대성산 - 대봉산 - 오산 - 보리마당쉼터1-B코스1-B코스

청산도 1-B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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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코스청산도 1-B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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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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봉산 방향(왼쪽)으로 길을 잡는다.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오면 대성산 340m라는 푯말이 있다.

다른 곳과 달리 따로 정상을 나타내는 표지석이 있지는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대성산 정상에서 대봉산으로 향하는 길은 산의 능선을 따라 가면 부흥리마을 분기점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서 부터 대봉산까지1.3km가 남았다. 이곳에서 부흥리 방향으로 선회하면 백련암에 다다른다.

산능선을 따라가다 바라본 청산도의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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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산(해발 379m) 정상에 도착하면 아름다운 청산도의 풍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다.

시야가 좋은 여름, 가을날이면 더욱 좋은 풍광을 볼 수 있다.

정상에서 하산길을 따라 내려와 양지마을 분기점에서 오산(까마귀산), 보리마당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오산까지는 0.1km, 보리마당까지는 1.3km가 남아있다.

오산 정상에 도착하면 돌탑과 소나무가 보인다.

이제, 오산 정상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청산도의 풍경을 보며 보리마당쪽으로 하산하면 된다.

등산로 1-B 코스의 마지막 신흥리 보리마당 쉼터에 도착하면 1-B코스가 끝난다.

이 코스는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로 청산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여러 산봉우리들을 거쳐 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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