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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로 3017       033-242-8450       운영시간 10:00~18:00 / 월 휴관  우석로 70       033-260-1500       운영시간 09:00~18:00 / 월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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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춘천인형극제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춘천을 

중심으로 인형극을 대중화시키고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어린이 중심 인형극장이다.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상설공연을 진행하며 인형극박물관에는 국내외 200여 점의 

인형과 각종 인형극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강원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 연구,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문화기관이다. 4개의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 

야외 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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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면 금옥길 228       033-243-2111  사북면 화악지암길 99      033- 255-9001      운영시간 10:00~18:00 / 월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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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옥광산이자 세계 유일의 연옥광산이다. 광산 갱도를 단장한 

옥동굴 체험장과 옥 찜질방, 오랜 장난감과 다양한 캐릭터 피규어가 전시된 

장난감·근대사 박물관, 카페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인간과 예술, 자연이 만나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지향하여 대자연속에 설립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상원 화가의 작품 약 2,000여점과 도자기·금속·유리체험, 

뮤지엄스테이 등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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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면 풍류1길 156       033-264-9923       
 운영시간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30~17:00 / 월 휴관  스포츠타운길339번길 25      033-818-3200      운영시간 10: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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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책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책을 위한 

공간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섰던 우리의 책과 인쇄문화의 소중함을 알려 이해의 

폭을 넓히는 문화공간으로, 엽서제작, 활판인쇄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의암호 수변에 위치한 KT&G 상상마당은 아트스테이(Art + Stay)라는 컨셉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장, 라이브스튜디오, 갤러리 등을 갖춘 아트센터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으며, 상상스테이에서는 숙박도 가능하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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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박사로 854       033-245-6470       운영시간 10:00~18:00 / 월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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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만여 점의 애니메이션 관련 소장품을 보유·전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박물관이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과 애니메이션 전용 

영화관, 로봇체험관 등이 있어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08

 남면 충효로 1503       033-264-3980       운영시간 09:00~18:00 / 월 휴관

조선말기 항일 의병 투쟁을 주도하고 해외 의병기지를 개척한 독립운동의 지도자 

의암 류인석의 묘역으로 의병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유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의암제가 매년 개최되며, 의암제례, 의암제 학생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가 풍성한 

문화유적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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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상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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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마을을 예술과 문화가 깃든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낭만골목 프로젝트’로 

탄생한 벽화골목이다. 크고 화려한 골목은 아니지만, 골목을 따라 걷다보면, 

아기자기한 벽화와 재미있는 포토존에서 마을의 따뜻한 정과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0

<봄봄>,<동백꽃>의 소설가 김유정을 기리는 문학마을로, 그의 고향인 신동면 

실레마을에 위치해 있다. 한국의 1930년대를 대표하는 문인인 김유정 작가의 

생가를 복원하고 다양한 기획전시와 추모제, 문학 행사 등을 개최한다.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033-261-4650      
 운영시간 하절기 09:30~18:00  동절기 09:30~17:00 / 월 휴관

1716 �	�¿ÆÇ#>



 서면 방동리 816-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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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왕건을 대신해 참수되어 전사한 평산 신( )씨의 시조이자 고려의 개국공신인 

장절공 신숭겸 장군의 묘역이다. 도굴을 염려해 만든 3개의 봉분이 인상적이며, 

우리나라 4대 명당지 중 하나답게 묘역을 둘러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곳이다. 

12

소양호 한쪽에 우뚝 솟아있는 오봉산 기슭에 자리한 곳으로, 상사뱀과 공주의 슬픈 

전설이 얽혀있는 사찰이다.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을 비롯해 고려정원‘영지’, 

‘공주탑’ 등의 문화재들이 있다. 소양댐 선착장에서 배를 이용해 갈 수 있어 연인의 

데이트코스나 가족 나들이코스로 유명하다. 

 북산면 오봉산길 810       033-244-1095

1918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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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국민 애창곡 ‘소양강 처녀’와 소양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이다. 

소양강 주변 경관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소양 2교의 특수조명과 어우러져 

밤마다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낸다.

전체 길이 174m, 그 중 투명 유리로 된 구간이 156m에 이르는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 

시설이다. 스카이워크 옆에는 춘천의 랜드마크인 소양2교와 소양강 처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수면이 내려다보이는 유리로 호수 위를 걷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으며, 일몰 후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환상적인 춘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02

 영서로 2663 소양강스카이워크       033-240-1695       
 운영시간 10:00~18:00 / 우천 시 휴관  영서로 2675

2322 �	�¿ÆÇ#>



춘천물레길   스포츠타운길 113-1       033-242-8463
춘천중도물레길   스포츠타운길223번길 95       033-243-7177
춘천의암호물레길   서면 박사로 606       033-242-2006
킹카누 나루터   송암동 684       033-251-960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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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길은 카누를 타고 아름다운 호반도시 의암호를 즐기는 수상레포츠이다. 자연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누를 타며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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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의암호와 삼악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다. 

12m 상공에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실제 북한강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다. 

 칠전동 468-1       운영시간 09:00~18:00 / 동절기·기상악화 시 휴관

2524 �	�¿ÆÇ#>



 신동면 김유정로 1383       033-245-1000 
 운영시간 하절기 09:00~17:30  동절기 09:00~16:3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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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간 추억을 싣고 달리던 경춘선 열차가 사라진 빈 자리를 채우며 춘천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김유정역, 경강역 2개 코스로 운영되며, 옛 경춘선 철로 

위를 달리며 아름다운 주변 풍경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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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콘도, 스키 등 계절에 맞는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종합리조트이다. 

전철역 근처에 위치해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낭만과 편안한 휴식, 편리함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가족 휴양지다.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033-260-2000

2726 �	�¿ÆÇ#>



 사북면 춘화로 330-48       033-244-2122    
 운영시간 하절기 10:00~19:00  동절기 10:00~17:00

07

efg�<�

7만평의 초지에 조성된 한우목장으로 소, 토끼, 양 등 다양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사계절 체험농장이다. 한국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곳을 배경으로 포토존이 있어 

자연에서의 힐링은 물론 인생샷까지 건질 수 있는 관광지이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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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향토음식인 막국수를 테마로 한 체험박물관이다. 1층 전시실에서는 메밀과 

막국수의 종류, 유래 등을 알아볼 수 있으며, 2층 체험 및 시식공간에서는 직접 면을 

뽑아 막국수를 만들어 맛볼 수 있다. 

 신북읍 신북로 264       033-244-8869       운영시간 10:00~17:00 / 월 휴관

2928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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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지를 넘어 반려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반려견 테마파크이다. 박물관, 전시실과 더불어 식음료시설, 반려견 운동장,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10

 남산면 충효로 437       033-913-1442       운영시간 10:00~18:00 / 월 휴관

p7�qrst

명동은 젊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춘천의 중심지이다. 명동거리에는 춘천의 

유명한 먹자골목인 닭갈비 골목과, 상설 전통시장인 낭만시장(중앙시장)이 있다. 

낭만시장에서 걸어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육림고개는 아기자기한 맛집과 카페가 

가득한 거리이다. 과거 쇠퇴했던 상권에 청년들의 손길이 닿아 조성된 이색적인 

뉴트로 관광지로 춘천의 새로운 여행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중앙로 1가 일원

3130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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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자람물정원은 철수한 미군기지의 옛 물탱크를 중심으로 조성된 풀장이다. 

여름에는 워터슬라이드, 워터터널 등의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탈바꿈하여 어린이들에게 계절별 추억을 선물한다. 

 평화로 26       033-240-1697       
 운영시간 하절기 10:00~19:00 동절기 09:00~18:00 / 월·우천 시 휴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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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 만든 문화예술공간이다. 기찻길 아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각종 체험뿐 아니라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중앙로186       온라인 www.hello-p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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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과 생태가 잘 보전된 신북읍 삼한골 계곡 일대에 조성된 휴양림으로 

산림문화가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휴양시설이다. 기존 어린이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숲체원들과는 달리, 성인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레포츠와 캠핑, 휴양을 특화해 

조성되었다.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고 울창한 산림이 가득한 곳에서 일상을 벗어나 몸과 마음의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휴양시설이다. 신선한 공기, 맑은 물과 함께 휴양객을 위한 

숙소, 운동 시설, 산책로 등을 갖춰 사계절 가족 단위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다.

02

 신북읍 장본2길 331       033-912-9000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사북면 화악지암1길 129       033-248-6716
춘천숲자연휴양림   동산면 종자리로 224-104       033-264-1156
용화산자연휴양림   사북면 사여골길 294       033-243-9261
강원숲체험장   서면 납실길 107-64       033-248-6600

3736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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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을 둘러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춘천의 청정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푸른 자연과 잔잔히 흐르는 북한강을 배경으로 그림같은 사진을 남길 수 

있고 다양한 수중식물과 곤충을 관찰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적합하다. 

북한강 수변에 위치한 자연친화적 가족 단위의 캠핑장으로 글램핑장 앞에는 푸른 

호수가 흐르고 밤이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즐거운 글램핑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04

 중도동 650-2  서면 박사로 770       033-240-1791

3938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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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악산은 의암호와 북한강을 끼고 있는 기암절벽의 산으로 산 정상에 오르면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등선폭포는 10m 높이에서 가파른 기암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로 더운 여름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강촌 봉화산 기슭에 있는 높이 50m의 폭포로 주변에 솟은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에서 

내뿜는 폭포수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폭포는 빙벽등반을 

즐기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06

 서면 박사로 159       033-262-2215 남산면 강촌구곡길 254       033-250-3569

4140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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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골 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추억이 담긴 새로운 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는 유정열차로 재탄생하여 북카페로 운영 

중이며, 역무원 제복 체험, 느린 우체통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북한강 지류인 소양강에 세워진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목적댐으로, 자연과 

댐이 어우러져 경이로운 조화를 보여준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오봉산에 

위치한 고려시대 사찰인 청평사를 방문할 수 있다.

08

 신동면 김유정로 1435       
 운영시간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8:00~17:00 / 월 휴관 신북읍 신샘밭로 1128

4342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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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사랑비>, <풀하우스2> 등의 촬영지로 국내외 유용 

식물자원 3,900여종을 수집하여 24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한 수목원이다. 유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동화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과거 경춘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폐 역사를 복원한 곳으로 포토존, 미니전시관, 느린 

우체통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10

 남산면 햇골길 80       033-260-8300       운영시간 09:00~19:00
 남산면 북한강변길 910-14       
 운영시간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8:00~17:00 / 월 휴관

4544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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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여종의 식물과 유리온실, 산림박물관 등을 보유한 화목원으로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놀이터로, 어른들에게는 도심 가까이에서 꽃과 나무를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족놀이터이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남이섬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속 

다양한 편의시설과 즐길거리를 갖춘 문화 예술 체험 관광지이다. 메타세콰이아 길, 

은행나무 길 등 숲 산책로가 섬 전체를 메우고 있으며, 박물관, 공연장에서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가 연중 진행되고 있다.

12

 남산면 남이섬길 1       031-580-8114       운영시간 07:30~21:30 
 화목원길 24       033-248-6685
 운영시간 하절기 10:00~18:00 동절기 10:00~17:00 / 첫째주 월 휴관

4746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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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민의 쉼터로, 봄이면 잔잔한 수면 위로 벚꽃이 휘날리고, 

가을에는 단풍 든 수변이 그림같은 공원이다. 주변에 산책로를 비롯해 조각공원, 

황금비늘 테마거리, 분수대, 야외 공연장, 레포츠 시설 등을 갖춘 문화와 휴식공간이다.

 근화동 690-1

Traditional Market

C h u n c h e o n  T o u r i s t  I n f o r m a t i o n  B o o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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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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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국수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복잡한 조리과정과 재료 

없이도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국수틀에 뽑아낸 면을 금방 삶아내어 김치나 동치미 국물에 말아먹거나 

야채와 양념으로 버무려 먹는 음식이다. 

춘천에 와서 닭갈비를 못 먹어보면 춘천에 온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춘천의 

대표 음식이다. 갖은 야채와 함께 철판에 볶아먹는 철판닭갈비와, 숯불 위의 석쇠에 

구워 먹는 숯불닭갈비가 있다. 철판닭갈비는 매콤달콤한 양념이 더해져 남녀노소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며, 숯불닭갈비는 은은한 숯불 향과 부드러운 닭고기 육질의 맛을 

느낄 수 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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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대표적 상설 전통시장으로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가 있는 추억의 시장이다. 

한류드라마의 인기로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춘천호와 소양호에서는 송어와 향어 등의 양식이 활발해 신선한 민물회와 민물 

매운탕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깨끗한 호수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민물생선은 춘천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 음식 중 하나이다. 

04

 중앙로2가 42-18

5352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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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전통시장이다. 5일장으로 매월 4,9일 장이 

열린다. 지역의 특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터 인근 체육 시설과 

놀이시설, 주말에는 플리마켓 등이 운영된다. 

남춘천역 인근의 전통시장으로 약 140여개의 가설 건축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5일장으로 매월 2,7일 장이 열리며, 춘천 근교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외지의 다양한 

상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규모가 큰 전통시장이다. 

06

 신북읍 율문리 935-108 영서로 2352-21

5554 �	�¿Æ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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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거리로 아름 

다운 야경 명소 중 한 곳으로 꼽히기도 한다. 각각의 테마와 디자인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아 최근 떠오르는 춘천의 핫플레이스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동면 순환대로 일대

Festival

C h u n c h e o n  T o u r i s t  I n f o r m a t i o n  B o o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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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 페스티벌은 장난감 전시와 만들기 체험, 가족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가족 축제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애니타운 

페스티벌은 애니메이션 원리 체험 프로그램, 코스튬 플레이, 3D영화제 등 즐길거리가 

다양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 닭갈비와 막국수를 널리 알리는 음식 문화축제로, 춘천 

내 닭갈비와 막국수 업소들이 대거 참여한다. 춘천의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외국의 

향토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공연 및 체험행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맛과 멋이 공존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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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공연이라는 한정적이고 고착된 형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호반의 춘천을 

무대로 다채로운 장르의 연극을 실현하는 축제이다. ‘열린무대, 열린축제’를 모토로 

연극인에게는 예술성을 표출할 기회를, 관람객에게는 발상의 전환이란 경험을 

선물한다.

춘천의 대표 축제로 내면의 흐름을 표현하는 몸의 움직임이 춘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춘천을 세계적인 마임의 도시로 만들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춘천 시내가 

하나의 축제장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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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동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열리는 춘천국제레저대회는 다양한 종목의 

레저스포츠인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액션스포츠, 수상스키, 클라이밍, 드론 등 

약 14개의 종목, 30개 국가, 6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레저대회이다.

1989년부터 시작된 전통있는 축제이다. 국내외 인형극단과 인형극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이자 국제교류의 장이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준높은 인형극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즐거운 동심을 선사한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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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u n c h e o n  T o u r i s t  I n f o r m a t i o n  B o o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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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춘천역 관광안내소 033-250-4312 
온라인 http://citytour.ticketplay.zone

춘천시티투어는 교통편과 여행코스로 고민이 많은 방문객에게 편리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요일별 코스가 다르지만 시작점은 모두 동일하게 춘천역이므로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 요일별 코스를 골라 예약하고 원하는 요일에 맞춰 춘천역에서 탑승하면 

춘천의 다양한 명소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다. 

02

숨은 춘천찾기 ‘Secret Point in Chuncheon’은 춘천을 방문하는 개별관광객을 위한 

스탬프투어이다. 관광지에 방문하여 스탬프 도장을 찍으며 여행도 즐기고 더불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어 프로그램이다. 스탬프 가이드북은 춘천시 

관광안내소(춘천역, 남춘천역, 김유정문학촌)에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춘천역 관광안내소 033-250-4312 / 춘천시 관광과 033-25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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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¹º»K]

실레이야기길 / 5.2km(약 2시간)

금병의숙산신각 저수지 마을안길김유정 
문학촌

김유정 
문학촌

실레마을길 
(문학촌 윗마을)

실레마을은 마치 솥이 앉혀있는 것 같이 산으로 포근하게 싸여있는 마을이다. 

소설가 김유정(1908~1937)의 고향으로 봄·봄, 동백꽃, 금따는 콩밭 등 그의 소설 12편이 이 곳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김유정 문학촌은 복원된 김유정의 생가와 전시관, 체험시설 등이 있으며 산국농장 

인근에는 서양화가 함섭 스튜디오 등 작가들의 창작실이 여러 채 있는 예술인 마을이다.

김유정의 소설 배경지를 따라가는 2시간 코스의 가벼운 산책길이다.

석파령너미길 / 18.7km(약 5시간)

물깨말구구리길 / 7.3km(약 2시간 30분)

문배마을

석파령

봉화산길(임도)

덕두원
(명월길)

수레너미
(버스정류장 앞)

방동1리
마을회관

당림초등학교

구곡폭포 주차장 구곡폭포 주차장

신숭겸
묘역

예헌병원

춘천의 옛길인 석파령너미길은 수레너미고개를 넘어 서면으로 이어진다. 이 길은 춘천의 역사와 만나는 

길이다. 험한 고갯길인 석파령은 신임과 전임 춘천부사가 오가며 좁은 길에서 자리를 잘라서 나누어 

앉을만큼 험한 길이었지만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을 잊지못해 아쉬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서면에는 고려충신 장절공 신숭겸의 묘역이 있고, 임진왜란 당시 옥포해전에서 전공을 세운 한백록 

장군의 묘와 정문이 있다. 

'물깨말'강촌은 구곡폭포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로 자연풍광이 좋아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나훈아의 노래 '강촌에 살고 싶네'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춘천의병장 습재 이소응이 '숨어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던 문배마을이 있으며 봉화산, 검봉산 등 여러 개의 등산코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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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나들길 / 14.2km(약 5시간)

소양호나루터길 / 수로 25.7km, 육로 12.69km

품걸리 오지마을길 /  16.3km(약 6시간)

마을길

근화동 배터

물로리 선착장

사오랑

둑길

어린이 회관

품걸리 선착장

옛광산길

갈골

늘목정상 임도길

성재봉

공지천

오미나루
(경찰충혼탑 앞)

소양2교

서면
문학공원

소양강댐 선착장

품걸 1리

소양강댐 선착장

품걸1리 마을

신매대교

호반산책로

눈늪나루

봉황대

의암호를 끼고 서면에서부터 삼천동까지 걷는 이곳은 춘천의 상징인 호수와 소양강 처녀상, 공지천 등을 

만나며 산책로를 중심으로 가볍게 걸을 수 있다. 호수 풍경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다가온다. 새벽안개가 

아름답고, 저녁 석양 무렵의 의암호는 깊은 감동을 준다. 

대한민국 국민가요 '소양강 처녀'의 배경지로 소양2교 앞에 소양강처녀상이 있다. 자전거길을 따라 호수 

한바퀴를 걸을 수도 있다.

소양강댐 배터에서 약 40분간 배를 타고 품걸리배터에 도착, 출발한다. 소양호의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배터의 모습을 계절따라 새롭게 느끼며  걸을 수 있다. 

소양호 나루터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많아 걷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경치가 좋다.

품걸리 오지마을길은 품걸리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길, 주민들의 생활이 담긴 지름길로 구성되어 있다. 

한바퀴를 걷거나 사잇길인 6-1, 6-2를 선택해 걸을 수 있다.

북한강 물새길 / 2.1km(약 1시간)

옛 강촌역 옛 백양리역

북한강 물새길은 폐선이 된 경춘선 구간 가운데 옛 강촌역과 옛 백양리역을 잇는다.

2.1km의 가벼운 산책코스로 옛 철길의 기억과 북한강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데 특히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호사비오리, 비오리 등 겨울 철새가 서식하는 곳이다. 옛 백양리역은 역에서 쓰던 물건을 

전시해놓은 작은 박물관이다. 옛 강촌역에서 출발해 되돌아 오거나 현재 백양리역까지 더 걸어서 전철을 

타도 된다.

장학리 노루목길 / 4.9km(약 2시간)

정상과 노루목 방향 
표지판

노루목길 정상 끝 지점 정상과 노루목 방향 
표지판 회귀

한림성심대 후문,
노루목길 입구

산길 끝,
도로

쉼터

노루목길은 동면 장학리의 '노루목'은 노루가 많이 노니는 길목이라는 뜻이며, 노루와 학이 함께 사는 

곳으로 마을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또한 장학리는 춘천지방의 3.1민족운동 

진원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며,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6호인 춘천민성기가옥 

( )이 있다.

지역민들이 가벼운 산책과 운동 코스로 많이 찾는 곳이다. 전체구간 능선이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짧은 구간으로 무리없이 사시사철 걷기에 좋다.

 033-251-9363       http://www.bom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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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유형 주된음식
01 샘밭막국수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644 033-242-1712 한식 막국수

02 봉운장 춘천시 소양고개길 26 (소양로3가) 033-254-3203 한식 갈비, 갈비탕

03 본관남부막국수 춘천시 춘천로81번길 16, 1,2층 (약사동) 033-254-7859 한식 막국수, 편육, 빈대떡

04 강촌막국수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62-1 033-262-9868 한식 막국수,편육

05 별당막국수 춘천시 춘천로81번길 15, 1층 (약사동) 033-254-9603 한식 막국수,편육

06 명동명물닭갈비 춘천시 금강로62번길 8, 1층 (조양동) 033-257-2961 한식 닭갈비

07 부안막국수 춘천시 후석로344번길 7 (후평동) 033-254-0654 한식 막국수

08 춘천사랑닭갈비 춘천시 낙원길 47-1 (낙원동) 033-256-9211 한식 닭갈비, 막국수

09 곰배령 춘천시 춘천로 19, 1층 (온의동) 033-255-5500 한식 한정식

10 영산강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18 033-256-0592 한식 장어

11 라데나골프클럽1 춘천시 신동면 칠전동길 72 033-260-1114 한식 해장국

12 한옥갈비 춘천시 약사고개길 17-1 (죽림동) 033-255-8862 한식 돼지갈비

13 일점오닭갈비 춘천시 후만로 77 (후평동) 033-253-8635 한식 닭갈비

14 원조남부막국수 춘천시 춘천로 56, 1동 (효자동) 033-256-7859 한식 막국수, 편육

15 감미옥설렁탕 춘천시 춘천로 217, 1층 (효자동) 033-256-3808 한식 설렁탕

16 윤일닭갈비 춘천시 효석로 31-1, 1층 (효자동) 033-262-8303 한식 냉이닭갈비

17 메바우명가춘천막국수 춘천시 당간지주길 76, 1층 (근화동) 033-254-2232 한식 막국수, 편육

18 오수물막국수 춘천시 신북읍 맥국2길 15 033-242-4714 한식 막국수, 보쌈

19 통나무집닭갈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763 033-241-5999 한식 닭갈비

20 유포리막국수 춘천시 신북읍 맥국2길 123 (외2필지) 033-242-5168 한식 막국수

21 하주골 춘천시 동면 만천로 163 033-256-7963 한식 한정식

22 서울녹각삼계탕 춘천시 효석로 29 (효자동) 033-262-9288 한식 삼계탕

23 유미닭갈비 춘천시 금강로62번길 12 (조양동) 033-252-4986 한식 닭갈비

24 큰집한우 춘천시 서부대성로 135, 2층 (운교동) 033-241-3944 한식 등심, 육회

25 옛날옛집 춘천시 동면 만천로 102 033-244-1100 한식 한정식

26 그랑셰프(클럽하우스)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033-260-2000 한식
유황오리백숙, 
우거지해장국

27 한양숯불화로구이(소담송하) 춘천시 중앙로 2 (요선동) 033-253-7744 한식 굴순두부찌개

28 삼대막국수 춘천시 남춘로5번길 22 (퇴계동) 033-253-8600 한식 막국수

29 해미담 춘천시 효자로24번길 12 (퇴계동) 033-241-7376 한식 생삼겹살

30 정근봉콩나물국밥 춘천시 서면 경춘로 1067 033-262-0155 한식 콩나물국밥

31 비와별닭갈비애막골점 춘천시 애막골길11번길 38 (석사동) 033-262-0233 한식 닭갈비

32 명가막국수 춘천시 신북읍 상천3길 8 033-241-8443 한식 막국수

33 대웅닭갈비막국수 춘천시 동면 금옥길 5 033-241-2017 한식 닭갈비

34 육쌈냉면(춘천명동점) 춘천시 명동길 9 (조양동) 033-254-4198 한식 냉면

35 부안옥 춘천시 보안길 58, 1층 (후평동) 033-256-5252 한식 소갈비살, 삼겹살

36 시골막국수 춘천시 신북읍 율문길 100 033-242-6833 한식 막국수

37 고산가 춘천시 동내면 너부래길 7 033-262-4644 한식 한정식

38 동해막국수퇴계점 춘천시 퇴계로 23 (퇴계동) 033-253-9259 한식 막국수, 족발

39 샤브향(퇴계점) 춘천시 우묵들길 35-6, 1층 (퇴계동) 033-252-2868 한식 샤브샤브

40 나능이능이버섯백숙만천점 춘천시 동면 만천로 94 033-257-9511 한식 오리, 닭백숙

41 금병산숯불철판닭갈비 춘천시 신동면 금병의숙길 6 (1리) 033-262-4220 한식 닭갈비, 막국수

42 명동일번지닭갈비 춘천시 금강로62번길 7 (조양동, 외8필지) 033-254-7042 한식 닭갈비,막국수

43 공지천왕갈비 춘천시 효자로 5 (퇴계동) 033-251-0791 한식 갈비

번호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유형 주된음식
44 점봉산산채 춘천시 우묵길70번길 21 (퇴계동) 033-252-5313 한식 한정식

45 회,장,메 춘천시 화목원길 21 (사농동) 033-255-2521 한식 민물회

46 명동본가닭갈비 춘천시 금강로62번길 14 (조양동) 033-241-4400 한식 닭갈비, 막국수

47 소양강양어장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675 (외1필지) 033-242-1002 한식 송어, 산천어

48 항아리닭갈비막국수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487 033-242-1411 한식 닭갈비

49 등촌 샤브 칼국수
춘천시 금강로 32-1  
(소양로3가, 169-2,180-1,180-2)

033-254-2594 한식 샤브칼국수

50 귀품찬곽만근숯불갈비(춘천점)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65 033-263-9299 한식 숯불갈비

51 (주)원일유통 춘천(상)휴게소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432 033-264-0500 한식 순두부찌개, 닭갈비

52 춘천푸주옥(거두점)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34 033-261-3838 한식 곰탕, 설렁탕

53 토담화로구이 춘천시 남춘로36번길 65 (퇴계동, 1층) 033-263-7799 한식 돼지갈비

54 콩사랑마을 춘천시 우묵들길 35-14, 1층 (퇴계동) 033-255-2180 한식 두부전골

55 꽃게신랑아구각시 춘천시 퇴계로 65 (퇴계동) 033-256-4075 한식 해물찜

56 능이마을 춘천시 보안길 19 (후평동, 1층) 033-242-7728 한식 능이백숙

57 효자황태구이 춘천시 남춘로51번길 15-1 (효자동, 1~2층) 033-253-9988 한식 황태구이

58 하남돼지집 춘천시 퇴계농공로 13 (석사동, 1층) 033-261-9298 한식 삼겹살, 항정살

59 태평소스무숲점 춘천시 스무숲길 9 (석사동, 1층) 033-263-9903 한식 한우모듬, 삼겹살 구이

60
소문난의정부부대찌개 
춘천시청점

춘천시 시청길10번길 8, 2층 (조양동) 033-241-1020 한식 부대찌개

61 한우가 춘천시 스무숲3길 18, 1.2동 1층 (석사동) 033-261-2621 한식 갈비살, 살치살

62 삼대닭갈비 춘천시 남춘로5번길 18-1 (퇴계동) 033-251-8706 한식 닭갈비

63
퇴골집오리숯불구이 
둘째아들점

춘천시 동면 만천로 183 033-255-7829 한식 오리숯불구이

64 한양시래기명태조림춘천점
춘천시 영서로 2195  
(퇴계동, (굿모닝마트2층))

033-256-8886 한식
육개장,  
시래기명태조림

65 비와별닭갈비본점 춘천시 스무숲길 5 (석사동, 1,2층) 033-262-8899 한식 닭갈비

66 강원한우타운
춘천시 지석로 11, 별관동 3층  
(퇴계동, 춘천축산농협하이록한우타운)

033-261-1253 한식 한우전문점

67 황토집 춘천시 벌말길 54-1, 1층 (석사동) 033-257-7792 한식 한정식

68 우물집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86 (2층) 033-262-6889 한식
숯불양념삽겹살, 
숯불닭갈비

69 오부자닭갈비막국수 춘천시 안마산로 22 (온의동) 033-252-2311 한식 닭갈비, 막국수

70 소양댐닭갈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746 (1층) 033-243-9992 한식 닭갈비, 막국수

71 바우갈비 춘천시 춘천로176번길 9-1, 1층 (효자동) 033-252-6692 한식 갈비탕, 돼지갈비

72 더클래식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6 033-254-1900 한식 뷔페

73 뉴욕바닷가재 춘천시 동내면 대룡산길 19-11 033-263-5255 한식 바닷가재

74 황가네 춘천시 충혼길5번길 9-1 (퇴계동, 1층) 033-254-6692 한식 등심, 소갈비살

75 정자나루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120 033-264-7002 한식 오리백숙, 닭백숙

76 남춘천명물닭갈비 춘천시 충혼길5번길 3 (퇴계동) 033-254-9922 한식 닭갈비

77 조약돌숯불닭갈비 춘천시 낙원길 43 (낙원동, 1층) 033-264-0858 한식 닭갈비

78 샤브향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19번길 64-8 033-263-2555 한식 월남쌈, 소고기샤브

79 성우닭갈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10 033-244-5579 한식 닭갈비

80 돈까스와 뼈다귀 춘천시 충열로 282 (우두동) 033-251-5709 한식
돈까스, 뼈다귀
해장국

81 춘천원조숯불닭갈비 춘천시 효자로 9 (퇴계동) 033-253-9253 한식 숯불닭갈비

82 주인장족발보쌈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14 033-262-6663 한식 족발

83 샘밭숯불닭갈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646 033-243-1712 한식 숯불닭갈비

84 샘토숯불닭갈비남춘천역점 춘천시 우묵길52번길 10 (퇴계동) 033-255-5211 한식 숯불닭갈비

85 나능이능이버섯백숙춘천점 춘천시 우묵길78번길 7, 1층 (퇴계동, 좌측) 033-241-4411 한식 능이버섯백숙

86 동광한우프라자 춘천시 춘천로170번길 5 (운교동) 033-262-3357 한식 등심,갈비탕

87 학곡리막국수닭갈비 춘천시 공지로 29, 1층 (석사동) 033-261-9478 한식 막국수,닭갈비

88 형제육회 춘천시 스무숲길 34, 1층 (석사동) 033-256-4719 한식 모듬육회, 육회비빔밥

89 다락 춘천시 소양로 126, 1층 (소양로2가) 033-254-1251 한식 등심, 숯불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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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유형 주된음식
90 돼지한마리(후평점)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12, 2층 (후평동) 033-257-3895 한식 돼지갈비, 삼겹살

91 감미닭갈비 춘천시 퇴계로 225, 1층 (석사동) 033-263-2576 한식 닭갈비

92 하남돼지집 춘천시 보안길 73, 1층 (후평동) 033-253-9275 한식 삼겹살, 항정살

93 9우미닭갈비만천점 춘천시 동면 만천로143번길 46-4, 1층 033-255-8422 한식 닭갈비, 막국수

94 호반한우구운교점 춘천시 우묵길56번길 8, 1층 (퇴계동) 033-255-0315 한식 소갈비살

95 꼬꼬메이플가든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195, 1,2층 033-261-2828 한식 닭갈비, 막국수

96 육향가득한소담송하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35, 1층 033-264-1110 한식 갈비살, 돼지갈비

97 이군단막국수 춘천시 신북읍 맥국2길 66, 1층 033-242-5392 한식 막국수

98 장호더그릴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682, 1~2층 033-243-9293 한식 닭갈비

99 거두리소한마리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12, 1층 033-261-9192 한식 불고기

100 소담송하(한양숯불구이) 춘천시 공단로 64, 1층 (후평동) 033-242-2461 한식 돼지갈비

101 봉의산막국수 춘천시 후석로 447-2, 1층 (후평동) 033-244-0222 한식 막국수

102 춘천이동갈비 춘천시 춘주로201번길 4, 1층 (퇴계동) 033-243-0100 한식 이동갈비

103 미수라 춘천시 세실로208번길 4 (후평동) 033-242-8514 한식 스테이크

104 춘천1번지닭갈비막국수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397, 2층 033-251-9494 한식 막국수, 닭갈비

105 원조갈비탕 춘천시 시청길 32, 1층 110호 (조양동) 033-241-8882 한식 갈비탕

106 소양강농원콩이랑두부랑 춘천시 사우벌길 15 (사농동) 033-242-0200 한식 두부전골, 두부구이

107 우성닭갈비본점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87 033-242-3833 한식 닭갈비

108 춘천제일닭갈비 춘천시 새롬공원길22-1(석사동) 010-8797-8173 한식 닭갈비

109 뚜레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643, 가동 1,2층 033-262-8838 한식 등심,정육

110 보영이네해물칼국수만천점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5 010-8793-5578 한식 칼국수

111 춘천명종닭갈비 춘천시 동면 도일길 56, 1,2층 033-241-0599 한식 닭갈비

112 춘천만족족발 춘천시 영서로2305, 1층 010-2234-7154 한식 족발,보쌈

113 춘천산닭산속에닭갈비 춘천시 옛경춘로562-20, 가, 나동 1층(온의동) 010-3686-9885 한식 닭갈비

114 한방손칼국수 춘천시 닥나무길17(효자동, 1층) 033-257-9296 한식 칼국수

115 산촌닭갈비 춘천시 보안길42-1, 1,2층(후평동) 010-6297-1632 한식 닭갈비

116 명동산골닭갈비 춘천시 금강로62번길 7, 1,2층(조양동) 033-257-9775 한식 닭갈비

117 중화루 춘천시 둥지길 5-17, 2,3층 (효자동) 033-254-2591 중식 탕수육, 자장면

118 쟈스민 춘천시 우묵길74번길 14, 1,2,3층 (퇴계동) 033-241-5453 중식 자장면, 탕수육

119 북경관 춘천시 공지로 426 (근화동) 033-243-3001 중식 해물짬뽕

120 치엔롱
춘천시 중앙로68번길 12  
(낙원동, 춘천관광호텔 2층)

033-241-2100 중식 자장면,탕수육

121 이비가짬뽕춘천점 춘천시 영서로 2652, 2층 (근화동) 033-242-9888 중식 짬뽕,탕수육

122 동경 춘천시 공지로 149, 3층 (석사동, 동진빌딩) 033-261-7555 일식 회정식

123 누보 춘천시 퇴계로 13, 3층 (퇴계동) 033-261-7570 일식 회코스

124 해미일식 춘천시 퇴계농공로 14 (석사동, 2층) 033-262-0606 일식 정식, 생선회, 초밥

125 만강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19번길 61 033-262-5900 일식 정식, 생선회

126 하루일식 춘천시 후석로 12, 5층 (석사동) 033-261-1116 일식 초밥정식

127 함지 춘천시 중앙로 101 (중앙로3가) 033-254-5221 양식 양식

128 돈까스클럽춘천점 춘천시 춘천로 429 (후평동) 033-253-3223 양식 돈가스

129 델모니코스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54-106, 1~2층 033-252-0999 양식 경양식전문점

130 인더키친춘천점 춘천시 지석로 85, 2층 203, 204호 (석사동) 033-261-2015 양식
목살스테이크,  
샐러드, 스파게티

131 디아펠리즈 춘천시 춘천로 71, 지하1, 지상2~4층 (효자동) 033-254-5226 뷔페식 뷔페

132 황금한식부페 춘천시 충열로 258 (우두동) 033-251-8534 뷔페식 한식뷔페

133 호반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76, 1층 (삼천동) 033-245-4300 뷔페식 뷔페

134 착한돼지춘천명동점
춘천시 중앙로67번길 18, 6201,6202호  
(죽림동, 브라운상가 )

033-256-9233 뷔페식 고기뷔페, 샐러드바

135 쿠우쿠우춘천직영점
춘천시 지석로 80, 지하1층 
(퇴계동, 시너스카펠라복합빌딩)

033-269-7004 뷔페식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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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소명 업종 주소 전화번호 등급
01 3D 시네마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7번길 5-4 (옥천동) 033-241-0331 녹색
02 OST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44번길 11 (요선동) 033-241-7728 녹색
03 S-쁘띠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56번길 5 (효자동) 033-243-4422 녹색
04 그랜드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7번길 11 (옥천동) 033-243-5021 녹색
05 느티나무마을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80-1 033-261-0051 녹색
06 대교장여관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가연길5번길 45 (근화동) 033-252-9641 녹색
07 더베네치아스위트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6 (효자동) 033-255-9600 녹색
08 더블유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517 (근화동) 033-243-0227 녹색
09 라벤다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5번길 10-2 (퇴계동) 033-255-0550 녹색
10 라비에벨 콘도1차(빌라듄스)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66-1 033-245-7010 녹색
11 레오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58 033-257-5700 녹색
12 리버사이드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745 033-242-3002 녹색
13 리젠트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461번길 14 (근화동) 033-251-2274 녹색
14 리츠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451번길 1 (근화동) 033-241-0798 녹색
15 모텔샤인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743 033-242-4471 녹색
16 모텔칸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8 (퇴계동) 033-262-5205 녹색
17 뷰티풀펜션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186 033-261-3355 녹색
18 산내들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갯골길 45 033-262-3538 녹색
19 산울림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노일길 40-8, 2층 녹색
20 삼일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246 033-262-0123 녹색
21 센스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보매기길 36 033-261-0040 녹색
22 센스무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보매기길 38 033-261-6161 녹색
23 소나무파인트리(PINE TREE)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우묵길 55 (퇴계동) 033-242-8308 녹색
24 소양강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80 (근화동) 033-243-5300 녹색
25 수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515 (근화동) 033-254-1956 녹색
26 씨앤텔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104 033-262-5514 녹색
27 엘스위트 강촌콘도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033-260-2381 녹색
28 월드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옥천길 11 (중앙로1가) 033-254-8001 녹색
29 제이드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157-7 033-241-2599 녹색
30 초콜릿무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구마니길 18 (삼천동) 033-244-5200 녹색
31 춘천베어스관광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76 (삼천동) 033-245-4300 녹색
32 춘천세종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봉의산길 31 (봉의동) 033-252-1191 녹색
33 춘천센트럴호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68번길 12 (낙원동) 033-257-1900 녹색
34 카리브모텔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우묵길 47 (퇴계동) 033-243-4720 녹색
35 케이리버리조트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로 637-8 033-263-7444 녹색
36 케이티엔지상상마당춘천스테이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22 (삼천동) 033-818-4200 녹색
37 펜텔굿타임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106 033-261-4720 녹색
38 현민실업(주) 래금힐파크여관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내고탄로 752 033-244-7711 녹색
39 호텔 스토리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구마니길 24 (삼천동) 033-252-5534 녹색
40 호텔N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구마니길 26 (삼천동) 033-243-5353 녹색
41 호텔공지천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삼천동) 033-244-6100 녹색
42 호텔라로체루즈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우묵길 53 (퇴계동) 033-243-5900 녹색
43 호텔라임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68번길 22-4 (소양로3가) 033-257-2860 녹색
44 호텔루나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갯골길 52 033-263-7722 녹색
45 호텔명작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76번길 13 (효자동) 033-241-5689 녹색
46 호텔몽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68번길 21 (효자동) 033-251-1161 녹색
47 호텔오띠모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43번길 4 (요선동) 033-242-0116 녹색
48 호텔정관루별관(콘도별장) 숙박업(생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 1 031-582-2197 녹색

49
호텔정관루별관 
(투투별장,아뜰리에,문학인촌)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 1 031-582-2197 녹색

50 호텔정관루본관 숙박업(일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 1 031-580-8000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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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역 관광안내소   평화로 1(근화동 190)       033-250-4312
남춘천역 관광안내소   영서로 2260(퇴계동 633-2)       033-250-3322
낭만누리 관광안내소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033-250-4300
춘천시 관광과   시청길 11       033-25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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