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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 대청봉희운각 대피소비선대

관광호텔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롯데리조트 속초 대포항길 186 033-634-1000

켄싱턴호텔 설악 설악산로 998 1670-7463

호텔마레몬스 동해대로 3705 033-630-7000

더클래스 300 멤버십 동해대로 3915 033-630-0900

베니키아 산과 바다 대포항 동해대로 3691 033-635-6644

가족호텔

베니키아 산과 바다 속초 동해대로 3707 033-635-9631

더케이설악산가족호텔 설악산로 470-7 033-639-8100

호텔굿모닝 해오름로 204 033-632-3434

일반호텔

라마다강원속초호텔 대포항희망길 106 1577-0130

씨크루즈호텔 속초 청초호반로 273 1644-8810

호텔아마란스 온천로 55 033-636-5252

속초설악힐호텔 관광로 403 033-636-3660

썬라이즈 호텔 청초호반로 291 033-800-8888

속초 마리나베이 청초호반로 28 033-637-6600

호텔 더 블루테라 속초 동해대로 3920 033-800-8889

휴양콘도

롯데리조트 속초 대포항길 186 033-634-1000

한화호텔앤드리조트(쏘라노) 미시령로2983번길 111 033-635-7711

한화호텔앤드리조트(별관) 미시령로2983번길 111 033-635-7711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영랑호반길 140 033-633-0001

금호콘도설악 사당골길 43 033-636-8000

더클래스 300 콘도미니엄 동해대로 3915 033-630-0600

설악파인리조트 관광로408번길 14 033-635-5800

현대수콘도미니엄 이목로 153 033-635-9090

연호콘도 싸리재길 247-20 033-638-0777

 

아름다운 봄 풍경과 더불어 청초호의 눈부
신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청초누리 봄빛정원’. 
청초호수공원 일대와 엑스포타워 주변에서 
동화처럼 환상적인 빛의 정원이 펼쳐진다.

 

고향을 떠나 온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실향민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축제마
당.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공연, 전시, 
체험 등을 통해 실향민문화를 만날 수 있다. 

 

설악문화제는 고대의 제천행사를 기원으로 
하는 유서 깊은 향토축제다. 설악 산신대제, 
공연, 전시회, 퍼레이드, 테마거리 체험, 문
화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여름 속초해수욕장에서는 힙합, 락, EDM 
등 핫한 공연이 펼쳐지는 속초 썸머 비치 페
스티벌과 다양한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속초 
수제맥주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청초호유원지에 LED 조형물과 조명을 활용
한 빛의 정원이 열린다. 다양한 공연과 불꽃
놀이, 조명산책로, 레이저 터널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소망
한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감성 콘서트! 정상급 뮤지션들의 환
상적인 공연과 로컬 아티스트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낭만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속초 여행길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산’이다. 속초를 대표하는 
설악산의 높은 봉우리와 드넓은 산자락이 멀리서부터 한눈에 들어
오기 때문이다. 장대한 산의 지형에서는 웅혼한 기상이 느껴지고,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도 많다. 완만하면서도 웅장
한 산세를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속초의 산으로 떠나보자.
레디, 마운틴!

동해 바다를 안고 있는 속초는 여행자의 로망이 실현되는 곳이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온몸으로 맞서는 해양레포츠는 물론 바닷가를 따라 즐
기는 해변산책 등 활력이 넘실거린다. 에너자이틱한 바다 즐기기부터 끝
없는 망망대해와 눈 맞추면 시간조차 멈추는 물멍까지, 바다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마음이 정화되는 충만감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발길 닿는 곳마
다 힐링 포인트, 속초의 바다를 오롯이 즐겨보자.

여행자들의 워너비 도시로 손꼽히는 속초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도시 곳곳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여유로운 호수변 산
책과 바닷 바람에 몸을 맡기며 즐기는 여정마다 낭만과 즐거움이 파도처럼 넘실거린다. 새로운 핫플부터 놓치면 아쉬운 익스트림 여행까지 연인과 함께여도 
좋고 가족과 함께 떠나도 좋고 때로는 혼자서도 시간가는 줄 모르는 곳. 오감만족의 체험도시 속초를 ‘찐’하게 만나보자.

속초 해수욕장에서 바다로 향해 뻗어있

는 방파제 길에 입구 아치부터 바닥의 파

도존과 붉은대게까지 다양한 조형물을 설

치한 야경 명소. 밤이면 형형색색의 불빛

이 일렁이는 바다 물결 위를 걸으며, 바다

뷰와 도시뷰 모두 낭만적인 포토존이다.

  속초시 해오름로 190   033-639-2027

한국전쟁 때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과 가까운 곳에 정착한 아바이마을. 

분단과 실향의 아픔이 배어 있는 곳이지만,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해안가 마을 골목에 실향민

의 애환을 담은 속초와 청호동의 옛이야기가 벽화로 그려져 새로운 명소가 

된 ‘아바이 벽화마을’은 여전한 희망을 담고 있다. 속초 시내로 가기 위해 주

민이 직접 줄을 당겨 끌던 갯배도 아바이마을에서 꼭 체험해봐야 할 필수 

코스다.

 속초시 청호로 122    상시 이용 가능

에메랄드빛 속초 바다는 서퍼들에게 인기 만점의 

서핑 명소다. 그라데이션으로 점점 깊어지는 바

다에서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파도를 

타며 호쾌함을 만끽하는 서핑은 속초 바다를 즐

기는 핫픽이 되고 있다.

  속초시 새마을길 66
 033-633-1611

하얀 돛을 활짝 펴고 푸른 바다를 가르는 요트 여

행으로 낭만 속초 여행의 정점을 찍어보자. 바다

에서 보는 속초와 설악산의 색다른 정취는 물론 

힐링과 자유로움의 신세계를 만난다.

코마린요트   속초시 엑스포로 10-29  
 033-637-4609

속초마리나   속초시 철새길 106   033-633-7733

오감을 자극하는 테마와 착시효과 포토존을 활

용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신개념 실내 테마파

크. 다른 테마의 다이나믹메이즈 전시관에서 미

션을 풀며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도 있다.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88   033-633-2004

1963년에 오픈한 전국 유일의 미니골프장

으로 영랑호반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레트

로 감성 충만한 보광미니골프장은 17개 코

스의 꿀잼 미니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추억

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이 된다.

  속초시 영랑호반길 69-4  
 033-633-3110  
  8,000원

마상무예, 마상재, 격구 등의 공연을 보며 신

라 화랑의 기상을 체험하는 영랑호화랑도

체험관광지. 실내승마장에서는 초보자도 안

전하고 재미있게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다. 

  속초시 영랑호반길 421   033-637-3400 

신라의 승려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통일을 염원하는 대규모 통일대

불을 감상하며 고즈넉한 산사의 템플스테이도 참여할 수 있다. 설악산의 절

경을 감상할 수 있는 뷰맛집!

  속초시 설악산로 1137   033-636-7044    상시 이용 가능

속초 포토존 베스트 코스로 꼽히는 빨강색 설

악대교와 파랑색 금강대교. 다리 위에서 감상

하는 바다와 속초 시내 뷰도 멋지지만, 다채

로운 불빛과 어우러진 야경뷰가 일품이다.

 속초시 청호로 122-1   상시 이용 가능

물 위를 한가로이 거닐며 야경을 조망할 수 있

다면 어떨까? 영랑호수윗길은 호수를 가로지

르는 400m 길이의 다리로 호수 주변 풍경은 

물론 겹겹이 쌓인 설악의 산자락까지 조망할 

수 있다. 은은한 경관 조명이 들어오는 밤에 다

리 중앙의 원형 광장에서 인생샷도 남겨보자!

 속초시 금호동 600-11
 06:00~22:00(동절기 07:00~21:00)

영금정 바로 옆에 자리한 속초등대전

망대는 속초 8경 중 제1경에 꼽히는 

명소. 새하얀 등대 외관과 주변을 둘

러싼 푸른빛 바다가 그림처럼 어우러

지고, 철새가 날아드는 청초호와 설

악산의 수려한 경관 그리고 멀리 금

강산 자락까지 조망할 수 있어 감동의 

파도가 밀려온다. 속초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뷰포인트!

 속초시 영금정로5길 8-28
 033-633-3406

해마다 4월 초면 설악산 진입로에 연

분홍빛 벚꽃 터널이 울창하게 드리

워진다. 목우재 삼거리에서부터 약 

700m 구간의 벚꽃터널에서는 흩날

리는 벚꽃 향기에 흠뻑 취해도 좋다.

  속초시 도문동 6-2
 033-801-0900    상시 이용 가능

펫프렌들리한 공간이 많은 속초는 
강아지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이
다. 입장불가로부터 자유로운 속초
에서 강아지들도 싱그러운 바다와 
청정한 산공기를 만끽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여행 떠날 때 집만 
지키던 댕댕이들.
이제 속초로 ‘산책’ 가자~

낮보다 화려한 속초의 야경 
스팟도 놓치지 말자. 형형
색색 조명들로 아름답게 빛
을 발하는 설악대교와 금
강대교, 청초호의 물빛에 
비친 야경은 몽환적이기까
지 하다. 환상적인 불빛이 
자아내는 경관과 신비로운 
밤풍경 속으로 낭만과 감성 
여행을 떠나보자. 

산과 바다, 호수를 모두 품은 속초는 자연자원뿐 아니라 설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촌문화와 동해바다를 터전으로 구축된 어촌문화, 그리고 아바
이마을로 대표되는 실향민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향토 문화의 도시다. 다채로운 속초의 문화 향기에 스며들어보자.

일출여행의 명소이며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속초 관

광의 시작점. 해맞이광장, 연인의 길 등 다양한 테마의 조각상과 설악산 

관문 상징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다.

  속초시 동해대로 3664   033-635-2003   상시 이용 가능

속초해수욕장에서 외옹치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74km의 해안 산책

길. 65년간 베일에 쌓였던 천혜의 비경과 함께 새하얀 포말과 발 아래에

서 들려오는 파도의 굉음 등 강렬하고도 생생한 감동과 바다 향기를 만끽

할 수 있다.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꼭 걸어야 할 찐파도 코스.

  속초시 대포동 712   033-639-2362

속초에서 힙한 먹방을 즐길 수 있는 필수 코
스. 1층에서는 닭강정, 오징어빵, 오징어순대 
등 명물 먹거리, 지하 1층에서는 싱싱한 해산
물을 즐길 수 있다.
 속초시 중앙로147번길 12

오랫동안 지역민에게 사랑받아온 함흥냉면
옥, 뉴욕제과, 팔팔순대국, 함흥막국수, 동아
서점, 문우당서림, 동해순대국 등 백년가게로 
뉴트로 여행을 떠나보자.

 속초시 바람꽃마을길 118   033-638-8475

  속초시 신흥2길 16   033-639-2977

  속초시 학사평2길 16   033-636-6363

  속초시 엑스포로 156   033-638-7711

  속초시 울산바위길 3   033-636-3680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고단했던 피난살이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실향

민문화촌.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골목길을 비롯해 가을동화 촬영지로 잘 알

려진 은서네 집도 재현해 추억을 되새기는 문화 여행을 할 수 있다.

 속초시 신흥2길 16   033-639-2977

 금강굴 비선대

 울산바위

 흔들바위

 033-636-4300
 www.sorakcablecar.co.kr
  1일 전 사이트에 공지
  대인 13,000원 / 소인 9,000원

 비룡폭포

속초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만날 수 있는 박물관. 독특한 민속문화와 

향토문화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민속놀이 

체험과 공방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관광지다. 속초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누려보자.

  속초시 신흥2길 16   033-639-2977

발해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이 

속초시립박물관에 있다. 1층의 해동성

국 발해실과 영상실에서 발해의 역사

를 볼 수 있고, 지하 2층 발해 고분문화

실에서는 정효공주고분을 주제로 당시 

복식과 악기 등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속초시 신흥2길 16  
 033-639-2977

설악산 자락에 자리잡은 높고 낮은 돌담과 한옥의 멋스러움이 정겨운 전통

마을이다. 돌담을 갤러리 삼아 돌로 만든 아기자기한 설치미술 작품들이 조

화롭게 어우러져 운치를 자아낸다.

  속초시 상도문1길 33    상시 이용 가능

새해 해돋이 명소인 속초해수욕장은 긴 해안선과 에메랄드빛 바다, 울창한 

송림이 아름다운 해변이다. 힙한 조형물도 많아서 SNS 인생샷 스폿으로 인

기 높은 속초의 핫 플레이스.

  속초시 해오름로 186   033-639-2027

산
이

강굴

설악산 자

마을이다

화롭게 어

속초시

할 수 있다.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꼭 걸어야 할 찐파도 코스

속초시 대포동 712  033-639-2362

 (주)동부익스프레스  033-631-3181

운행구간 첫차시각 막차시각 소요시간

속초  서울(강남) 06:00 23:30 약 2시간 40분

속초  서울(동서울) 06:45 19:40 약 2시간 40분

속초  인천 06:40 19:50 약 3시간 40분

 속초시외버스터미널  1688-3402

지역 터미널

서울 경기방면 동서울 / 고양 / 수원 / 안산 / 의정부 / 성남
안양, 부천 / 오산, 평택, 송탄

강원방면 원주 / 춘천 / 홍천 / 동해, 삼척 / 강릉
양양, 주문진 / 오색, 한계 / 인제, 원통 / 고성(간성)

영남방면(강릉경유) 부산 / 북대구 / 안동, 구미 / 포항, 부산 / 포항, 동대구 / 울산

국도
서울

서울

부산

 ▶ 팔당 ▶ 양평 ▶ 홍천 ▶ 인제 ▶ 원통 ▶ 미시령 ▶ 속초 

 ▶ 구리 ▶ 춘천 ▶ 홍천 ▶ 인제 ▶ 원통 ▶ 미시령 ▶ 속초 

 ▶ 포항 ▶ 영덕 ▶ 울진 ▶ 삼척 ▶ 강릉 ▶ 속초 

대전  ▶ 호남고속도로지선 ▶ 회덕JC ▶ 청주JC ▶ 남이JC ▶ 호법JC ▶ 만종JC  
 ▶ 춘천JC ▶ 양양JC ▶ 속초IC ▶ 속초    약 3시간 50분

부산  ▶ 경부고속도로 ▶ 경주TG ▶ 근덕IC ▶ 속초IC ▶ 속초    약 5시간 30분

광주  ▶ 호남고속도로 ▶ 논산JC ▶ 유성JC ▶ 회덕JC ▶ 청주JC ▶ 남이JC ▶ 호법JC 
 ▶ 만종JC ▶ 춘천JC ▶ 양양JC ▶ 속초IC ▶ 속초    약 5시간 20분

서울  ▶ 서울양양고속도로 ▶ 양양JC ▶ 속초IC ▶ 속초    약 2시간 40분

고속도로

 033-639-1000

 1661-2626   airport.co.kr/yangyang/

원주  제주   운항시간 1시간 30분   운항기간  기간/요일별 다름

양양  제주   운항시간 1시간 30분   운항기간  기간/요일별 다름

*  상기 운항노선 및 스케줄은 정부인가 조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시 항공 스케줄 필히 확인 바랍니다.)

 속초시 사당골길 43
 033-636-8000

 속초시 해오름로 13
 033-636-9333

 속초시 동해대로3950번길 15
 010-4230-2904

 속초시 청초호반로 267
 1670-0664

 속초시 영랑해안길 159
 033-633-2345

 속초시 장사동 산38-4번지
 033-639-2391
  상시 이용 가능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설악산국립공원 
탐방코스

INFORMATION

접수시간
09:00~17:30 (점심시간 휴무 12:00~13:00)

이용요금
기본 3시간 2만원 (추가 1시간당 1만5천원)
※  요금(20,000원)은 주차 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비용(입장료, 식사, 통행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차인원
택시 1대에 4명까지

준비사항
여권

방문예약  관광안내소 접수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해맞이공원, 관광수산시장)

전화예약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 033-639-2689

온라인예약  gangwontaxi.com   고객센터 02-2238-2895

운영시간 10:00~17:00 (점심시간 휴무 12:00~13:00)
운영장소 아바이마을, 바다향기로, 영랑호수윗길, 속초시립박물관
이용방법 ① 현장방문 후 요청
  ② 사전 온라인예약 : kctg.or.kr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동해대로 3664  033-635-2003

속초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장안로 16  033-639-2830

속초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동해대로 3988  033-639-2689

속초관광수산시장 관광안내소   수복로 191  033-639-2568

강원도속초의료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   033-630-6000
속초보광병원  속초시 중앙로 11   033-639-8500

속초아이는 국내 유일의 해변대관람차다. 알록달록한 캐빈이 바다를 향해 

올라가면 짜릿하고 아찔한 감동과 함께 속초해수욕장과 외옹치해변, 아바

이마을, 청초호를 비롯해 설악산과 속초 시내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속초시 청호해변길 2   033-632-0090
 대인 12,000원 / 소인 6,000원 / 단체 9,000원(20인 이상)

 속초시 대포항희망길 59

 속초시 중앙로147번길 12

 033-633-2277, 033-636-2162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속초시외버스터미널 1-1, 7-1, 9-1 설악산 7, 7-1

척산온천, 설악워터피아 3, 3-1 청초호수공원 1, 1-1, 7, 7-1, 9, 9-1

 상시 이용 가능

 속초시 대포항희망길 59

 속초시 중앙로147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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